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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원격작업자 지원을 위한 Visual Support Module 개발 및 적용”

Ⅱ. 연구배경 및 목적

 원격조작 로봇 시스템에서는 조작자가 원거리 혹은 직접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없는 작업상황을 원격 전시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판단하고, 이

에 따라 마스터 입력 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작업장의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

를 구동하고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원격작업은 인간이 

직접 접근하기 힘든 원자력 발전소, 해저 ,우주등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로

봇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하여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 제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에 대한 실증시

설의 각 관리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들을 테스트 중이며 계속적으로 개

발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장비 및 시설에 대한 3차원 그래픽 모

델링 및 그래픽 원격 지원 도구는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수행을 도

와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작업에서의 효율적인 작업수행을 위하여 실작업에 

대한 3차원 가상환경과 연계한 원격 작업자 지원을 위한 3차원 가상 환경시

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시각적 지원 모듈(Visual Support Module)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우선 폐쇄된 작업에 영역에 대한 

작업환경을 실험용 로봇 조작기를 이용하여 구축하고 원격작업 모의실험을 

통해 실제와 같은 환경을 설정하였으며 3D MA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

원 가상환경을 실제 환경과 똑같이 설계구성 하였다. 3차원 가상환경은 단순 

시뮬레이션이 아닌 작업에 따른 로봇 조작기의 변화 상황을 실시간으로 동

기화 시켜 실제 상황과 같은 모습을 파악함으로써 카메라 영상에서 확인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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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정확한 로봇 팔의 회전정보나 작업 툴의 위치, 거리 정보를 정확하

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를 가능하게 하기위해 작업 그래픽 

툴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격작업지원을 모듈을 개발하여 적용하였

다. 지원모듈은 그래픽연계뿐만이 아닌 실제 작업 로봇에 대한 제어나 정보

를 알고 있어야 그래픽 툴과 현재 작업상황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 개발한 작업자 지원 모듈은 그래픽 툴과 실제 원격 로봇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구축된 실험 환경과 3D 가상 환경 그리고 개발된 

원격지원모듈을 통합하고 이를 실제 실험에 적용하여 현재 작업하고 있는 

모니터 영상만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래픽 툴과 이를 지원하는 모듈을 적용

했을때의 작업효율성과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Ⅲ. 연구개발 내용

1. SCORBOT 조작기의 작업환경 구축

2. 카메라 기반 원격 작업 환경 구축

3. 3차원 가상 환경 구축

4. Visual Support Module 개발

- TCP 모듈 개발

- 조인트 모듈 개발

- SCORBOT 터미널 모듈 개발

- 원격 조작 인터페이스 모듈 개발

- 카메라 영상 모듈 개발

5. 개발 모듈 시스템 통합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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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 결과 및 적용 실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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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구축된 그래픽 가상환경과 개발된 작업자 지원 모듈의 효율성 

검증을 위해 원격 로봇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그래픽 가상환경과 연동 및 

개발된 VSM 모듈을 적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실험은 1차 작업로봇을 직접 

보면서 조작기를 익히고 로봇의 작업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실험 단계를 

거치고 2차 로봇의 작업상황을 가리고 카메라로부터 영상정보만을 보면서 

실제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3차실험으로 그래픽환경만을 가지고 

동일한 실험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역시 로봇작업상황은 가리고 영상과 구

축된 그래픽환경과 VSM모듈을 적용시킨 작업을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적용실험에서 실험 대상자들의 작업결과는 

전체적으로 연습실험을 제외한 3가지 방식의 실험에서 개별적으로는 실험방

식에 따라 작업시간이 서로 다르게 보여 지고 있어 개인적인 인지능력, 조작

능력에 따라 작업 시간면에서는 선호하는 작업방식이 나타나고 있으나 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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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에 대한 작업 성공개수는 그래픽 원격 지원모듈을 적용한 방식에서 대

부분의 실험자들이 많은 수의 물체를 원통에 정확하게 삽입하는 것을 보였

다. 적용실험별 실험자들의 작업성공률을 보면 영상만을 보는 것 보다 그래

픽 시뮬레이션이 있으면 좀더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어 3차원 그래픽 가상환

경이 좀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원격작업자에게 정확한 작업을 수

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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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사용 후 핵연료의 취급 작업과 같은 과정은 핫셀 이라는 폐쇄된 특수한 환

경에서 모든 작업을 수행하며 인간이 직접 접근하기 힘든 공간이므로 원격

작업에 의한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에서의 원격조작 

로봇 시스템에서는 조작자가 원거리 혹은 직접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작업상황을 원격 전시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판단하고, 이에 따라 마

스터 입력 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작업장의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를 구동하

고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1-2]. 특히 이러한 원격작업은 인간이 직

접 접근하기 힘든 원자력 발전소, 해저 ,우주등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로봇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하여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 제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

 이러한 원격 작업은 작업환경의 특성상, 작업공정에서 동작하는 기기들의 

무결성 및 작업공정의 타당성을 실제 시설을 제작하기에 앞서 시험하여 최

대한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실제 시설의 모형을 좀 더 작게 축소시킨 실

증 시설 (Mockup facility)을 제작하여 실제 시설이나 공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증 시설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역시 대규모 시설의 구축으로 인한 막대한 시간과 경비가 필요하

게 되며 사전에 작업공정과 각 장치의 공학적 분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

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 더 보완시키기 위해 근래에는 가상 실증 (Virtual 

Mockup)을 이용하여 미리 실물을 만들어 보기 이전에 최대한 나타날 수 있

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방식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 가상 실증이란 

컴퓨터 안에서 실제 시설의 구조 및 외형뿐만 아니라 각 기기의 동작특성 

및 대규모의 공정처리 전 과정을 모사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실증시설제작 

이전의 직접 손으로 진행하던 개발과정을 전산화하여 좀 더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상의 모델을 가지고 실제 환경과 똑같은 

가상환경 (Virtual Environment)을 구축하여 이를 시뮬레이션 할 경우, 실제 

모형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사전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이 용이해 진다. 현재 산업계에서도 이러한 가상현실 (Vir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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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ty) 기법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응용하기 위한 연구도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4-5]. 

 현재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에 대한 실증시

설의 각 관리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들을 테스트 중이며 계속적으로 개

발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장비 및 시설에 대한 3차원 그래픽 모

델링은 실제 목업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험가동 등의 실제적 검증을 

컴퓨터 안에서 좀 더 안전하고 종합적인 공학적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자료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효율적인 원격작업을 위해서는 조작자가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원격존재감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각, 힘, 촉각, 소리 

등 다양한 센서 정보의 궤환이 시도되고 있다. 이중에서 시각 정보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써 원격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보다 나은 실시간 전송이 요

구되며, 원격 조작자에게 3차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다 실제적인 느낌이 

들도록 해야 한다.[6]

원격 작업자를 위한 Visual Support Module 개발 및 적용

VSM(Visual Support Module) 개발

3D 가상 환경 구축

원격 작업 모의 실험

핫셀, 공정장치에 개발모듈 통합

실조작 원격작업 검증 실험

원격 작업자를 위한 Visual Support Module 개발 및 적용

VSM(Visual Support Module) 개발

3D 가상 환경 구축

원격 작업 모의 실험

핫셀, 공정장치에 개발모듈 통합

실조작 원격작업 검증 실험

그림 1. Visual Support Module 개발 개요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작업에서의 효율적인 작업수행을 위하여 실 작업에 

대한 3차원 가상환경과 연계한 원격 작업자 지원을 위한 3차원 가상 환경시

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시각적 지원 모듈(Visual Support Modul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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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우선 폐쇄된 작업에 영역에 대한 

작업환경을 실험용 로봇 조작기를 이용하여 구축하고 원격작업 모의실험을 

통해 실제와 같은 환경을 설정하였다. 원격 작업자 지원을 위한 작업환경은 

5축 SCORBOT-ER Ⅶ을 이용하여 실제 원격작업과 같은 환경을 구축하고 

실조작기 원격작업을 위하여 3D MA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가상환경

을 실제 환경과 똑같이 설계구성 하였다. 구축된 실제 환경에는 3대의 영상 

카메라를 매니퓰레이터의 전면과 옆면 그리고 상부에 설치하여 카메라 영상

을 전송받아 로봇 조작기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7]. 실제 

작업에서도 닫혀진 공간에서의 원격 로봇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도구는 

카메라 영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영상정보만으로는 로봇의 정

확한 위치나 거리정보를 획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영상만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매우 신중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환경에서도 1차적으로는 카메라 영상만을 이용한 모의실험을 통하여 로봇 

각 팔(arm)의 제어나 그리퍼(Gripper)를 이용한 세밀한 작업상황을 정확하

게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이를 보강하기 위해  

3차원 그래픽 도구를 이용하여 실제 작업 상황과 똑같은 가상환경을 구축하

고 이를 작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차원 가상환경은 실제 작업 상황과 똑같이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순히 보여 지는 것이 아닌 작업에 따른 로봇 조작기의 변화 상황을 실시간

으로 동기화 시켜 단순 시뮬레이션이 아니 실제 상황과 같은 모습을 파악함

으로써 카메라 영상에서 확인 할 수 없는 정확한 로봇 팔의 회전정보나 작

업 툴의 위치, 거리 정보를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가능하게 하기위해 작업 그래픽 툴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격작업지

원을 모듈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8]. 원격지원모듈은 PC Windows 기반의 

WinAPI 함수를 이용하여 전체 모듈 프레임을 구성하고 그래픽툴에서 제공

되는 연계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제작된 3차원 로봇 조작기에 대해서 로봇

팔의 각 조인트 제어 및 정보 획득, TCP(Tool Center Point)에 대한 실시

간 방향, 각도 그리고 작업대상 타겟에 대한 거리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화

면 정보로 보여줌으로써 작업자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지원모듈은 그래픽연계뿐만이 아닌 실제 작업 로봇에 대한 제어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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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알고 있어야 그래픽 툴과 현재 작업상황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작업자 지원 모듈은 그래픽 툴과 실제 원격 로봇을 통합하

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이 둘을 동기화 시킴 으로써 직접 볼 수 없는 작

업상태를 가상환경 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로봇 조작기를 쉽

게 제어할 수 있는 마스터/슬레이브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실제 로봇 조작

기에 연결하여 사용을 하게 하였으며 이는 그래픽툴과도 연결되어 통합적인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였다. 카메라 영상의 경우 1차 모의실험에서는 3대의 

카메라 영상을 모니터를 이용하여 확인하며 작업하였지만 지원모듈에서 작

업장에서 보내지는 영상과 그래픽영상을 보여 지는 각도를 일치시켜 동기화 

시켜줌으로써 좀더 모니터 영상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보다 편리하

고 정확히 그리고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비교화면을 구성하였다.  

구축된 실험 환경과 3D 가상 환경 그리고 개발된 원격지원모듈을 통합하고 

이를 실제 실험에 적용하여 현재 작업하고 있는 모니터 영상만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래픽 툴과 이를 지원하는 모듈을 적용 했을 때의 작업효율성과 정

확성을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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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및 현황

 국내인 경우 고등기술연구원 생산시스템팀은 현재 대우자동차와 자동차 제

조준비 과정의 가상생산 적용을 목표로 '3차원 CAD 모델을 이용한 가상 

Plant 설계 및 운영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화 하고 

있는 기업 환경의 변화 에 대응하여 가상생산의 개념을 분산 생산 환경에 

확대 적용하는 목적으로 '분산생산시스템의 인터넷기반 신속구축 및 최적 운

영 기술'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대우자동차 가상생산 과제는 주요한 자동차 

생산 공정인 프레스, 차체, 도장, 조립 공장을 대상으로 가상플랜트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생산준비의 각 부문에서 사전 검증을 통한 오류 방지, 의사결

정의 최적화, 각종 데이터의 관리 및 실제 생산 설비와의 연계를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제조준비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고 신차개발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생산경쟁력 강화를 지

원하게 된다. 국외에서는 가상생산이 자동차 회사를 중심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는 가상생산의 현업 적용이 아직까지는 많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제조 시스템을 위한 Virtual Reality 

Visualization을 활발히 연구하고 현업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NIST에서는 Visualization and Virtual Reality for Manufacturing  

project를 수행하고 있으며, 진보한 제조업을 지원하는 Tools들과 기술들 의 

범위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GM, Ford, Daimler Chrysler 3사가 차세대 기술로서 가상생산 기술과 그 

기반이 되는 DMU(Digital Mock-Up) 기술을 활발하게 개발, 적용하고 있으

며 Daimler Chrysler의 경우 가상 엔지니어링 기술을 활발히 적용하여, 이

미 1998년에 다수의 차종에 대하여 컴퓨터상에서 설계하고, 시험하고, 제조

를 준비하고, 제작을 완전하게 수행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현재 미국의 자동

차 회사들은 가상생산의 준비가 되는 DMU 구성단계를 완료하고, 이를 기반

으로 비용 절감, 공정 개선, 고부가가치 창출, 개발 및 제작기간 단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상생산 기술 적용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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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가상생산 적용 사례

 일본과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도 DMU의 구성과 표준화를 통한 공유, 

Digital 정보를 이용한 가상생산의 적용을 통한 신차 개발 기간 및 비용 절

감을 추진하고 있다. TOYOTA의 V-COMM(Visual and Virtual 

Communication), CASE(Computer Aided Simultaneous Engineering) 프

로젝트 등이 있다.

그림 3. TOYOTA의 가상생산 적용 사례

 공정단위별 주요 기술(技術)내용 및 그 기술수준은 다음과 같다.

- 그래픽 모델링 : 국내 기술과 국외 기술의 수준차가 거의 없음

- Off-line 전산 모사 : 국내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음

- 장치 운전 정보 그래픽 재현 기술 : 국내 기술 수준은 국외 기술에 비하

여 매우 낮으며, 국외 기술도 높은 수준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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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기반의 장비 정보 교환 기술 : 국내와 국외 모두 낮은 기술 수준임

- 운전 상태 모니터링 기술 : 국내 기술은 매우 낮으며, 국외 기술도 높은 

수준이 아님

 가) 외국의 경우

- 그래픽 모델링 : 높은 수준의 국외 기술 보유

- Off-line 전산 모사 :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음

- 장치 운전 정보 그래픽 재현 기술 : 국외 기술은 높은 수준은 아님

- 그래픽 기반의 장비 정보 교환 기술 : 국외는 낮은 기술 수준임

- 운전 상태 모니터링 기술 : 국외 기술도 높은 수준이 아님

 나) 국내의 경우

- 그래픽 모델링 : 국내 기술은 낮은 수준임

- Off-line 전산 모사 : 국내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음

- 장치 운전 정보 그래픽 재현 기술 : 국내 기술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임

- 그래픽 기반의 장비 정보 교환 기술 : 국내는 낮은 기술 수준임

- 운전 상태 모니터링 기술 : 국내 기술은 매우 낮은 수준임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는 주로 off-line으로 전산 모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실

제작업이 이루지는 장치에는 적용이 난이하고, 그래픽의 동적 효과를 거의 

고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효과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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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1. 원격작업자 지원을 위한 3차원 가상 환경 구축

1-1. SCORBOT 조작기

 본 연구에 사용된 로봇 매니퓰레이터는 그림4에 나타난 것과 같은 베이스

(base)와 메인바디(body), Uppper Arm, Forearm 그리고 플랜지(flange)로 

구성된 5축 SCORBOT-ER Ⅶ이다. 각 축은 컨트롤러를 통하여 DC 서보 모

터의 회전을 하모닉 드라이브로 감속하여 구동하고, 내부적으로 PID 알고리

즘을 통해 경로(위치)와 속도를 제어한다. SCORBOT은 컴퓨터와 RS-232C 

직렬통신에 의해 열결되는 조인트 컨트롤러를 통해 제어된다. 컨트롤러 내부 

프로세서는 매 10ms마다 필요한 위치와 속도를 계산하며, DAC(Digital to 

Analog Converter)유닛을 통해 이 값에 비례하는 아날로그 값을 출력한다. 

아날로그 유닛에서는 20kHz의 삼각파 신호를 이용한 펄스폭변조

(PWM:pulse width modulation)방식을 이용해 로봇의 각 조인트 모터를 구

동한다. 프로세서는 모터에 부착된 인코더 값을 읽어 위치와 속도를 계산하

고 오차 보정을 하게 된다.

그림 4. SCORBOT Arm 링크와 조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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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RBOT 각 축의 움직임 범위는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이스 최

대 회전 반경이 851mm이며 상하움직임에 대한 범위는 그림5의 우축과 같

이 위아래로 1570mm범위에서 동작할 수 있다. 각축의 각도 범위는 베이스

축은 표준 250도범위에서 동작하며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310도범위까지 가

능하다. 2축(shoulder)은 170도 범위로 동작하고, 3축(elbow)은 225도 범위

이다. 플랜지의 4축과 5축은 각각 180도와 360도 범위에서 작업을 수행한

다. 초기 위치는 내부 HOME 포지션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모든 팔이 상부를 

향하여 수직으로 서있는 자세이다.  

그림 5. SCORBOT 조작 범위

 각 축은 일정한 각도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제한된 동작범위내의 모터 인

코더 값으로 제어를 하며 그림 6에 보이는 콘트롤러에 의해 제어 및 현재 

인코더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그림 6. SCORBOT 콘트롤러



- 10 -

 SCORBOT 조작기의 콘트롤러는 실시간, 멀티 태스킹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11개의 모터 축을 제어할 수 있으며 PC와 RS-232C통신을 통하여 PC

에서도 로봇을 조작, 제어 할 수 있다. 콘트롤러 내부에는 4개의 모터 드라

이브 카드를 내장하고 있으며 이 4개의 카드는 각 로봇축과 그리퍼를 제어

한다. 로봇의 이동의 위치제어를 위해 로봇 이동 경로의 동역학적 계산 모듈

을 내장하고 있어 로봇 끝단의 위치에 따른 각 축의 회전 정보의 역계산을 

자체 수행할 수 있다. 콘트롤러 내장 언어로 ACL(Advanced Control 

Language)을 가지고 있어 NC머신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로봇제어 및 

자동 운행이 가능하다. 이 ACL은 콘트롤러 내부 EPROM에서 저장되며 처

리된다. 콘트롤러 외부에는 외부 인터페이스를 위한 16개의 입출력 단자가 

있으며 조인트 좌표와 XYZ좌표 두 가지 모드로 동작할 수 있다. 

그림 7. SCORBOT 콘트롤러 개요도

 그림 8은 SCORBOT을 이용한 전체 작업 개요로 콘트롤러와 운영에 사용

할 PC를 서로 연결하고 로봇의 작업범위에 맞은 영역에 설치후 콘트롤러와 

로봇을 연결해 PC내지 콘트롤러와 연결되는 조작패널(teach pendant)을 이

용하여 SCORBOT을 조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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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CORBOT 작업 개요도

 SCORBOT은 목표 물체를 집고 옮기는 작업등을 수행하기 위해 6축으로써 

그리퍼를 장착할 수 있는데 유압식과 전자식의 2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

다. 본 연구개발의 실험에 사용된 그리퍼는 전자식 그리퍼로 그림 9에 보이

는 것과 같은 모양의 DC모터를 이용하여 양쪽 핑거(Finger)를 동작시키는 

방식이다. 그리퍼 핑거(Finger)의 안쪽에는 고무 패드가 장착되어 있어 물체

를 집을 때 물체에 손상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며 미소충격을 줄여준다.   

그림 9. SCORBOT Gri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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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RBOT 조작은 PC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림 10에 보여지는 것과 같

은 조작패널(teach pendant)을 이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작패널은 콘

트롤러 뒷면의 케이블 커넥터에 연결되며 30개의 키(key)와 명령에 대한 디

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각축에 대한 움직임을 별도로 조작하는 

조인트 모드와 플랜지 끝단을 기준으로 3축방향 움짐임에 따라 각축을 자동 

계산 처리하는 XYZ모드로 동작할 수 있으며 간단한 동작을 수동으로 움직

이면서 현재 동작을 저장하고 재반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적인 기능도 내장

하고 있다.  

그림 10. SCORBOT 조작 패널

 SCORBOT의 좌표는 그림 11에 보여 지는 것과 같이 전면이 +X방향이며 

상부가 +Z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 좌표계는 작업 시 움직임 방향을 설정

할 때 매우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그래픽 툴과 원격지원모듈의 동기

화를 할 때에도 동일한 좌표계에서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일치시켜야 함으

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3차원 가상환경 구축 시 에도 아래와 같은 좌표계

를 따라서 바닥면을 XY축으로 놓고 상부를 Z축으로 하여 각 축과 전체 로

봇 구성에 대한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마스터/슬레이브 인터페이스 제

작에서도 SCORBOT 실 좌표와 같은 좌표계에 따라 동작하도록 설계, 제작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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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SCORBOT 좌표계

그림 1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SCORBOT-ER Ⅶ 세부 사양표이다.

그림 12. SCORBOT 사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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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카메라 기반 원격 작업 환경 구축

 실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작업 및 모의실험을 위해 SCORBOT

에 대한 작업 환경을 그림 13과 같이 구성하였다. 로봇 조작기의 최대 반경

을 고려하여 작업 범위를 설정하고 SCORBOT 좌표와 같은 좌표계를 따라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였으며 로봇이 움직인 위치에 대한 실제 정보를 얻고 

3D 가상환경과의 오차를 분석하기위해 로봇을 중심으로 베이스면 바닥에 

50cm 간격으로 원형테두리를 그려 넣었다. 그림 13에서 보이는 흰색 라인

은 XY축을 표시하며 중심에 보이는 삼각형 꼭지점 방향이 초기 전면부 방향

이다. 조작 실험을 위해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이 4개의 얇은 원통형 물체를 

전면 30도 각도에 검정색 2개를 앞면에 흰색 2개를 뒷면에 각각배치 하였으

며 물체를 집어넣을 원통을 그 반대방향 30도 위치에 배치시켰다. 물체의 

배치 거리는 그리퍼을 조작하여 물체를 집을 수 있는 영역 범위내에서 최대, 

최소 값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그림에서 SCORBOT의 자세는 초기 HOME 

포지션에서 베이스 축이 30도 회전한 모습니다.

그림 13. SCORBOT 원격작업 환경 전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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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는 설치된 카메라로부터 들어온 영상을 모니터에서 확인하는 것으

로 원격작업을 위하여 SCORBOT 전면과, 옆면 그리고 상부에 3개의 카메라

를 설치하여 로봇의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원격

작업에서 작업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는 카메라 영상이다. 1

차 영상만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그림과 같이 3대의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을 이용하여 모니터 화면을 통해 원격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림 14. 원격작업을 위한 카메라 영상

 카메라위치의 설정은 3대의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모니터 영상만을 이

용하여 원격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장에 대한 거리감이나 위치 판단에 어

려움이 있으므로 카메라 위치에 따라 작업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실험에

서는 전면부에 위치한 물체를 집어 설치된 원형통에 물체를 삽입하는 작업

이므로 물체를 잡을경우나 원형통에 물체를 삽입할 때 그리퍼와 물체간의 

거리와 위치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3차원 축 방향으로 카메라를 설치

하였다. 그림 15는 SCORBOT 우측 옆면에 설치한 카메라 영상으로 로봇 그

리퍼의 높이 확인 및 물체와 전면 방향으로의 거리를 대략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이다. 그림 16은 SCORBOT 전면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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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리퍼의 높이와 물체와의 좌우 거리를 판단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17은 SCORBOT 상부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으로 위에서 바라보는 화면이므

로 그리퍼와 물체간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그림 15. SCORBOT 옆면 카메라 영상

그림 16. SCORBOT 전면 카메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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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SCORBOT 상부 카메라 영상

 모의실험은 설치된 영상카메라 정보만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작업로봇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작 패널을 이용하여 준비된 물체를 목표하는 원통

에 삽입하는 것으로 우선 로봇을 직접 보며 조작 연습을 통해 운영방식을 

익힌 후 로봇을 가리고 모니터 영상만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 모의

실험에서 그리퍼와 물체간의 거리 판단은 대략적인 판단만 가능한 것으로 

로봇 각축의 정보와 취급하고자 하는 물체간의 거리 정보가 정확하지 못해 

물체를 잡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물체를 잡고 목표지점으로 이동 후 물체 

사이즈와 비슷한 원통에 삽입하는 것 역시 정확한 위치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영상정보로 확인하는 거리는 깊이정보가 없으므로 오차가 심하

며 정확한 거리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로봇조작의 위치선정에 어려움

이 있다. 많은 연습을 통해 조작기에 익숙해지고 영상정보를 판단하는 방법

이 나아질 수 있으나 사용 후 핵처리 과정과 같은 정밀하고 안정된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좀더 정확한 거리 및 위치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따

라서 본 실험환경과 같은 3D 가상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실제 환경과 똑같은 

작업상황을 실시간으로 재현함으로써 원격 작업자에게 좀더 정확하고 효율

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18 -

1-3. 3차원 가상 환경 구축

  모의실험을 통해 모니터 영상을 통한 원격작업이 거리나 위치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보완할 3차원 영상의 필요에 의해 실험 환경과 같

은 3차원 가상 환경을 구축하였다. 3차원 가상환경의 구축은 3D MAX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실험에 사용된 SCORBOT을 3D로 모델링 하였고 모델링 

수치는 실제 SCORBOT 사양을 기준으로 각 축의 기준을 실제 SCORBOT의 

HOME 포지션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가상환경의 구축에서 중요한 사항은 

실제 모델과 동일한 사이즈와 모양, 조작시 각 축의 움직임이 동일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델링 단계에서부터 모델 수치의 정확성과 모델링된 각 축의 

회전과 이동에 따른 오차를 분석하며 제작되었다. 그림 18은 SCORBOT의 

베이스축 제작과정으로 하단 고정축을 바닥 기준면 XY축으로 설정하여 제작

하였다.  

그림 18. SCORBOT Base Plate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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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는 SCORBOT 메인 바디(body) 작업으로 1축 회전부에 해당하는 

부 부분으로 베이스 축과의 회전과 upper arm과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부분

이다. 그림 20은 2축 Upper arm 제작과정으로 1축 회전부와 Forearm 과 

연결이 된다.

그림 19. SCORBOT Body 작업

그림 20. SCORBOT Upper Arm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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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은 SCORBOT 3축 Forearm 제작 과정으로 2축 Upper arm과 플

랜지 회전부가 연결이 된다. 그림 22는 4축 플랜지 회전부 제작과정으로 이 

플랜지부에 그리퍼가 장착이 된다. 

그림 21. SCORBOT Forearm 작업

그림 22. SCORBOT Flange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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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은 SCORBOT 5축 그리퍼 베이스부 제작과정으로 360도 롤(roll) 

회전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림 24은 그리퍼 핑거를 제작하여 완성된 그림

으로 그리퍼 핑거는 두개의 핑거가 직선 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23. SCORBOT Gripper Base 작업

그림 24. SCORBOT Gripper 작업 및 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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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MAX 프로그램에서 완성된 SCORBOT 모델은 각 축에 대한 개별 링크

정의 및 조인트 설정 등 동적인 기능을 부여해야 실제 SCORBOT과 같은 

동작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 및 동작 구현 및 시뮬레이션은 본 연구

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래픽 툴인 IGRIP에서 수행하였다. IGRIP에서는 

SCORBOT의 전체 모델을 한번에 로딩하여 설정하지 않으며 개별 축에 대

하여 각각 부재(PART)설정을 한 후 각 부재를 연결하여 하나의 디바이스

(Device)를 구성한후 각 축에 대한 조인트설정 및 TCP 설정을 한 후 모션

설정을 완료하여 실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IGRIP에서의 부재설정은 단

일 움직임이 가능한 링크를 가지는 객체로 본 연구에서 제작된 3DMax 모델

에서 각 축에 해당하는 부재를 분리후 IGRIP에서 로딩 후 기준 축 설정 및 

링크부 지정을 한후 IGRIP부재형식으로 저장을 한다. 모든 부재에 대한 설

정, 저장이 완료된 후 디바이스 구성을 위해 베이스 축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설정해놓은 링크에 부재들을 연결해 하나의 디바이스를 완료한다. 디바이스 

설정이 완료되면 그림 25와 같이 각 링크에 대한 조인트설정을 한다. 조인

트 설정은 각 링크에 대해 이동링크인지 회전링크인지를 설정하고 동작범위 

한계를 결정한다. 동작범위 한계는 실제 로봇조작기의 동작 범위와 동일하게 

설정해야한다. 

그림 25. IGRIP상에서 SCORBOT 좌표 설정 및 조인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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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6은 완성된 SCORBOT의 디바이스로 각 조인트에 대한 설정과 동작

설정 및 TCP설정이 완료된 모습이다. 이 가상환경은 그림 27과 같이 실제 

SCORBOT과 동작을 일치시켜 실제 작업상황이 그래픽적으로 동일하게 표

현되며 그래픽툴울 이용하여 원하는 화면을 자유자재로 볼 수 있으며 필요

한 부분을 확대하여 세밀하게 살펴보거나 정확한 거리 정보를 획득할 수 있

다.  

그림 26. IGRIP상에서 SCORBOT 가상환경 구축

  

그림 27. 완성된 SCORBOT 가상 환경과 실제 SCORBOT과의 비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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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isual Support Module 개발

2-1. VSM 전체 개요

 원격작업자 지원을 위한 개발 모듈은 구축된 실제 작업환경과 실제 상황과 

같은 3차원 가상환경을 서로 연결해 주고 로봇과 조작 인터페이스 등을 하

나의 시스템으로 연결시켜 로봇을 조작하고 관련 정보의 획득 및 획득된 정

보의 활용을 통해 폐쇄된 작업환경에서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의 작업자에게 

효율적인 작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게 한다. 

 Visual Support Module(이하, VSM)은 Visual C++를 이용하여 Windows 

기반 WinAPI함수를 이용하여 프레임을 구성하여 그래픽 툴과 DLL형태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제작되었으며 내부 기능함수는 그래픽 툴과 연계되는 

Axxess Library를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그림 28은 VSM의 기본 개념도로 

조작할 로봇와 구축된 3차원 그래픽 환경 그리고 조작로봇의 영상을 보내오

는 카메라와 로봇을 조작하는 마스터 인터페이스 모니터 영상 등을 개별적

으로 개발하여 서로 통합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각 개별 모듈은 기능별

로 라이브러리화 시켜 dll 형태로 제작되어 다른 프로젝트에도 새로 개발할 

필요 없이 필요한 기능들의 조합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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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Visual Support Module 기본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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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VSM 전체 개요도

 그림 29는 VSM의 전체 개요도로 그래픽툴과 개발된 지원 모듈이 서로 연

계되어 전체 기능을 수행하며 터미널 모듈을 통해 로봇 콘트롤러와 통신하

며 작업수행과 로봇의 움직임 정보를 서로 교환하게 된다. 작업장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으로 들어오는 영상정보는 지원 모듈의 영상모듈에서 받아들여 

영상을 모니터 화면에 보여주고 작업상황 혹은 작업자의 필요에 따라 그래

픽화면 혹은 영상화면 또는 그래픽화면과 영상화면을 동시에 동기화 시켜 

보면서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마스터 인터페이스는 외부 마스터 장치가 

지원모듈에 연결되어 조작 명령이 터미널을 통해 로봇에게 전달되도록 되었

다. 조작관련 기능은 마스터 이외에 조인트 모듈을 이용하여 마우스를 이용

한 조작도 가능하며 SCORBOT 조작패널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여도 로

봇동작에 관한 정보는 항상 터미널을 통해 지원모듈로 보내짐으로써 항상 

실제 상황과 그래픽 가상환경이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픽 툴이 

작업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물체간 정확한 

거리 정보를 계산하여 화면에 보여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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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VSM 구조도

  VSM의 전체 구조는 그림 30과 같이 WinAPI dll로 제작된 TCP, JOG, 

Master Interface, Terminal, Camera 모듈과 이 모듈들을 IGRIP 그래픽 도

구와 연결시키는 Axxess 연결 dll로 구성되어 있으며 Axxess 연결 라이브

러리는 IGRIP 그래픽과 Motion Callback을 이용하여 실시간 연동되는 구조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 작업 로봇으로부터 넘어오는 로봇축의 정보를 

그랙픽 화면에 동기화 시켜 반영하고 반영된 그래픽 화면이 변화는 바로 

Axxess Callback에서 인지되어 연결되어 있는 각종 모듈에게 정보를 보내

준다. 보내진 정보는 각 모듈에서 필요한 정보로 변환, 가공되어 작업자 화

면에 보여 지거나 필요한 자동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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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WM_COMMAND:

if(LOWORD(wParam)==IDC_SEL_TOOL){

char dev_name[250];

g_device=select_device(dev_name);

SetDlgItemText(hwnd, IDC_EDIT_DEV_NAME, dev_name);

}

if(LOWORD(wParam)==IDC_CAMERA_BTN){

if(!IsWindow(g_hCAM)){

if(g_hCAM!=NULL) CloseCamWnd(g_hCAM);

}

else SetFocus(g_hCAM);

}

if(LOWORD(wParam)==IDC_TCP_BTN){

if(!IsWindow(g_hTCP)) g_hTCP=CreateTCPdlg(g_device);

}

if(LOWORD(wParam)==IDC_JOG_BTN){

if(!IsWindow(g_hJOG))

g_hJOG=CreateJOGdlg(g_device, g_hCOMM);

if(g_hJOG!=NULL) MessageLoop();

}

if(LOWORD(wParam)==IDC_MSB_BTN){

if(!IsWindow(g_hMSB)){

g_hMSB=CreateMSBdlg(g_device, g_hCOMM);

if(g_hMSB!=NULL) DispatchLoopNT(NULL);

}

}

if(LOWORD(wParam)==IDC_COMM_BTN){

if(!IsWindow(g_hCOMM)) g_hCOMM=CreateROBCOMdlg(g_device);

}

if(LOWORD(wParam)==IDC_CAM_BTN1){

if(g_hCAM1!=NULL) SelectCamera1(hwnd);

}

if(LOWORD(wParam)==IDC_CAM_BTN2){

if(g_hCAM2!=NULL) SelectCamera2(hwnd);

}

if(LOWORD(wParam)==IDC_CAM_BTN3){

if(g_hCAM3!=NULL) SelectCamera3(hwnd);

}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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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CP 모듈

 TCP모듈은 Tool Center Point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TCP란 

그림 31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작업 로봇에 장착된 툴의 위치를 이야기 

한다. 이 TCP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로봇을 조작하여 움직이기 시작하

면 그 위치를 계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현

재 위치에서 원하는 목표물까지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림 31. SCORBOT TCP 구성

 그림 31에서 보여 지는 것은 SCORBOT 그래픽 화면에서 그리퍼 중앙에 

설정된 TCP를 보여주는 것으로 TCP정보에는 이동 위치와 회전된 방향정보

를 포함하고 있어 타겟 물체와이 위치 및 회정방향정보를 모두 알 수 있을 

때 정확한 움직임 예측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TCP모듈은 이러한 

위치와 회전방향 정보를 변환행렬을 이용하여 기준 축 으로부터 움직인 

TCP위치을 정확히 파악해 물체에 설정된 태그(tag)정보와 함께 중요한 거리 

정보를 제공하며 다음 작업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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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VSM TCP(Tool Center Point) 모듈

 그림 32은 개발된 VSM TCP모듈 화면으로 목표물을 설정하는 부분과 설

정된 목표의 좌표정보, 이동되는 TCP의 좌표와 방향정보 그리고 TCP와 설

정된 목표물간의 거리 정보를 알려주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물의 

설정은 그래픽 화면상에서 준비된 가상환경내 태그정보를 포함한 목표물을 

마우스로 선택하게 되면 물체의 태그정보를 이용하여 목표물의 위치를 알려

준다. 본 연구에서의 가상환경에서도 각 물체에 태그정보를 설정하여 적용하

였다. TCP 정보는 X, Y, Z 의 좌표정보와 Yaw, Pitch, Roll 의 회전방향정

보 그리고 속도정보를 보여준다. TCP정보는 기준이 절대 원점과 로봇의 상

태위치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델링 절대 

원점을 기준으로 모든 작업을 수행했고 작업 물체 또한 절대 원점을 기준으

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절대 원점에 대한 로봇의 툴의 이동 위치를 축 회전

에 따른 변환 행렬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TCP의 속도정보는 절대적인 속도

가 아님으로 참고로만 사용하였다. TCP와 물체간의 거리는 계산된 TCP 포

인트와 선택된 타겟 포인트의 양 끝점 거리 계산을 통하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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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VSM TCP모듈 흐름도

 개발된 TCP 모듈의 흐름은 그림 33과 같이 우선 작업 디바이스가 선택이 

되도 원하는 목표물을 선택 하게 되면 로봇이 조작과 더불어 움직이면 그래

픽 화명이 갱신이 이루어지고 화면갱신은 Axxess Callback 에 의해 실시간 

인지하여 계산루틴을 통하여 TCP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목표물과의 거리를 

계산하여 계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위 그림에서 Main Process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callback 함수에 의해 그래픽 화면 갱신 여부를 지속적

으로 체크하면서 작업자가 작업을 정지하기 전까지 위 루틴을 수행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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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sDevice select_device(char *device_name)

{

aXsWorld world;

aXsDevice dev=NULL;

world = AxsWorldGetNamed(NULL);

dev = AxsDevSelect(world, "Select Device", AxS_PICK_MOUSE, TRUE, TRUE);

if(dev==NULL) return NULL;

AxsDevVaGetVal(dev,AxSname,device_name,NULL);

return dev;

}

void get_device_tcp(aXsDevice dev, POINT6D *p, float *tcp_speed)

{

aXsXform tcp, xform_node;

float xx, yy, zz, roll, pitch, yaw;

aXsNode xnode;

aXsVector vec;

if(dev==NULL) return;

AxsDevVaGetVal(dev, AxSnode, &xnode, NULL);

if(xnode==NULL) return;

AxsNodeVaGetVal(xnode, AxSworldXform, &xform_node, NULL);

AxsDevKinDoForward(dev, &tcp);

AxsXformToXYZRPY(&tcp, &xx, &yy, &zz, &roll, &pitch, &yaw);

vec.x=xx;

vec.y=yy;

vec.z=zz;

vec.w=1;

AxsXformTranslate(&xform_node, AxS_RELATIVE, &vec);

AxsXformToXYZRPY(&xform_node, &xx, &yy, &zz, &roll, &pitch, &yaw);

p->x = xx;

p->y = yy;

p->z = zz;

p->roll = RtoD(roll);

p->pitch = RtoD(pitch);

p->yaw = RtoD(yaw);

AxsDevTcpSpeed(dev, tcp_spe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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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JOINT 모듈

 조인트 모듈은 SCORBOT 각 조인트를 제어하기 위한 모듈로 3D MAX에

서 모델링된 모델을 IGRIP에서 불려들여 각 축의 링크를 설정하고 회전내지 

이동 조그방식을 설정하여 각 축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위한 것이다. 그림 

34는 설정된 SCORBOT의 조인트 구성화면이며 1축에서 5축까지는 각 축이 

연결되는 링크에 회전조인트를 설정하였고 각 축은 조인트들간의 연결관계

와 운동학적 파라미터 설정에 의해 서로 유기적인 동작을 하게 된다. 그림 

35는 장착된 그리퍼의 조인트 구성으로 그리퍼인 경우 두개의 핑거가 직선

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링크가 아닌 직선이동 링크로 구성되

어 있다.

그림 34. SCORBOT 조인트 구성

그림 35. SCORBOT Gripper 조인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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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VSM 조인트 모듈

 그림 36은 개발된 VSM의 조인트 모듈로 각 조인트 조작 시 움직일 스텝

사이즈를 조정하는 부분과 설정된 5개 축의 조작 버튼 그리고 각 조인트의 

현재 각도값을 보여준다. 그리퍼는 열고 닫는 기능으로 설정되어 버튼조작으

로 물체를 잡거나 해제할 수 있다. 조인트 모듈의 구성과 흐름은 앞장에서 

설명한 그림 33의 흐름도와 같으며 조인트 모듈에서 선택된 조인트의 전후

회전 버튼을 누르면 조인트 스텝사이즈 만큼씩 증분값으로 Axxess를 통해 

그래픽 화면에 전달되며 화면 갱신이 발생하면 callback 함수에 의해 역으로 

조인트 현재 값을 얻어와 다시 조인트 모듈로 가져온다. 조인트 모듈은 얻어

진 현재 값을 기준으로 동작함으로 정확한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회전 조인

트이 설정값은 각도증분이며 이동 조인트의 설정값은 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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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get_joint_type(aXsDevice dev, int joint_num)//if return 0:ROT, 1:TRANS

{

int i, ndof;

int joint_type[100];

if(dev==NULL) return 0;

AxsDevVaGetVal(dev, AxSnumDof, &ndof, NULL);

if(ndof==0) return 0;

if(AxsDevJointTypes(dev, joint_type, ndof)!=axsOkay) return 0;

for(i=0; i<ndof; i++){

if((i+1)==joint_num){

if(joint_type[i]==AxS_ROTATIONAL) return 0;

else if(joint_type[i]==AxS_TRANSLATIONAL) return 1;

}

}

return -1;

}

float get_joint_value(aXsDevice dev, int joint_num)

{

float joint_value;

if(dev==NULL) return 0.0;

AxsDevJointGet(dev, joint_num, &joint_value);

return joint_value;

}

void set_joint_value(aXsDevice dev, int joint_num, float joint_value)

{

if(dev==NULL) return;

AxsDevJointSet(dev, joint_num, joint_value);

AxsWinUpdate(AxsWinMain());

}

void move_to_joint(aXsDevice dev, int joint_num, float dval)

{

float joint_value;

if(dev==NULL) return;

AxsDevJointGet(dev, joint_num, &joint_value);

joint_value+=dval;

AxsDevJointSet(dev, joint_num, joint_value);

AxsWinUpdate(AxsWinM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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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SCORBOT 터미널 모듈

 SCORBOT과 통신하기위한 터미널 모듈은 가상환경과 실제 작업 로봇을 

연결하기 위한 도구로 VSM내 시스템통합에 중심적 역학을 하는 부분이다. 

터미널 모듈은 그림 37에서 보는 것과 같이 SCORBOT 콘트롤러와 RS232 

통신을 수행하면서 마스터 인터페이스의 조인트 조작 정보를 SCORBOT에 

전달하고 HOME 포지션등 기본 설정 명령 및 모드 조정 명령들을 전달하여 

하드웨어 조작에 관련한 대부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SCORBOT 콘트롤러는 

로봇의 인코더 값을 넘겨받아 VSM 터미널을 통해 그래픽 가상환경의 조인

트 각도값으로 변환 후 조인트 모듈을 통해 IGRIP에 전달하고 그래픽 화면

을 갱신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로봇과 그래픽환경이 동일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 SCORBOT 콘트롤러는 내부 ACL 언어를 내장하고 있어 프

로그램을 이용한 로봇의 자동 조작이 가능한데 이 역시 컴퓨터에서 작성된 

ACL명령을 터미널을 통해 콘트롤러로 전달하여 로봇 자동 조작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ACL을 통해 자동 조작하는 기능 보다

는 작업자가 직접 조작하는 상황에서 로봇의 현재 상태를 그래픽화면과 동

기화 시키는 부분이 더욱 중요하므로 마스텅 인터페이스 조작 명령의 전달

과 로봇의 상태 정보를 획득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터미널 모듈은 개

발된 VSM 내 모든 모듈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며 항상 로봇과 그래픽 화

면 그리고 개발된 모듈들이 수행하는 기능들을 인지하고 중간다리 역할을 

하며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작업영역으로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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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VSM SCORBOT터미널 모듈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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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VSM SCORBOT 터미널 모듈

 그림 38은 개발된 VSM SCORBOT 터미널 모듈로 RS232를 이용하여 콘

트롤러와 접속, 해제 그리고 작업초기 로봇의 HOME 포지션 설정을 수행하

는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다. 기능적으로는 각 축을 개별 조작하는 조인트 모

드와 TCP의 위치에 따른 조작을 수행하는 XYZ모드가 있다. 조인트 모드는 

각 축을 개별적으로 동작시키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조작 방식이며 XYZ

모드는 TCP 끝단의 위치를 조작 하므로써 나머지 조인트의 각도 설정은 역

기구학을 통한 계산에 의해 로봇의 자세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실제 작업시 

두 가지 모드를 혼합하여 작업자가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상황에 맞는 모

드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38상의 COMMANDER부분은 수동으로 입

력하는 ACL 명령을 보낼수 있는 곳으로 SCORBOT 콘트롤러에서 제공되는 

명령을 ASCII 명령으로 전송할 수 있다. RECEIVER부분은 명령수행의 결과 

혹은 콘트롤러에서 보내오는 SCORBOT의 정보, 명령 진행 내용을 알려주는 

부분으로 작업중 로봇의 에러관련 메시지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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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WM_COMMAND:

if(LOWORD(wParam)==IDC_CONNECT){

if(!OpenConnection(hwnd))

SetDlgItemText(hwnd, IDC_ST_CONNECT, "Fail to connect");

else

sprintf(msg, "COM%d-%d-%d-N-1", g_TTYInfo->bPort, g_TTYInfo->dwBaudRate,

g_TTYInfo->bByteSize);

}

if(LOWORD(wParam)==IDC_DISCONNECT){

CloseConnection(hwnd);

EnableWindow(GetDlgItem(hwnd, IDC_CONNECT), TRUE);

SetDlgItemText(hwnd, IDC_ST_CONNECT, "Disconnection");

}

if(LOWORD(wParam)==IDC_HOME_BTN){

SendCommand(hwnd, "HOME₩r");

SetDlgItemText(hwnd, IDC_EDIT_SEND, "HOME");

}

if(LOWORD(wParam)==IDC_MANUAL_BTN){

SendCommand(hwnd, "~₩r");

SetDlgItemText(hwnd, IDC_EDIT_SEND, "~");

}

if(LOWORD(wParam)==IDC_JOINT_BTN){

SendCommand(hwnd, "J₩r");

SetDlgItemText(hwnd, IDC_EDIT_SEND, "J");

}

if(LOWORD(wParam)==IDC_XYZ_BTN){

SendCommand(hwnd, "X₩r");

SetDlgItemText(hwnd, IDC_EDIT_SEND, "X");

}

if(LOWORD(wParam)==IDC_SEND_BTN){

GetDlgItemText(hwnd, IDC_EDIT_SEND, msg, sizeof(msg));

strcat(msg, "₩r");

SendCommand(hwnd, msg);

}

if(LOWORD(wParam)==IDC_ABORT_BTN){

SendCommand(hwnd, "A₩r");

SetDlgItemText(hwnd, IDC_EDIT_SEND, "A");

}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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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원격 조작 인터페이스 모듈

 원격조작 인터페이스 모듈은 원격작업자가 로봇을 쉽게 조작하기 위한 도

구로 SCORBOT 콘트롤러에 연결되어 있는 조작패널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

지만 좀더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외부 도구를 연결해 주는 모듈이다. 외

부 조작 도구로는 마스터/슬레이브 인터페이스 같은 전문 도구와 조이스틱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3차원 조작 장치인 스페이스 볼 등이 있다. 외부 

조작 장치들은 다양한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인터페이

스 모듈은 다양한 도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듈화 시켜 개발되었으며 그림 

39에서 보는바와 같이 인터페이스 도구에서 입력되는 신호를 받아 터미널을 

통해 SCORBOT으로 전달시킨다. 그림 40은 개발된 인터페이스 모듈그림으

로 화면상에 특별한 정보는 없으며 조작기의 정보를 받아들여 전달하는 것

을 주 기능으로 한다. 스페이스볼의 경우 조작볼이 매우 민감하게 동작하므

로 어느 정도의 값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듈화 명상에 나타내 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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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VSM 원격조작 인터페이스 모듈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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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VSM 원격조작 인터페이스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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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SbMotionEvent(SiSpwEvent *pEvent)

{

float joint_value, rad;

char cmd[200];

tx=pEvent->u.spwData.mData[SI_TX];

ty=pEvent->u.spwData.mData[SI_TY];

tz=pEvent->u.spwData.mData[SI_TZ];

rx=pEvent->u.spwData.mData[SI_RX];

ry=pEvent->u.spwData.mData[SI_RY];

rz=pEvent->u.spwData.mData[SI_RZ];

switch(g_iSBtn) 

{

case SI_PICK_BUTTON:           /* #31 defined in si.h*/

break;

case 1:

joint_value=(float)ry;

if(joint_value>0) SendCommand(g_hCOMM, "Q");

if(joint_value<0) SendCommand(g_hCOMM, "1");

rad=(float)DtoR(joint_value);

break;

case 2:

joint_value=(float)tz;

if(joint_value>0) SendCommand(g_hCOMM, "2");

if(joint_value<0) SendCommand(g_hCOMM, "W");

rad=(float)DtoR(joint_value);

break;

moving_camera_by_spaceball(g_cam, tx, ty, tz, rx, ry, r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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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카메라 영상 모듈

 원격작업에 있어 시각적으로 실제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의 영

상정보는 작업자에게 현재 작업상태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으로 많

은 수의 카메라로 다양한 각도에서 작업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겠으나 무

수한 카메라를 설치하는 문제와 많은 영상을 보면서 작업하는 것에 대한 복

잡함도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제한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필요한 위치에 설치

한 후 필요한 영상을 보면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3대의 카

메라를 설치하고 각각의 영상을 서로 다른 모니터에서 확인하는 방식이 아

닌 하나의 모니터에서 처리하도록 구성하였고 그래픽 가상환경과 연동하여 

비교할 수 있는 모듈로 제작되었다. 그림 41은 VSM 영상 모듈의 구성도로 

일반 PC용 웹(web)카메라를 이용하여 USB방식으로 영상을 PC로 받아오고 

받아온 영상은 DirectX API를 이용하여 화면에 보여 지도록 되어 있다. 3개

의 영상은 모두 한번에 확인이 가능하며 지정된 화면 영상을 확대하여 확인

할 수 도 있다. 영상 모듈 내에는 그래픽환경 설정부분이 연결되어 있어 그

래픽 화면을 영상 뷰잉(Viewing)과 일치 시키도록 하여 두개의 화면을 동시

에 보면서 영상화면에서 감지할 수 없는 거리감을 보강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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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VSM 카메라 모듈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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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VSM 카메라 영상 모듈

 그림 42는 제작된 VSM 카메라 영상모듈로 3대의 웹 카메라로부터 들어오

는 영상신호를 받아 한 화면에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영상은 선택이 가능하

도록 되어 있어 선택된 화면은 메인 화면에 크게 보여줌으로써 보고자 하는 

영상을 좀더 키워 확인하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Viewing 콘트롤 기능

은 그래픽 화면을 조절하는 부분으로 영상화면과 그래픽 화면 카메라 방향

을 같은 방향으로 미리 설정해 놓고 필요한 화면을 선택 시 같은 모습을 확

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그림 43은 그래픽화면에 영상모듈을 실행시켜 

테스트 하는 모습으로 3개의 영상과 그래픽 가상환경을 한 화면에서 모니터 

할 수 있다. 

그림 43. 카메라 모듈과 그래픽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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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와 45는 영상모듈을 이용하여 작업 시 카메라 영상화면과 그래픽 

가상환경의 전환을 통해 작업자가 필요한 화면을 선택하는 모습으로 영상 

모듈내 작은 3개의 화면에서 작업자가 선택한 화면을 그림과 같이 크게 확

대되며 그래픽 화면은 우측으로 작게 전환이 된다. 영상과 그래픽은 보는 각

도를 같은 방향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44. 그래픽 화면에서 카메라 영상화면으로의 전환1

그림 45. 그래픽 화면에서 카메라 영상화면으로의 전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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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sCamera create_camera()//Not exist in Camera.h(proto)

{

aXsWorld world;

aXsCamera cam;

aXsXform xform;

world = AxsWorldGetNamed(NULL);

cam=AxsCamVaCreate(world, AxSname, "camera", AxStrackedEyeXform, &xform, NULL);

return cam;

}

aXsCamera get_current_camera()

{

aXsCamera cam;//head of camera list

aXsWorld world;

world = AxsWorldGetNamed(NULL);

if(AxsWorldVaGetVal(world, AxScameraList, &cam, NULL)!=axsOkay) return 0;

AxsDevVaGetVal(dev,AxSname,dev_name,NULL);

strcpy(dev_list[0], dev_name);

for(i=0; i<ndev-1; i++){

AxsDevVaGetVal(dev,AxSnext,&dev,NULL);

AxsDevVaGetVal(dev,AxSname,dev_name,NULL);

strcpy(dev_list[i+1], dev_name);

}

AxsCamVaGetVal(cam,AxSnext,&cam,NULL);

return cam;

}

void moving_camera(aXsCamera cam, int tx, int ty, int tz, int rx, int ry, int rz)

{

aXsWorld world;

aXsCamera cam;

aXsXform xform;

world = AxsWorldGetNamed(NULL);

cam=AxsCamGetNamed(world, NULL);

if(cam==NULL) return;

AxsCamVaGetVal(cam, AxSworldXform, &xform,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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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 모듈 시스템 통합 및 적용

 개발된 개별 지원 모듈들은 그림에서와 같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전체적인 작업자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CAM Module
(BMCapdll.lib)

VSM
(AxsUserMain.lib)

Terminal
(robcom.lib)

Master
(MasterSB.lib)

JOINT
(AxsUserJOG.lib)

TCP
(AxsUserTCP.lib)

Spaceball SCORBOT

Axxess
(AxsUser.lib)

GRAPHIC

CAMERA

SCREEN

CAM Module
(BMCapdll.lib)

VSM
(AxsUserMain.lib)

Terminal
(robcom.lib)

Master
(MasterSB.lib)

JOINT
(AxsUserJOG.lib)

TCP
(AxsUserTCP.lib)

Spaceball SCORBOT

Axxess
(AxsUser.lib)

GRAPHIC

CAMERA

SCREEN

그림 46. 개발 모듈 통합 구성도

 스페이스볼 로부터 입력된 조작신호는 마스터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해 터

미널로 전송되며 터미널 모듈은 이 신호를 SCORBOT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령어로 전환 후 SOORBOT을 움직이고 SCORBOT은 움직인 상태의 인코

더 정보를 다시 터미널을 통해 VSM 모듈로 전달되고 전달된 인코더 정보는 

Axxess 라이브러리를 통해 TCP모듈과 조인트 모듈을 구동해 그래픽 가상

환경의 화면을 갱신한다. 작업장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정보는 VSM 영상모

듈로 전달되어 화면에 보여 지게 되고 그래픽 화면과 연동하여 작업자에게 

다양한 작업상황 화면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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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SCORBOT과 3D 가상환경, VSM 연결 및 통합

 그림 47은 개발된 전체 모듈과 그래픽 환경 그리고 실제 작업이 연결된 모

습으로 실험에 사용된 SCORBOT과 각 모듈들이 구동하여 작업하는 상황이

다. 그림에서는 모든 모듈이 보여 지고 있어 복잡해 보이나 실제 작업에서는 

터미널 모듈과 마스터 인터페이스 모듈은 필요한 경우에만 보면 되고 많이 

사용하는 모듈은 메인화면에 영상모듈과 TCP모듈 그리고 조인트 상황을 파

악하는 조인트 모듈을 그래픽 환경과 적절한 화면배치로 작업을 수행하면 

된다. 전체 화면구성의 배치(Layout)는 자동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화면배

치의 효율성을 첨가하였다. 

GRAPHIC
Sync

Encoder value

Joint value

SCORBOTEncoder valueJoint value

Set Home Position

GRAPHIC
Sync

Encoder value

Joint value

SCORBOTEncoder valueJoint value

Set Home Position

그림 48. 실작업 환경과 3D 가상환경의 동기화 과정

 그림 48은 실작업 환경과 3D 가상환경의 동기화 과정으로 그래픽 환경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제 작업상황과 같은 상황을 묘사해야 한다.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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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과정은 터미널 모듈에서 동작하며 SCORBOT에서 보내온 인코더 정보를 

분석하여 그래픽 환경에 구축된 가상 모델의 각 축의 조인트 정보로 변환 

후 조인트 모듈을 통해 그래픽 화면을 갱신하게 된다. 동기화의 초기 설정으

로 그래픽 화면과 실제 조작 로봇은 작업시작부에서 터미널 모듈의 HOME 

포지션으로 초기 위치를 잡고 시작하게 된다. 그림 49는 실작업 환경과 3D

가상환경이 동일시됨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영상모듈과 그래픽 화면의 연동

기능을 이용하여 두개의 화면을 비교해 보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림은 2번 카메라의 영상과 비교하는 것으로 1번과 3번 영상도 선택을 하면 

같은 방향의 그래픽 화면으로 전환되면서 각 화면을 비교 확인해 볼 수 있

다. 이 기능은 두개의 화면을 비교, 확인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실제 작업상황

의 오차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픽 화면을 통해 좀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고 TCP 모듈에 의해 수치적으로 정확한 거리 정보를 알 수 있어 정밀

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49. 실작업 환경과 3D 가상환경의 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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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개발 수행 결과 및 적용실험

 본 연구에서 구축된 그래픽 가상환경과 개발된 작업자 지원 모듈의 효율성 

검증을 위해 그림 50과 같은 로봇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그래픽 가상환경과 

연동 및 개발된 VSM 모듈을 적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작업 환경은 모의실

험에서 구축한 환경대로 그림 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업로봇 전면과 옆면 

그리고 상부에 3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작업 로봇의 영상정보를 받도록 하

였고 작업 대상 물체는 4개의 원형체와 1개의 원통을 준비하여 그리퍼를 이

용하여 물체를 집어 원통에 넣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1차 작업로봇을 직접 보면서 조작기를 익히고 로봇의 작업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실험 단계를 거치고 2차 로봇의 작업상황을 가리고 카메

라로부터 영상정보만을 보면서 실제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3차 실

험으로 그래픽환경만을 가지고 동일한 실험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역시 로

봇작업상황은 가리고 영상과 구축된 그래픽환경과 VSM모듈을 적용시킨 작

업을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림 50. VSM 적용 실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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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은 본 적용실험을 위한 작업 대상 물체로 4개의 원형과 물체를 삽

입할 원통을 보여주고 있다. 대상 물체는 작업로봇의 전면 시계방향 30도 

위치에 사각형태로 위치 시켰으며 물체를 삽입할 원통은 로봇 전면 반시계

방향 30도 위치에 고정 시켰다. 원통의 크기는 삽입할 물체보다 지름이 

10mm정도 크며 작업 시 정확한 위치를 잡지 못할 경우 삽입에 실패할 가능

성이 있다.  

그림 51. 적용실험을 위한 작업 대상물체

 그림 52~55는 그래픽 가상환경과 VSM 모듈을 적용하여 실험하는 화면으

로 작업자의 선호도에 따라 분할 화면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

보는 로봇의 화면과 특정부에 대한 확대 화면을 이용하는 그림이다. 하단에

는 영상화면이 있으며 영상화면은 그래픽 화면과 서로 전환하여 작업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화면을 선택하면서 작업을 하였다. 화면 우측에는 TCP 정

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정확한 거리정보를 확인하여 로봇 축이 대상 물

체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며 작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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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그래픽 가상환경과 VSM 모듈을 적용시킨 실험화면1

그림 53. 그래픽 가상환경과 VSM 모듈을 적용시킨 실험화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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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그래픽 가상환경과 VSM 모듈을 적용시킨 실험화면3

그림 55. 그래픽 가상환경과 VSM 모듈을 적용시킨 실험화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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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6~58은 본 적용 실험시 SCORBOT의 작업화면으로 그림 56은 작업

로봇을 조작하여 집고자 하는 대상 물체에 접근하는 화면이며 그림 57은 대

상 물체를 잡고 이동하는 장면이다. 실험 작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대상

물체를 그리퍼로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위치로 가는 것과 원통으로 이동 

후 원통에 정확하게 삽입하는 부분이다. 이동작업은 일반적으로 영상 화면만

으로도 목표 타겟 근접거리까지 쉽게 이동한다. 그림 58은 그리퍼로 잡은 

물체를 대상 원통에 삽입하고 있는 장면으로 연습실험이나 영상 실험에서 

가장 많은 실패를 하는 부분이었다. 원통크기가 물체와 크게 차이나 나지 않

기 때문에 운형물체를 원통 입구에 정확하게 일치시켜야 하는 작업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영상만을 보고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은 거리감과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신중을 기하는 작업영역이다. 

그림 56. SCORBOT 조작 실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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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SCORBOT 조작 실험2

그림 58. SCORBOT 조작 실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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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는 1차 준비연습 실험 장면으로 실험자가 직접 작업 대상 로봇을 보 

면서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며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준비연

습 실험은 실험대상자들이 로봇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고 연습을 통해 로봇축의 움직임을 이해하면서 조작감을 

익히고 작업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로 실시하였다. 실험에서는 19명 실

험대상자들 대부분 원통에 물체를 삽입하는데 성공했으며 시각적 제한이 없

이 대상작업을 확인하여 작업을 수행하여 본 실험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작

업을 마쳤다. 그러나 준비연습 실험은 조작기를 익히는 단계로 참고용으로만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59에서는 실험자가 SCORBOT을 조작패널을 이용

하여 작업상황을 직접 확인하면서 대상물체에 접근하여 물체를 잡고 있는 

장면이다. 

그림 59. 준비연습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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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0과 본 실험인 영상만을 이용한 실험장면이다. 영상만을 이용한 실

험은 SCORBOT작업환경을 작업자가 확인하지 못하게 가리고 단지 카메라

로부터 들어오는 모니터영상만을 보면서 작업하는 것으로 현재 원격작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림에서 작업자는 3대의 모니터 화면만을 보고 있으며 

각 화면 정보는 작업로봇을 비추고 있는 카메라 각도에 따른 3가지 타입이 

화면이다. 19명의 실험자는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평

균 8분 28초 정도의 작업시간을 보였으며 물체를 잡거나 4개의 물체를 원통

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비율이 많이 나타나서 78%의 작업성고율을 

보였다. 대부분 실험자가 영상을 통해 작업을 하는 과정이 거리감이 떨어져 

정확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림 60. 모니터 영상을 이용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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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은 본 실험의 두 번째 단계인 그래픽 환경만을 이용한 작업 실험장

면이다. 그래픽만을 이용한 실험은 모니터 영상 없이 구축된 3D 가상환경만

을 보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실제 로봇의 움직임 상황이 그래픽 화면

이 일치 하지 않으면 작업이 불가능한 조건이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3D 가

상환경과 실제 로봇의 동기화 작업에 대한 검증이 이 실험에서 확인 될 수 

있는 부분이다. 19명 실험자의 평균 작업 수행 시간은 9분 15초 정도로 영

상을 이용한 작업보다 조금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으나 작업에 대한 성공률

은 80%로 영상만을 이용한 작업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3D 환경

에 의한 거리측정이 가능하고 대상물체간의 위치를 좀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요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은 영상화면이 

경우  마우스를 이용한 화면조작이 없으나 3D 그래픽 환경은 좀더 세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그래픽 화면 조작을 마우스를 이용해 다각적으로 확

인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본 실험을 통해 그래픽 가상환경이 실제 작업에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1. 그래픽 환경과 VSM 적용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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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2는 본 연구의 메인 실험인 영상과 그래픽 환경 그리고 개발된 

VSM모듈을 적용한 실험 장면이다. 기존의 영상화면에 더불어 원격작업자를 

위한 그래픽 지원모듈을 같이 제공하여 작업하는 것으로 작업방식은 이전 

실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작업상황은 가리고 지원모듈의 도움을 받아 작업을 

수행하였다. 19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자들의 평균 작업수행 시간은 6분 48

초로 이전 실험보다 작업소요 시간이 감소했으며 작업 성공률도 88%로 이

전 실험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 본 실험에서는 이전 실험보다 많은 시각적 

조건을 제공하였고 개발된 VSM 모듈에 의한 정확한 로봇의 상태정보와 거

리정보를 얻어서 이전 실험들 보다 효율적인 작업성능을 보여주었다. 3D 가

상 환경의 정보 제공은 영상정보와 함께 보이지 않는 작업상태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본 실험을 통해 원격작업을 위한 그래픽 지원 모

듈이 효과적으로 적용 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림 62. 영상과 그래픽환경, VSM 모듈 적용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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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1 남 06:44.3 3 12:45.8 4 14:17.4 4 11:18.3 3

2 남 04:30.3 3 10:01.9 1 12:08.1 4 06:45.6 3

3 남 06:44.3 3 12:42.8 2 10:20.1 3 07:35.7 3

4 남 05:01.2 3 07:15.3 3 10:21.2 3 08:39.4 4

5 여 03:41.3 4 06:16.8 4 06:11.1 2 06:10.4 2

6 여 06:05.2 4 12:22.4 3 10:23.1 2 06:53.7 3

7 남 03:24.7 4 06:26.9 4 07:45.5 3 05:15.5 4

8 남 06:33.7 4 10:09.3 4 11:36.6 4 07:11.8 4

9 남 06:13.0 4 08:54.4 3 09:07.2 4 06:56.7 4

10 남 03:31.2 4 05:59.8 1 6;56.03 2 08:00.7 3

11 남 02:51.2 4 06:28.8 4 09:10.2 4 05:10.3 4

12 남 03:44.3 3 07:35.4 3 12:05.2 4 06:58.7 4

13 남 03:07.5 4 06:03.1 4 06:44.9 2 04:27.6 4

14 남 02:33.3 4 04:56.1 2 08:36.4 3 06:01.0 4

15 남 03:49.5 4 07:27.4 3 10:27.6 4 05:47.0 4

16 남 04:17.2 4 08:51.1 4 09:53.3 4 07:26.6 4

17 남 06:40.0 4 10:37.6 3 10:49.7 3 06:13.8 3

18 남 05:41.1 4 06:48.5 4 07:13.9 4 05:32.7 4

19 남 04:54.3 4 09:19.0 3 08:16.9 2 06:46.6 3

시뮬레이션 카메라+ 시뮬레이션Preliminary Exercise 카메라

그림 63. 적용실험 결과 표

  그림 63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적용실험에서 19명의 실험 대상자들의 작

업결과 표이다. 위 표는 준비연습 실험과 카메라 영상만을 이용한 방법, 그

래픽 시뮬레이션만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영상과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모두 

이용하여 수행한 작업에 대한 수행시간과 4개의 물체를 원통에 삽입 성공한 

개수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연습실험을 제외한 3가지 방식의 실험에

서 개별적으로는 실험방식에 따라 작업시간이 서로 다르게 보여 지고 있어 

개인적인 인지능력, 조작능력에 따라 작업 시간면 에서는 선호하는 작업방식

이 나타나고 있으나 물체삽입에 대한 작업 성공개수는 그래픽 원격 지원모

듈을 적용한 방식에서 대부분의 실험자들이 많은 수의 물체를 원통에 정확

하게 삽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4는 본 적용실험별 실험자들의 

평균 작업시간을 비교한 것으로 본 연구의 개발결과가 좀더 효율적임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림 65는 적용실험별 실험자들의 작업성공률을 비교한 것으

로 영상만을 보는 것 보다 그래픽 시뮬레이션이 있으면 좀더 성공률이 높아

지고 있어 3차원 그래픽 가상환경이 좀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원

격작업자에게 정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원격 작업자를 위한 그래픽 지원 모듈이 

실무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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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적용실험별 평균 작업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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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적용실험별 작업 성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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