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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로봇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방, 치안, 재난구

조 등과 같이 작업자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분야에서 로봇 팔을 활용하여 작업을 수행하

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러

나 지능의 한계, 작업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

하여 로봇 팔을 이용한 작업수행의 완전 자동화에

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현재는 로봇 팔이 작업을 수행하되, 로봇 팔의 제

어는 원거리에 위치한 사람이 수행하는 원격제어 

기술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1,2) 로봇 팔의 원격제

어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인 조작장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최근 다양

한 원격 조작장치가 개발되었으며, 일부 조작장치

는 전장 및 재난현장에서 사용된바 있다.(1,3)   

로봇 팔의 원격제어를 위한 기존의 조작장치는 

크게 버튼형 조작장치와 관절형 조작장치로 구분

할 수 있다. 버튼형 조작장치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로봇 팔 원격 조작장치이며, 조작장치를 

구성하는 조이스틱 또는 버튼의 기능을 숙지한 사

용자가 버튼을 눌러 로봇 팔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3) 하지만 이러한 버튼형 조작장치는 로

봇 팔의 직관적인 제어가 힘들기 때문에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사용자

Key Words: Tele-Operation(원격조작), Surveillance Robot(정찰로봇), Master(조작장치) 

초록: 최근 국방 및 보안 분야 등과 같은 위험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 팔의 원격제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로봇 팔의 원격제어를 위해서는 조작장치가 필수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튜어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로봇 팔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기존의 조작장치와 비교하여 이

동성 및 휴대성이 우수한 조작장치를 개발하였다. 조작장치의 크기와 무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튜어

트 플랫폼을 기반의 기구부를 구성하였으며, 조작장치의 동작범위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와이어를 적용

하였다. 개발된 조작장치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용 IMU와 비교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 결과를 바탕으

로 개발된 조작장치의 실용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Abstract: Teleoperation of a robot arm working in hazardous environments has been studied in the field of defense and 

security. A master system is an essential part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teleoperation. We developed a master 

system, which is an essential part in the teleoperation, so that it can operate the slave robot arm intuitively and has 

excellent mobility and portability compared to conventional master systems. The master system adopted a Stewart 

platform to minimize the size and weight, and the legs of the Stewart platform are composed of wires to improve the 

operation range of the system. The experimental validation of the developed master system is conducted with a 

commercial IMU,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aster system can perform reliable and 

dexterous teleoperation. 

† Corresponding Author, jbsong@korea.ac.kr 

Ⓒ 2015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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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작장치의 기능을 숙지하기 위한 숙련과정이 

필요하다. 관절형 조작장치는 링크와 관절로 이루

어진 조작장치로, 사용자가 조작장치의 기구부에 

직접 힘을 인가함으로써 발생한 조작장치의 관절 

변위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로봇

을 조작한다.(4) 이러한 관절형 조작장치는 보다 직

관적인 로봇의 조작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의 

관절형 조작장치들은 링크를 바탕으로 기구부가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자유도를 갖는 로봇 팔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링크와 관절이 필요하

기 때문에 조작장치의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휴

대 및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조작장치를 구

성하는 링크 사이의 상호간섭으로 인하여 동작범

위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직관적인 로봇 팔이 조

작이 가능한 동시에 동작범위가 넓고 휴대성이 우

수한 조작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튜어트 플랫폼과 와이어 기반

의 조작장치를 개발하였다. 스튜어트 플랫폼을 기

반으로 기구부를 설계하여 6자유도의 조작이 가능

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조작장치의 부피 및 무

게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와이어를 이용하여 조작

장치를 구성함으로써 조작장치의 조작범위를 극대

화하였다. 따라서 개발된 로봇 팔 조작장치는 직

관적인 로봇 팔의 제어가 가능하며, 이동성과 휴

대성이 우수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개발

된 조작장치를 이용하여 로봇 팔을 원격제어 하는 

원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3장에서는 개발된 조작장

치의 상세 설계에 대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개

발된 조작장치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한다. 마

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2. 조작장치를 이용한  

로봇 팔 원격 제어 

2.1 조작장치의 구성 

개발된 조작장치의 기구학적 구조는 일반적인 

스튜어트 플랫폼과 동일하며,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크게 이동부(moving platform)와 기저부(base 

platform)로 구분되고, 조작장치의 이동부와 기저부

는 6개의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다. 사용자의 이동

부 조작으로 변하는 와이어의 길이 변화의 측정으

로 기저부와 이동부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방위의 

변화를 계산하여 로봇 팔의 제어에 사용한다. 개

발된 조작장치의 사용 시에는 Fig. 1(a)와 같이 이

동부와 기저부가 분리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는 Fig. 1(b)과 같이 이동부와 기저부가 결합되어  

Table 1 Specifications of developed master system 

 Specifications 

DOF 6 DOF 

Weight 1.9 Kg 

Dimension 200 mm x 200 mm x 170 mm 

Operation 

rage 

Trans. Vertical: 300mm, horizon: ± 150 mm 

Rot. Roll, pitch, yaw: ±90o 

Hours of use 4 hours without external power supply 

 

 

(a) (b)

Moving platform

Wire

Base platform

Switch
Coupler 

mechanism

200 mm

Base platform

  

Fig. 1 Master system for tele-operation: (a) master in use, 
and (b) standby mode 

 

조작장치의 이동성 및 휴대성이 극대화된다. 개발

된 원격 조작장치의 주요사양은 Table 1과 같다. 

  

2.2 조작장치의 기구학 

로봇 팔의 제어에 사용되는 이동부의 위치/방위

는 Fig. 2에 나타낸 조작장치의 기구학 모델을 바

탕으로 계산한다. Fig. 2의 ��는 기저부의 중심에 

위치한 좌표계 {A}를 기준으로 측정된 기저부 와

이어 고정점의 위치벡터이고, bi는 이동부 중심에 

위치한 좌표계 {B}를 기준으로 측정된 이동부 와

이어 고정점의 위치벡터이다. ��는 ��에서 ��까지

의 위치벡터이고, ��의 크기는 각 와이어의 길이

와 같다. p는 좌표계 {A}를 기준으로 바라본 좌표

계 {B}의 위치벡터이다.  

이동부의 위치/방위는 Fig. 2에 나타낸 기구학 

모델과 수치해석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5) 이를 위해서 이동부의 위치와 방위에 대

한 정보를 포함하는 벡터 �를 아래와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 � ��, 
, �, �, , ��             (1) 
 

여기서 x, y, z는 {A}를 기준한 이동부의 위치로 

Fig. 2의 P와 같으며, α, β, γ는 이동부의 방위이다. 

X는 다음과 같이 과거의 � 값인 ����에 미소 변화

량 ∆�를 더하여 구할 수 있다   
 � � ���� � ∆�              (2) 
 ∆�를 측정하는 주기가 충분히 짧은 경우에 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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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e platform
ai

qi

p

Wire {B}
bi

Moving platform

 
Fig. 2 Kinematics of Stewart platform 

 

 

로부터 계산된 �가 실제 이동부의 위치/방위와 일

치한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식 (2)

를 이용하여 이동부의 위치/방위를 계산한다.  

식 (2)의 ∆�는 다음과 같은 조작장치의 기구적 

구속조건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 � � � � · �� � ��            (3) 
 

여기서 R은 좌표계 {A}를 기준한 좌표계 {B}의 

회전행렬(rotation matrix)이며, �의 α, β, γ에 의해서 

결정된다. 벡터 bi는 {B}를 기준한 벡터이므로 R

을 통하여 {A}를 기준한 벡터로 변환하였다. 식 

(3)의 ��는 벡터이지만, 실제 측정 가능한 와이어

의 길이는 스칼라이므로, 아래와 같이 와이어 길

이의 제곱을 구한다.  
 ��� · �� � �� � � · �� � ���� · �� � � · �� � ���  (4) 
 

식 (4)의 ��와 ��는 조작장치의 설계단계에서 결정

되는 상수이고, p와 R은 X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

이다. 따라서 식 (4)의 우변을 아래와 같이 X의 함

수 �����로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5) 
 

식 (5)의 �����는 X의 함수이므로 �����를 아래와 

같이 테일러 급수(Taylor series)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6) 
 

여기서 2차 이상의 고차 항들은 ∆�가 매우 작은 

값이라는 가정에 의해서 무시한다. 식 (5)의 �����
를 식 (6)에 대입하여 ∆�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 � $�%& · '              (7) 
 

여기서 $�와 '는 아래와 같다.  
 

          $� � (
��)� !"#�� *��+� !"#�� 

, , ' � -�&� · �& � �&������*�.� · �. � �.������/  (8) 

식 (8)의 ��������와 
��0� !"#�� 는 이미 알고 있는 

값이고, ��� · ��는 조작 장치 와이어의 길이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조작장치를 이용하여 각 

와이어의 길이를 측정하여 ∆�를 계산할 수 있고, 

계산된 ∆�를 식 (2)에 대입하여 �를 계산하면 이

동부의 현재 위치/방위를 계산할 수 있다. 조작장

치를 이용하여 와이어의 길이를 측정하는 원리는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2.3 조작장치를 이용한 로봇 팔 원격제어 

Table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개발된 조작장치

의 이동부는 6자유도의 움직임이 가능하며, 이동

부의 병진 및 회전 운동은 특정 범위로 제한된다. 

반면에, 로봇 팔의 자유도와 작업공간의 크기는 

로봇 팔의 형태와 관절 구조, 링크 길이 등에 따

라 상이하므로, 단순히 로봇 팔의 말단의 위치/방

위가 �를 추종할 경우에 로봇 팔의 직관적인 원

격제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다음 수식과 같이 정의된 �1를 바탕

으로 로봇 팔을 제어한다.  
 �1 � 2�                (9) 
 

여기서 S는 각 원소가 상수인 대각 행렬로 아래와 

같다.  
 

2 � 34& 5 0* 7 *0 5 4.8              (10) 
 

식 (9)을 통해 알 수 있듯이, X의 각 원소가 변

함에 따라 �1의 각 원소가 변화하는 민감도는 S의 

각 원소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S의 각 원소를 

로봇 팔의 작업공간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면, 조작장치 이동부의 동작

범위와 로봇 팔 말단의 동작범위가 상이한 경우에

도 직관적인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로봇 팔의 자

유도가 6자유도 이하인 경우에는 로봇 팔의 말단

이 이동 불가능한 방향에 해당하는 X의 원소 변

화에 대한 �1원소의 민감도가 0이 되도록 S의 각 

원소를 설정한다. 

식 (9)을 통해 계산된 �1를 바탕으로 로봇 팔을 

원격 제어하는 원리를 Fig. 3에 간략히 나타내었다. 

로봇 팔의 제어기는 조작장치로부터 �1를 수신하

며, 이를 바탕으로 로봇 팔의 속도 역기구학 또는 

역기구학 계산을 수행하고, 로봇 팔의 각 관절의 

목표위치 �9 또는 목표속도 �:9를 산출한다. 산출된 �9  또는 �:9를 바탕으로 로봇 팔의 각 관절을 제어

하면 로봇 팔의 말단은 �1를 추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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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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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inciple of tele-operation using developed master 
 
 

 
(a)                      (b) 

Fig. 4 Base platform: (a) inner view, and (b) communication 
between master and robot 

 
 

조작장치는 이동부를 지지하는 별도의 기구부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조작장치를 장시간 사용할 경

우에 사용자의 피로감으로 인하여 조작 정밀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

여 이동부에 스위치를 내장하였다. 사용자가 스위

치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이동부의 위

치/방위를 변경하여도 �와 �1는 변하지 않으며, 

로봇 팔은 현재자세를 유지한다. 또한 식 (9)의 S

를 구성하는 원소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정밀한 

조작이 가능하다.  

3. 조작장치의 설계 

3.1 조작장치의 기저부 설계 

개발된 조작장치를 이용한 로봇 팔의 원격제어

는 �1를 바탕으로 수행되고, �1를 계산하기 위해

서는 조작장치의 와이어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어

야 한다. 따라서 와이어의 길이 측정 및 �1의 산

출이 가능하도록 조작장치의 기저부를 설계하였다. 

조작장치 기저부는 Fig. 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각 6개의 풀리 회전 측정 기구, 와이어 되감김 

기구와 하나의 제어모듈로 구성된다.  

Fig. 5는 조작장치에 구비된 풀리 회전 측정 기

구와 와이어 되감김 기구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기저부 내부의 풀리에 감겨 있는 와이어는 기저부 

상판에 뚫려 있는 직경 1mm의 구멍을 통과하여 

이동부에 고정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동부를 조

작함에 따라 와이어가 당겨지면 풀리에 감겨 있는 

와이어가 풀리면서 풀리가 회전하게 되고, 기저부

와 이동부를 연결하는 와이어의 길이가 변화한다.  

 
(a)                      (b) 

Fig. 5 Wire related mechanism: (a) side view, and (b) top view 
 

사용자가 이동부를 조작함에 따라 변화되는 와

이어의 길이 ;�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9 � ∆;�              (11) 
 

여기서 li,int는 와이어의 초기 길이이고, 조작장치

의 초기상태는 Fig. 1(b)와 같으므로 li,int는 이동부

가 기저부에 결합된 상태에서 i번째 와이어의 길

이이다. 식 (11)의 ∆li는 i번째 와이어의 길이 변화

량이며, ∆li와 풀리의 회전수 사이에는 다음 관계

가 성립한다.  
  

 ∆;� � =>?�               (12) 
 

여기서 d는 풀리의 직경이고, ni는 i번째 풀리의 회

전수이다. 따라서 ni를 측정함으로써 조작장치의 

이동부를 조작함에 따라 변화되는 ;�를 계산할 수 

있다.  

풀리의 회전수 ni는 Fig. 6의 풀리 회전 측정 기구

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이 기구는 엔코더, 베어링, 

와이어 풀리, 회전, 베어링 지지대로 구성된다. 와이

어의 길이가 변화하면 와이어 풀리가 회전하게 되고, 

이 풀리와 회전축이 연결되어 있는 엔코터를 통해 

ni를 측정한다. 엔코더의 해상도는 0.08o/pulse이다. 조

작장치를 이용하여 측정 가능한 ∆�의 해상도는 이

동부의 위치 및 방위에 따라 상이하며, 이동부의 모

든 동작영역에서 보장되는 ∆�의 해상도는 위치 및 

방위에 대하여 각각 2mm, 0.15○이다. 

이동부의 조작 시 와이어에 장력이 인가되지 않

는 경우에는 와이어의 좌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어의 길이 변화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와이어의 좌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개발된 조작장치는 와이어에 지속적으로 장력을 

인가함으로써 와이어의 좌굴을 방지할 수 있는 와

이어 되감김 기구를 구비한다. Fig. 7은 와이어 되

감김 기구의 조립도 및 부품도를 나타낸다. 이 기

구는 베어링, 태엽 스프링, 풀리, 중심축, 중심축 

지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동부의 조작에 따라 

와이어가 당겨지면 와이어가 고정되어 있는 풀리

가 회전하여 태엽 스프링이 압축 되고, 와이어에 

장력을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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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ulley rotation measuring mechanism: (a) assembling 
drawing, and (b) parts for assembly 

 

 

Fig. 7 Wire rewinding mechanism: (a) assembling drawing, 
and (b) parts for assembly 

 

 

Fig. 8 Control module: (a) structure of control module, 
and (b) main controller 

 

와이어 되감김 기구를 구성하는 태엽 스프링의 

강성은 와이어에 좌굴을 방지할 수 있는 장력을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낮게 실험적으로 결정

하였으며, 조작장치 이동부의 모든 동작범위 내에

서 와이어의 장력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느끼는 반

력의 최대값은 0.5N 이다.  

풀리 회전 측정 기구와 와이어 되감김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를 바탕으로 Xc를 계산하기 위

해서 개발된 조작장치에는 DSP 기반의 제어모듈

이 구비되어 있다. Fig. 8(a)는 설계된 제어모듈을 

나타낸 것이며, 제어모듈은 주제어기, 배터리, 충

전모듈로 구성된다. Fig. 8(b)는 제어모듈에 포함되

어 있는 주제어기의 모습을 나타내며, 주제어기의 

주요 부품은 DSP와 블루투스 모듈이다. DSP는 

1ms 주기로 풀리의 회전수 ni로부터 와이어의 길

이 li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1 를 산출한다. 

블루투스 모듈은 DSP에서 산출된 �1를 로봇 팔로 

송신한다.  
 

3.2 조작장치의 이동부 설계 

조작장치의 이동부는 사용자와 물리적인 접촉이 

8
5
 m
m

 

Fig. 9 Moving platform: (a) parts for assembly, and (b) 
controller 

 

 
일어나는 부분이므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

계되었다. 이동부의 높이는 85mm, 길이는 104mm, 폭

은 96mm이고, 무게는 180g이다. 

Fig. 9(a)와 (b)는 각각 조작장치 이동부의 분해

도와 조립도이며, 이동부에는 AVR 기반의 제어기, 

진동모터, 배터리 등이 내장되어 있고, 이동부의 

제어기에는 기저부와 별도로 로봇 팔과의 통신을 

수행하기 위하여 블루투스 모듈이 내장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개발된 조작장치는 로봇 팔의 말단이 

작업공간을 벗어나거나 특이점에 근접한 경우에 

이러한 상황의 발생 유무를 진동의 형태로 사용자

에게 전달할 수 있다. 

4. 조작장치의 성능 검증 

조작장치 기구부의 슬립(slip) 현상, 수치 해석적

인 오차 등으로 인하여 조작장치를 이용하여 계산

된 이동부의 위치/방위 와 실제 이동부의 위치/방

위 사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조작장

치를 이용하여 이동부위 방위를 측정하는 과정에

서 이동부의 방위가 크게 변할 때에도 와이어의 

길이 변화는 미미한 경우가 있으므로 상당한 오차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작장치의 성

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

에서는 개발된 조작장치로부터 계산된 이동부의 

방위와 3축 IMU를 사용하여 측정한 이동부의 방

위를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조작장치의 성능

을 검증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IMU의 측정오차는 

동적인 상황에서 ±2○ 이내이며, 해상도는 0.1○이다. 

Fig. 10(a)와 같이 IMU를 조작장치의 이동부에 고

정시키고, Fig. 10(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작장치

의 이동부를 roll, pitch, yaw 축에 대하여 각각 회

전시키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동부의 다양한 위

치에 조작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동부의 상대

적인 높이를 Fig. 10의 (c), (d)과 같이 변경하며 실

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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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xperimental conditions: (a) IMU embedded in 

moving platform, (b) roll, pitch, and yaw motion, 
(c) low position of moving platform, and (d) 
high position of moving platform 

 

 
Fig. 11 Experimental results: (a) roll, (b) pitch, and (c) 

yaw motion 
 

Figure 11는 Fig. 10에 나타낸 실험의 결과를 나

타낸다. Fig. 11의 (a), (b), (c)는 각각 roll, pitch, yaw 

방향에 대한 실험결과이며, 그래프의 실선은 개발

된 조작`장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이동부의 방위이

고, 점선은 IMU를 이용하여 측정한 이동부의 방

위이다. Fig. 11의 그래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

이, 개발된 조작장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방위와 

IMU를 통하여 측정한 이동부의 방위는 거의 일치

하며, 두 방위 사이의 오차는 모든 방향에 대하여 

최대 2%이내이다. 따라서 개발된 조작장치를 통

해 계산한 이동부의 방위를 신뢰할 수 있으며, 개

발된 조작장치를 이용하여 로봇 팔의 방위를 충분

히 정밀하게 조작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직관적인 로봇 팔의 제어가 가능

하며, 이동성과 휴대성이 우수한 원격 조작장치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조작장치는 스튜어트 플랫폼

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6자유도의 조작이 가능하며, 

동시에 조작장치의 부피 및 무게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와이어를 이용하여 기구부를 구성함으로써 

조작 범위를 극대화하였다. 원격 조작장치의 성능

을 검증하기 위하여 원격 조작장치로부터 계산한 

이동부의 방위와 IMU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이

동부의 방위를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

험을 통하여 개발된 원격 조작장치를 정밀한 로봇 

팔의 조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개발된 

로봇 팔 조작장치는 전장과 같은 야외 환경에서 

로봇 팔을 조작하기에 적합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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