
오픈소스의 큰 혁신을 이룬 소형 로봇
은 학술적연구 및 교육을 위해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개발된 소형의이동식

로봇으로 하나의이동식플랫폼과로봇 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로봇에는 맥슨 모터의
드라이브시스템이 사용되었습니다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로봇을 단계별로 가르치고 각자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 토론하며
서로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흥미로운 도전입니다 이러한 학술적인 연구 및 교육을 돕기 위해
아우크스부르크 에 위치한 사는 이라는 이름의 로봇을 개발하였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제어되고 전방향 베이스 및 자유도의 로봇 메커니즘을 갖춘 이 모바일
매니퓰레이터는 시장에 선보인지 년만에 모바일 매니퓰레이션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 자리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사가
로봇 연구를 위한 오픈소스 표준 플랫폼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로봇 연구원 개발자 및
로보틱스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테이블을 조립하거나 소형 로드 캐리어 또는 부품들을 이른바
미래의 공장으로 운송할 수 있는 제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은 전방향 이동이 가능한 차대 섀시 와 그 위에 장착되는 한 개 혹은 두 개의 로봇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대에는 하나의 산업용 와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산업용 는

을 통해 전류 속도 및 위치제어 모드로 작동이 가능한 총 개의 드라이브와 실시간
사이클 타임 으로 통신합니다 로봇 플랫폼과 로봇암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의 섀시는 길이가 너비가 높이가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개의 메카넘 휠로
움직입니다 이 특수한 바퀴는 트레드가 바퀴 둘레에 약 °의 각도로 장착된 롤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은 언제든지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면 및 대각선 동작을
포함한 전방향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플랫폼 위에는 약 길이의 로봇암이 장착되어 있으며 암의 끝부분에는 두 개의 손가락으로 된
그리퍼가 있어 로봇이 최대 크기에 무게의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로봇암은 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맥슨 드라이브 시스템에 의해 작동됩니다 여기에 맥슨 모터 기어 엔코더
모듈이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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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자유로운움직임을위해특수개발된플래너터리
기어헤드

내의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로봇암과 섀시
안에 여러 모터와 플래너터리 기어를 장착해야 했기
때문에 컴포넌트를 로봇암의 관절에 바로
내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맥슨과 가 보다 더
가볍고 정확하며 견고한 특수 기어를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관절이 플래너터리 기어 주위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로봇암의 관절에는 총 개의 브러시리스 플랫모터

가 특수 기어 및 엔코더와 결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플랫폼에는 개의 맥슨 브러시리스

플랫모터가 장착되었습니다 맥슨의 브러시리스
플랫은 간단한 설계 및 컴팩트한 크기와 높은

토크가 특징입니다 이 플랫모터는 의 적은
무게로 의 출력을 냅니다 로봇암의 관절은
맥슨 엔코더와 결합하여 관절의 각도를 측정합니다

새롭게 떠오른 은 현재 로봇 연구 및 개발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는 기술 이전을
위한 로보틱스 커뮤니티에 한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새로운 길을 걷습니다 로봇의 리눅스 기반 오픈소스
컨셉은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저자
적용 보고서 문자 자 사진 장

사진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는 리눅스 기반의
오픈소스 시스템으로 여러 개방형 인터페이스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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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나오는 맥슨의 제품

맥슨
직경의 이 모터는 의

출력을 냅니다 맥슨 모터 기어
엔코더 결합형으로 의 축에
장착됩니다

맥슨

맥슨 브러시리스
모터는 간단한 설계 및 컴팩트한
크기와 높은 토크가 특징입니다

맥슨 엔코더 타입

맥슨 엔코더는 좁은 공간에도
장착이 가능하고 인터폴레이션을
이용하여 회전당 펄스 수가
높습니다

사진 각 부분 명칭 – 베이스 플랫폼
팔 관절 팔 관절 팔 관절 그리퍼 팔 관절
팔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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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팩스

전화번호
팩스

전화번호
팩스

다양한 맥슨 모터의 제품 본사의태블릿 매거진 에서 흥미진진한
애플리케이션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앱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http://www.maxonmotor.com/
http://www.kuka-robotics.com/
http://www.maxonmotor.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