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두이노

로봇팔 만들기



준비물

키트 추가 준비물
• 십자드라이버
• 접착제

• MDF 도면
• 아두이노UNO
• 서보모터(4개)
• 9V 전지
• 스냅 전선
• 흡착판
• 할핀



준비물 아두이노UNO 상세(참고)



준비물 서보모터상세(참고)

적색(+)

갈색(+)

주황색
(신호)

• 전원이 켜진 상태로 서보모터를 손으로 돌리지 않습니다(기어파손위험)

서보 암

볼트

서보 모터



명칭 집게손 2관절 1관절

구동부



PART1
육면체 만들기

아래 사진을 참조하여큐브 도면을조립합니다

• 추후, 로봇팔의움직이는 부분을 제외하고
접합부에접착제를 도포하여견고하게조립합니다



PART2
연결부 만들기

사진을 참조하여 1관절을 조립합니다

• 빨간테두리내부 홈의모양으로 구분하여부품의좌우를잘 조립합니다



PART2
연결부 만들기

사진을 참조하여 2관절을 조립합니다

• 접착제를도포하여견고하게 조립합니다
• 빨간테두리내부 홈의모양으로 구분하여부품의좌우를잘 조립합니다



PART2
연결부 만들기

사진과같이 집게손 도면에 서보암을 조립합니다

• 나사 머리의방향에유의합니다
• 짧고끝이 뾰족한나사로 고정합니다

서보암



PART2
연결부 만들기

집게손과 연결부 부품을조립합니다

• 할핀으로연결 부품과집게손을 조립한 후, 아까만든 2관절에연결합니다.
• 할핀의다리를 벌려고정합니다



PART2
연결부 만들기

나머지 집게손 부품과모터를연결부에 고정합니다

• 집게손 부품끼리의 톱니를 먼저맞물려둡니다
• 서보 모터와, 집게손 부품에 연결했던 서보암을 끼워짧고 뭉툭한 나사로 연결합니다
• 연결부와 서보 모터를 긴 나사로 고정합니다

• 모터를 먼저 연결부에 고정하면 집게손 부품을 끼울 수 없습니다



PART3
구동부 만들기

구동부를조립하고 모터를 고정합니다

• 모터는 긴 나사로 고정합니다
• 모터의 방향에유의합니다



PART3
구동부 만들기

지지대를 조립하여 구동부와연결합니다

• 흡착판과 서보암을 끼웁니다
• 서보암을 짧고 뾰족한 나사로고정합니다

• 나사 머리의 방향에 유의합니다
• 구동부의 서보 모터와 지지대의서보암을 맞물려 끼웁니다

• 짧고 뭉툭한 나사로 고정합니다



PART3
구동부 만들기

지지대를 조립하여 구동부와연결합니다

• 흡착판과 서보암을 끼웁니다
• 서보암을 짧고 뾰족한 나사로고정합니다

• 나사 머리의 방향에 유의합니다
• 구동부의 서보 모터와 지지대의서보암을 맞물려 끼웁니다

• 짧고 뭉툭한 나사로 고정합니다



PART3
구동부 만들기

구동부의 측면에 서보 모터를 고정합니다

• 모터의 방향에유의하여 긴 나사로 고정합니다
• 모터를 고정한 후, 서보암을 모터에 끼웁니다



PART4
연결부 조립하기

연결부(1관절)과 구동부를고정합니다

• 서보암과연결부의 홈을맞물려 끼운 뒤 할핀으로 고정합니다



PART4
연결부 조립하기

연결부(1관절)의 홈에 서보모터를 고정합니다

• 긴 나사로 서보 모터를 고정합니다
• 서보암을 서보 모터에끼웁니다



PART4
연결부 조립하기

연결부의 1관절, 2관절을 연결합니다

• 1관절과 구동부를 연결할때와방법은같습니다
• 서보암을 홈에맞추어 끼웁니다
• 할핀으로 고정합니다



PART5
아두이노
연결하기

준비물의아두이노UNO 슬라이드와아래사진을참조하여
서보 모터, 조이스틱을 아두이노에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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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만약 작동하지 않는다면…

• 아두이노와서보 모터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확인합니다
• +, -, 신호 전선을각각확인합니다

• 일부 서보모터가 동작하지 않는경우, 여분이있다면 교체합니다
• 전원이켜진 상태로 억지로모터를 돌렸을 경우

내부 기어가고장났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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