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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통상적인 원격조종 로봇 시스템은 

작업자가 각종 환경 센서로부터 획득된 작업 
정보를 인지하며 원격지의 슬레이브(Slave) 
로봇을 마스터(Master) 장치를 통해 조종하는 
방법을 대부분 운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상기 
시스템은 1 명의 작업자가 1 기의 슬레이브 
로봇의 모든 동작을 제어, 즉 1:1 원격제어 
방식이 기본적으로 활용되며, 만약 대상 
작업이 1 기의 슬레이브 로봇만으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작업 대상물의 
부피나 중량이 로봇의 작업공간이나 
가반중량을 벗어날 경우) 추가의 슬레이브 
로봇 및 그 로봇을 조작하기 위한 또 다른 
작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1:1 원격제어 
방식일 경우). 상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2 기의 슬레이브 
로봇을 운용하되, 1 명의 작업자만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그(Jig)가 소개된다. 
더불어 슬레이브 로봇이 현장에서 교체 또는 
변경작업 없이 2 가지 이상의 세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다목적 로봇 그리퍼(Gripper)가 
설명된다. 구체적인 대상 작업은 원거리의 
플랜트 내부 유지관리 작업 중 원형 밸브를 
개폐하는 작업이며, 상기 밸브를 회전하기 
위한 각각의 슬레이브 로봇은 원형 밸브로 
이동하기 위한 모바일 플랫폼, 작업자 대신 
현장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로봇 
매니퓰레이터, 원격지의 작업자에게 영상을 
포함한 각종 작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센서 등이 포함되고, 마스터 장치로부터 
전송된 작업 명령을 두 슬레이브 로봇의 동작 
명령으로 할당하기 위한 로봇 통합 제어기가 
전체 원격조종 로봇 시스템에 포함된다.  

 
2. 밸브 작업용 지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그는 2 기의 

슬레이브 로봇 간 협업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각 로봇 매니퓰레이터 말단부에 생성된 좌표계 
정보를 특정 좌표계를 기준으로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좌표계 측정 장치(Coordinate measuring 
machine)에 속한다. 상기 지그는 Fig.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지그 핸들(Handle), 지그 
로드(Rod), 클램프(Clamp)로 구성되고, 밸브의 
크기와 상관없이 상기 밸브 회전 작업이 
가능하도록 지그 로드 간의 거리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그 핸들 간의 거리를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지그 상판에 눈금(scale), 지그핸들에 
표시바늘(Indicator)이 부착되었다. 뿐만 아니라 
회전 방향에 상관없이 로봇의 회전력이 밸브에 
균일하게 전달될 수 있고, 지그와 밸브 휠 
사이가 서로 밀착될 수 있도록 ‘L’자형 
클램프가 부착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밸브 
개폐를 위한 지그(Fig. 1)와 함께 지그 핸들 
중심과 밸브 회전 중심 사이 거리 측정을 위한 
지그(Fig. 2)도 소개된다. 이 지그는 Fig.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그 핸들 삽입부, 볼트의 
사이즈에 따라 교체가 가능한 볼트 머리 
삽입부, 눈금이 표시된 피스톤, 실린더 몸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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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Fig. 3 은 상기 지그를 활용한 밸브 
개폐 작업의 예시를 나타낸다. 

 
 
 
 
 
 
 

Fig. 1 Jig for measuring distance between robotic 
grippers in valve operation 

 
 
 
 
 
 

Fig. 2 Jig for measuring distance between each jig 
handle and center of valve wheel 

 
 
 
 
 
 
 
 
 
 
 

Fig. 3 An example of multi-robot based valve 
operation with the proposed jig for measuring 
distance between robotic grippers 

 
3. 다목적 로봇 그리퍼  

상기 지그와 더불어 본 논문에서 제안되는 
로봇 그리퍼(Robotic gripper)는 교체 또는 
변경작업 없이 원격지의 작업 현장에서 2 가지 
이상의 유지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일종의 다목적 로봇 그리퍼(Multipurpose robotic 
gripper)이다. 원격지의 플랜트 내부 유지관리 
작업은 밸브 개폐뿐만 아니라 계기판의 각종 
스위치 조작, 부품이나 공구를 파지/운반 등 

다양한 세부 작업으로 구성된다. 이 때 각 
세부 작업 별로 각각의 로봇 그리퍼가 
운용된다면 로봇 스스로가 그리퍼를 교체/변경 
하는 작업이 추가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 
및 시간적인 손실이 불가피하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 가지 이상의 세부 작업(대상 
물체 파지, 계기판 스위치 조작)을 단일 로봇 
그리퍼를 통해 구현하기 위한 다목적 로봇 
그리퍼를 Fig. 4 와 같이 제안한다. 제안된 
그리퍼는 로봇 그리퍼 말단부가 
힌지(Hinge)구조로 구성되어 파지 작업과 
스위치 조작 작업을 로봇 그리퍼 파지부와 
상호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Fig. 4 A multipurpose robotic gripper to conduct 
various maintenance works in plants 

 
4. 결론  

제안된 지그와 로봇 그리퍼는 다개체 로봇 
시스템을 기반으로 밸브 조작 포함 원거리의 
플랜트 유지보수 작업에 필요한 고가의 좌표계 
측정 센서 사용 및 추가의 로봇 그리퍼 변경 
및 교체 작업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향후 실제 현장 테스트를 통해 설계 검증이 
수행될 예정이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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