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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들은 진화를 거듭하여 이

젠 로봇에 이르게 되었다. 화로의 숯을 집던 핀셋 

형태의 집게로부터 대장간에서 뜨거운 쇠를 단단

히 집을 수 있는 집개로 발전되었다. 또한 집게의 

단순한 집기 기능에서 점차 원거리의 물체를 조작

하기 위한 원격조작기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특히 

방사능의 위험이 알려지면서, 납으로 밀폐된 공간

에 있는 핵물질을 밖에서 조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격 기능이 추가되었다. 이 당시에는 거울이나 

납유리창을 통해 벽 너머에서의 방사능 물질 작업 

상태를 보면서 조작하는 조작기가 사용되었다1, 

2. 그 이후  안전한 공간에서 운용자가 조작하는 

지령부 조작기의 동작을 위험공간에 있는 동작부 

조작기가 재현하는 마스터-슬레이브 조작기로 발

전되었다. 이 조작기의 동력 연결은 초기에는 케이

블을 이용하여 전달했으나, 전기모터와 제어기술

의 발달로 신호의 연결을 통해 각 조작기의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었다3.

본 연구에서는 원거리의 물체를 집고, 두 방향으

로 회전시킬 수 있으며, 그립퍼로 물체를 집을 수 

있는 조작기에 지령부와 동작부의 거리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유도를 추가한 원격조작기를 제안하였

다4. 이 원격조작기는 케이블로 구동되며, 동작부

에 가해지는 힘과 토오크를 지령부를 움직이는 

운용자가 느낄 수 있는 힘반영 기능을 갖는다. 
.

2. 원격조작기 구조

Fig. 1은 길이 고정형 마스터-슬레이브 조작기

로, 우측의 조작기는 운용자가 조작하는 지령부이

며, 좌측은 조작자의 운용에 따라 실제 물체를 집고 

회전시키는 동작부이다. 지령부와 동작부는 동일

하게 제작되었다. 두 조작기는 Fig. 2와 같이 3-자유

도 운동을 할 수 있다. 

Fig. 1 Master-Slave manipulator

Fig. 2 Motion of master-slave manipulator

우측의 지령부에서 우측의 베벨기어와 그립퍼

는 한 몸체이며, 은 그립퍼의 피치 운동을 나타

낸다. 이 피치운동에서 상하의 베벨기어는 같은 

방향으로 동일한 각도만큼 회전한다. 그립퍼가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롤운동 은 상하의 

베벨기어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동일한 각도로 회

전하게 된다. 따라서 상부의 베벨기어, 하부의 

베벨기어의 회전각을 각각  라 하면, 다

음 관계가 성립된다.

   
    

(1)

지령부와 동작부의 동력전달은 Fig. 2에서와 같

이 풀리와 케이블로 연결된다. 동작부는 그립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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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지령부와 동일하게 제작된다. 두 조작

기에 사용되는 동력전달용 풀리의 직경이 동일하

므로, 지령부와 동작부의 마주하는 베벨기어 회전

각은 동일하다. 즉    ,   . 따라

서 (1)의 지령부운동에 따라 슬레이브 조작기의 

운동은

  
  

(2)

이므로 동작부는 지령부의 운동을 모사하게 된다. 

또한 지령부 그립퍼 운동에 따라 동작부 그립퍼가 

동작하게 된다. 두 조작기 동력은 케이블에 의해 

전달되므로, 동작부에 작용하는 3-방향 힘은 모두 

조작자의 손에 전달되는 힘반영이 이루어진다.

Fig. 3 Length adjustable master-slave manipulator

Fig. 1의 조작기는 지령부와 동작부 사이의 길이

가 고정된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령부와 동작

부의 동력 전달 및 힘반영 기능이 유지되면서도 

두 부분 사이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작기를 

제안한다. Fig. 3는 제안하는 조작기의 평면도로 

지령부와 조작기 부분을 제외한 몸체부분을 나타

낸다. 좌측과 우측 끝 부분의 풀리는 베벨기어에 

연결된 풀리이다. 몸체는 Member A, Member B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동력전달 케이블은 한 쌍의 

움직풀리를 이용하여 연결한다. 가장 윗부분 그림

은 몸체의 길이가 가장 짧은 경우, 중간 그림은 

가장 긴 경우 Member A, B와 움직풀리의 위치를 

보인다. 이 경우의 그림에서 는 움직풀리 사이의 

거리이고, 은 여유공간이다. 따라서 Member B

의 최대 이동거리는    이다. 
Fig. 3의 가장 아래 그림에서 우측과 좌측의 움직

풀리의 이동거리를 각각  ,  , Member B의 이동

거리를 라면 

    

 (3)

이므로, 케이블은 Member B의 움직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길이와 장력을 유지하며 움직이며, 따라서 

몸체의 길이 변화에 관계없이 지령부와 동작부 

사이의 동력을 전달할 수 있다. 
Fig. 4는 앞에서와 같이 그립퍼 사이의 동력전달

을 위한 케이블 연결구조로, 이 역시 길이변화에 

관계없이 힘을 전달할 수 있다.

Fig. 4 Length adjustable master-slave manipulator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길이 가변형 3-자유도 원격 조작

기를 제안하였다. 이 조작기는 기존의 길이 고정형 

원격 조작기의 동력전달 및 힘반영 기능을 유지할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지령부와 동작부 사이의 

길이를 조정하는 자유도를 추가함으로써, 기존 조

작기로는 구현하지 못하는 조작기능을 수월하게 

구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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