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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로봇 원격조종 방법은 작업의 형태에 따라 오퍼

레이터와 로봇의 대응비가 1:1, N:1, 1:N, 그리고 

N:N의 형태로 구성된다[1]. 최근 대두되고 있는 

N:N 제어 방식은 오퍼레이터들이 여러 대의 로봇, 

또는 로봇의 각 기능을  분담하며 협업하는 제어 

구조를 가진다. 이 기술은 드릴쉽에 적용시킬 로봇

을 위해 개발되고 있으며, N대 N 대응 원격조종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기 위해 멀티유저․로봇을 위

한 자동튜닝 기술, 원격지 환경의 멀티모달 피드백 

기술, 오퍼레이터 동작 의도 파악을 통해 자율동

작․원격조작 간 전환이 가능한 스위칭 기술, 멀티

유저․로봇을 위한 상호작용기술, Hand-eye 

Coordination 매칭을 위한 마스터 입력 모방 기술, 

로봇 위치․힘 협력제어 기술, 그리고 작업자 임피

던스 매칭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영상, 음향, 촉감을 이용하여 N:N 

원격조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오퍼레이터의 

마스터 제어 인터페이스 개발에 관하여 기술한다.

 
2. N:N 원격조종 시스템 필요 기술

N:N 원격조종을 위해서는 N:N 대응 원격조종용 

서비스 엔진, N:N 원격 조종용 마스터 인터페이스, 

그리고 원격 작업용 슬레이브 로봇 시스템이 필요

하다. N:N 대응 원격조종용 서비스엔진은 협업 

조종운용 시스템으로서 마스터 인터페이스 기술

과 슬레이브 시스템 기술, 그리고 시스템 통합기술

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통신 시간 지연을 보상할 

수 있는 기술, 여러 명의 작업자가 여러 대의 로봇

을 협업·협조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원격지 

물리적 작업 환경 고려 및 작업 지향적인 운용이 

가능한 서비스엔진 기술이 포함된다. N:N 원격 

조종을 위해서는 오퍼레이터가 원격지 작업 환경 

현실감을 느끼면서 원격 로봇을 조종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술이 필요하다. 이 기술에는 멀티 

오퍼레이터가 여러 대의 로봇을 협업 조종하기 

위한 다자간 인터페이스 기술, 자율 동작과 원격조

작 간 전환 기술, 그리고 햅틱 인터페이스 기술 

등이 포함된다. 원격 작업용 슬레이브 로봇 시스템

은 N:N 원격조종 시스템에 필요한 원격작업용 슬레

이브 시스템 구현 및 이의 적용 대상으로써 원격지

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다양한 감시․유지․보수 작업

을 수행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3. N:N 원격조종 인터페이스 구성

Fig. 1 Diagram of N:N Tele-operating System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N:N 제어 방식은 멀티 

마스터 제어기, 멀티 슬레이브 로봇, 그리고 마스

터 제어기와 슬레이브 로봇 중간에 슬레이브 로봇

의 제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MC(Master 

Coordinator)와 SC(Slave Coordinator)로 구성

되어있다. MC는 마스터 제어기와 슬레이브 로봇들

의 제어 매칭을 위한 스위칭과 운동량의 스케일링, 

그리고 시나리오 기반 작업 수행 알고리즘 등을 

포함한다. SC는 오퍼레이터의 조종 성향에 따라 

작업 명령에 대한 자동 튜닝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289



한국정밀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슬레이브 로봇의 제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슬레이브 로봇에게 필요한 자율 작업 기능

들을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제공한다.

본 모델에서 제어를 위한 데이터 전송은 OPRoS의 

RVAP(UDP)를 사용하고 있다. 슬레이브 로봇 제어 

명령은 다양한 주기(2ms, 4ms, 20ms, 100ms)로 

전송만 수행하며, 스위칭 명령과 같이 시스템 간 

상호 약속이 필요한 명령어들은 전송 데이터에 

대한 수신을 확인한다.

4. 마스터 제어기 인터페이스 구성

마스터측 제어 장치는 슬레이브 로봇 매니퓰레

이터 제어용 햅틱 마스터제어기(Phantom 1.5 HF 

6DOF/Phantom Omni), 슬레이브 로봇의 모바일 장

비·그리퍼·카메라 팬-틸트 제어를 위한 햅틱 

조이스틱(Flight System G940), 그리고 제어 스위

칭을 위한 버튼과 페달로 구성되어 있다.

마스터제어기는 힘반영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

는데, 슬레이브 로봇 매니퓰레이터의 힘반영 모듈

과의 관계에서 시간지연에 따른 바이브레이션과 

같은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TDPA 알고리즘

을 탑재하고 있다. 이 알고리즘은 마스터제어기의 

이동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 전송 시간지연

에 따른 힘 에너지의 증가량을 일정하게 가감해주

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높여준다. 슬레이브 로봇 

매니퓰레이터에 대한 힘반영 제어는 2ms 주기의 

통신으로 수행하며, 슬레이브 로봇의 매니퓰레이

터 모션 제어를 위한 명령은 4ms 주기로 수행된다. 

조이스틱은 슬레이브 로봇의 모바일 장비·그리

퍼·카메라 팬-틸트 제어를 20ms 주기로 수행하는

데, 조이스틱 메인 핸들은 슬레이브 로봇이 장착된 

모바일 장치에 부착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충돌 

가능성 데이터를 햅틱으로 반영 받아 충돌회피를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버튼과 페달은 제어 대상 

변경과 카메라 영상 디스플레이 변경과 같은 스위

칭 작동에 활용되며, 100ms 주기로 상태 변경을 

체크한다. 이 100ms 주기의 인터럽트에서는 RVAP 

연결 확인 및 재연결과 마스터 코디네이터로부터 

전송 받는 데이터의 화면 디스플레이 처리를 수행

한다.

마스터 인터페이스에서는 통신 지연 발생과 전

송데이터 손실을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탑재

하여 실험을 수행할 때와 유사한 시간지연과 전송 

데이터 손실 환경을 임의로 제공할 수 있다.

Fig. 2 GUI for Master Interface

5. 결론

멀티 오퍼레이터와 멀티 로봇이 서로 협업하는 

햅틱 기반의 원격 조종 시스템은 구현 구조와 적용

알고리즘에 따라 원격 작업의 효율성에 있어 상이

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구조와 알고리즘들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작업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복잡한 원격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알고리즘들을 지속적으

로 탑재하면서 극한환경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시스

템으로 개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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