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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PRIDE 원격 서보조작기 제어시스템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Pyroprocess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공학규모 파이로 일관공정 cold

연구시설인 PRIDE 시설이 개발되고 있다. PRIDE 시설 내에는 공정운전을 위해

완전한 기밀이 요구되는 아르곤 분위기의 셀이 건설되며, 이곳은 작업자의 직접

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모든 공정운전 및 장치 유지보수 작업들이 마스터-슬

레이브 원격조작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개발의 목적은 PRIDE 원격취

급 장비인 천정이동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제어시스템과 이를 운용하기 위한 소프

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양팔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 마스터 조작기 벽면 이송장

치, 슬레이브 조작기 천정이동장치, 체인 호이스트, 카메라 시스템, 시각 디스플레

이 시스템, 매뉴얼 콘솔, 팬던트 등의 하드웨어 시스템을 통합하는 제어시스템의

설계, 제작 및 인터페이스를 다룬다. 또한 양방향 힘반영 제어기가 마스터-슬레이

브 원격운전을 위해 개발되었다.

Ⅳ.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물들은 다음과 같다: (1)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 제어를 위한 주 제어반, 제어회로, 조작패널 등에 대한 설계 데이터, (2)

효율적인 원격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이동형 운전 디스플레이 시스템, (3) 케이블

탄성과 진동모드를 고려한 힘반영 제어기.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물들은 PRIDE 시설의 주요 유지보수장치인 천정이

동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힘반영 제어에 직접 적용될 예정이며, 고하중

조작기나 공정자동화 장비의 제어시스템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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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Development of a Control System for PRIDE Remote

Servo-manipulator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KAERI is developing the PRIDE(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 to verify the integrated performance of full

Pyroprocess flow. A main process cell in the PRIDE facility will be filled with

argon gas which prohibits direct access by human operators. Therefore, all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process equipment is performed remotely

through a master-slave manipulation.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a control

system and its driving software for the remote operation of a

bridge-transported master-slave servo-manipulator system.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design, fabrication, and interface of a control

system which integrates several hardware systems such as a dual arm

master-slave servo-manipulator, a horizontally moving transporter for a

master manipulator, a bridge transporter for a slave manipulator, a chain hoist,

camera systems and their display system, a manual console, and a pendant,

etc. Also, bilateral force-reflection controller has been developed for

master-slave remote manipulation.

Ⅳ. Result of Projec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1) engineering data of a main

control rack, control circuits, control panels used for the control of a

brideg-transported servo-manipulator system, (2) portable operation-display

system for an effective remote operation, (3) a force-reflection controller

considering an elasticity and vibration modes of wire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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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will be applied for the force-reflection

control of the bridge-transported master-slave servo-manipulator system for

use in the PRIDE facility. Since the study in this project is an essential work

in robotics related fields, the results would be widely used for developing

power manipulators and process automation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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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사용후핵연료 건식처리공정인 Pyroprocess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PRIDE(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시설이 건설 중이다.

PRIDE 시설 내에는 Pyroprocess 공정 운전을 위해 아르곤(Argon) 가스로 채워

지고 완전히 밀폐된 작업 셀이 있으며, 작업 셀 외부에 운전지역이 위치한다. 아

르곤 셀은 길이 40.3 m, 폭 4.8 m, 높이 6.432 m의 제원을 갖으며, 전면에는 34조

(1조는 through-tube로 연결된 마스터-슬레이브 기계식 조작기 1set를 의미함)의

벽고정형 기계식 원격조작기(manipulator)가 설치된다.

그림 1-1. PRIDE 시설 아르곤셀 Frame 구성도

중대형 핫셀에서는 일반적으로 차폐창 근접지역의 작업을 위한 벽고정형 기계

식 조작기외에도 이의 작업영역을 벗어난 공간의 작업을 위한 천정이동 서보조작

기가 별도로 설치된다. PRIDE 시설에서도 셀 및 공정장치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천정이동 서보조작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PRIDE 운전/

유지보수용 천정이동 서보조작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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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는 PRIDE 시설의 아르곤 셀에 설치되는 공정장치들에 대한 원격 운

전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원격취급 시스템을 보이며, 크레인, 벽고정 기계식 조

작기(MSM, 그림 미표시),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BDSM: Bridge transported

Dual arm Servo Manipulator), 제어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1-2. PRIDE 시설 원격취급 시스템 구성

마스터-슬레이브 원격제어는 조작자가 조종하는 마스터 서보조작기의 움직임이

제어기를 통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어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에 지령됨으로써 마

스터 및 슬레이브 서보조작기가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천정이동 양팔 마

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제어 및 인터페이스 대상은 아래의 주요 구

성 요소들을 포함한다.

1) 15축으로 구성된 양팔 마스터 서보조작기 구동부(encoder type servo

motor),

2) 15축으로 구성된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구동부(resolver type servo

motor),

3) 5 stage telescopic tubesets가 장착된 3축 슬레이브 천정 이동장치 및 2축

마스터 이동장치,

4) 500 kgf 용량의 2축 호이스트(motor driven trolley type) 및 팬던트

(p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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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슬레이브 천정 이동장치 구동부 이중화 구성을 위한 클러치 6 EA,

6) 3D 카메라 1대를 포함한 총 5대의 팬-틸트-줌 카메라 및 컨트롤러,

7) 서보조작기, 천정 이동장치 및 카메라 제어를 위한 매뉴얼 콘솔,

8) 천정 이동장치의 Jog 운전을 위한 간이형 팬던트

9) 서보조작기 및 천정 이동장치의 운동 제한을 위한 limit switch 28 EA

본 보고서에서는 제어 대상이 되는 시스템인 마스터-슬레이브 양팔 서보조작기

및 이의 이동장치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고, 제어시스템의 상세 설계, 제작 및 기

본적인 운전 시험에 대한 결과들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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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제어 대상 시스템 개요

제 1 절 양팔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

1. 양팔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

그림 2-1은 개발된 양팔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가 시험동에 설치된 모습

을 보인다. 양팔 서보조작기의 이동장치는 현재 제작 중에 있으므로 서보조작기

의 구동 시험을 위해 양팔 연결부 모듈을 임시 철골 구조물에 설치하였으며, 이

동장치의 제작이 완료된 후 이전하여 설치할 예정이다.

그림 2-1. 마스터-슬레이브 양팔 서보조작기 시제품

개발된 마스터 및 슬레이브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1].

∙마스터 및 슬레이브 서보조작기는 한 팔당 말단장치(end-effector) 운동을 제외

한 6자유도를 갖는다. 또한 슬레이브 서보조작기는 한 팔당 25 kgf의 하중을

연속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마스터 조작기는 5 kgf까지의 작업력을 조작자

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다. 그림 2-2는 상부팔(upper ar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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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팔(forearm)의 2개 링크와 shoulder joint, elbow joint, wrist joint의 3개

회전 조인트 구성된 6자유도의 양팔 마스터 및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외형 및

구성을 보이며, wrist joint에는 말단장치가 결합된다. 각 조인트의 회전 범위는

표 2-1과 같다. 양팔 서보조작기는 그림 2-3과 같은 기구학 좌표계로 모델링하

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구해석과 동해석 등을 수행하였다.

(a) 양팔 마스터 서보조작기 (b)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그림 2-2. 양팔 서보조작기 회전 조인트 구성

 Degree of freedom 6 + gripper/handle

 Load capacity 250 N (continuous)

 Force reflection capacity 50 N (continuous)

 Upper 
arm

 incline (q1) ± 45°

 rotation (q2) ± 45°

 Forearm 
 incline (q3) ± 45°

 rotation (q4) ± 180°

 Wrist 
 incline (q5) +50 ~ -140°

 rotation (q6) ± 180°

 Grip distance 0~100 mm

표 2-1. 서보조작기 설계 Spec.

그림 2-3. 양팔 조작기 기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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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케이블 구동 조작기는 관절 운동시 케이블이 풀리에 감기는 양이 변

화하여 모션 간섭(motion coupling) 발생된다. 개발된 조작기는 그림 2-4와 같

이 모션 간섭량을 이동 풀리를 통해 흡수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한 관절의 운

동이 타 관절의 운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하부팔이  만큼 회전

시 풀리 P2 및 P7을  만큼 수평 이동시킴으로써 식 (2-1)과 같이 모션 간

섭이 제거된다.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오동작을 줄일 수 있으며, 부품의 내구

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1].

∆  ∆  ∆  ×


    (2-1)

(a) 모션 비간섭 elbow joint 개념도

q q
2
rq

r

qq

P5 P7 P6

Decoupling link

q q
2
rq

r

qq

P5 P7 P6

Decoupling link

(b) 풀리 선형이동 개념도

(c) 모션 비간섭 elbow joint 외형

그림 2-4. 모션 비간섭 Elbow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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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조작기는 조작자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케이

블과 기어가 최적의 비율로 혼합된 감속비를 구성하여 구동부가 높은 역구동성

(backdrivability)을 갖도록 하였다.

∙개발된 서보조작기에서 상부팔과 하부팔은 링크의 길이가 길어 큰 질량 불균형

이 발생하며, 불균형 질량은 조작기 구동부의 용량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이를

운용하는 작업자의 피로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된다. 카운터 밸런싱 설계는 위

치에너지 해석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그림 2-5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하부팔의

피치 운동과 상부팔의 롤 운동은 균형질량 를 사용하여 밸런싱을 잡고, 전체

팔의 피치 운동에 대해서는 구동부 모듈의 질량 의 위치를 조절하여 무게

균형을 유지시킨다. 평형 상태에서 위치에너지가 일정하므로 n-자유도를 갖는

다관절 기구에서 일반좌표계로 표현된 위치에너지  ⋯ 가 주어졌을

때, 


     ⋯ 을 만족하면 이 기구는 질량 평형상태를 유지한다. 따

라서 설계 계산치로 주어지는  ,  ,  ,  , 를 활용하여  ,  , 의

값을 결정하면 3자유도 운동에 대한 완벽한 무게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최적화

결과 하부팔의 경우 무보상시에는 2.195 kgf-m의 불균형 모멘트가 존재하였으

나, 보상 후 0.063 kgf-m 이내의 불균형 모멘트만 갖게 되었으며, 상부팔의 경

우 0.023 kgf-m 이내의 불균형만이 존재하였다.(그림 2-6, 2-7).

그림 2-5. 3축 카운터 밸런싱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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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하부팔 카운터 밸런싱

그림 2-7. 상부팔 카운터 밸런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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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과 같이 양팔 서보조작기는 천정이송장치와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해

결합되어 있어 한 팔씩 원격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분리된 곳에는 그림 2-9와

같이 특수한 목적의 다양한 툴들을 원격으로 탈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천정이송장치는 텔레스코픽 튜브를 완전히 접어서 트롤리와 같이 분리하

여 유지보수 셀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2-8. 서보조작기 인터페이스 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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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Manipulator Grapple Device

End-Effector Grabber

Hook Gripper

그림 2-9. 천정이동장치에 인터페이스 가능한 특수 공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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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제어 대상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한 팔은 표 2-1과 같은 7자유도 운동을 위해 서보모터

가 사용되며, 양팔 설치부 모듈의 전체 회전이 가능하므로, 총 15축의 서보 제어

가 필요하다. 조작기를 구동하는 서보모터는 Tamagawa 사의 resolver가 장착된

3상 BLDC 모터이다. Resolver는 encoder에 비해 노이즈에 강하고 내고장성이 우

수하므로 공정 셀 내부에서 사용되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구동부의 내구성을 높

이기 위해 선택하였다. 서보모터는 급작스런 정전이나 예기치 않은 동작이 발생

되는 즉시 관절 운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 장착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전달 동력이 상대적으로 큰 1-3축의 조작기 관절부의 회전각 제한(+ 및 - 리밋

설정)을 위해 limit switch를 사용한다.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구동부의 회로 배선 개념은 그림 2-10과 같다. 제어기의

출력은 모션 컨트롤 보드의 DA 모듈을 통해 서보 모터에 토크 지령값으로 인가

되며, 카운팅 회로로 모터의 회전각을 측정한다. 슬레이브 한 팔을 구동하는 총 7

개 모터의 전원 및 신호선들을 각각 하나의 케이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특수한

케이블을 설계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2-10.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구동부 배선 개념도

슬레이브 각 조인트 구동에 사용되는 서보모터의 사양은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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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o Motor
Servo Driver 비고

Model 출력(W) 토크(Nm)

Joint 1 TS4614 N8000 E200 750 2.39 TA8110 N744 E144 brake

Joint 2 TS4609 N8000 E200 400 1.27 TA8110 N743 E139 brake

Joint 3 TS4609 N8000 E200 400 1.27 TA8110 N743 E139 brake

Joint 4 TS4609 N8000 E200 400 1.27 TA8110 N743 E139 brake

Joint 5 TS4609 N8000 E200 400 1.27 TA8110 N743 E139 brake

Joint 6 TS4609 N8000 E200 400 1.27 TA8110 N743 E139 brake

Joint 7 TS4606 N8000 E200 100 0.318 TA8110 N744 E144 brake

표 2-2. 슬레이브 서보 구동부 사양

마스터 서보조작기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와 동일한 기구적 구성을 갖고 있어

총 15축의 서보 제어가 필요하다. 조작기를 구동하는 서보모터는 Tamagawa

OEM 제품으로 브레이크가 없는 encoder가 장착된 BLDC 모터이다. 모든 관절

조인트 운동의 상한 및 하한 지점에 기계식 스토퍼가 장착되어 있으며, 조작자가

직접 운전하면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전기적 limit switch는 장착하지 않았다.

마스터 서보조작기 구동부의 회로 배선 개념은 그림 2-11과 같다. 모션 컨트롤

보드의 DA 모듈을 통해 서보 모터에 토크 지령값을 인가하며, 카운팅 회로로 모

터의 회전각을 측정한다. 구동부 전원 및 신호선들은 관리하기 용이하도록 특수

한 케이블을 설계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2-11. 마스터 서보조작기 구동부 배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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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조작기 각 조인트 구동에 사용되는 서보모터의 사양은 표 2-3과 같다.

Servo Motor
Servo Driver 비고

Model 출력(W) 토크(Nm)

Joint 1 CSMT-04BR1ANT3 400 1.27 CSD3-04BX2 w/o brake

Joint 2 CSMT-02BR1ANT3 200 0.64 CSD3-02BX2 w/o brake

Joint 3 CSMT-02BR1ANT3 200 0.64 CSD3-02BX2 w/o brake

Joint 4 CSMT-02BR1ANT3 200 0.64 CSD3-02BX2 w/o brake

Joint 5 CSMT-01BR1ANT3 100 0.318 CSD3-01BX2 w/o brake

Joint 6 CSMT-01BR1ANT3 100 0.318 CSD3-01BX2 w/o brake

Joint 7 CSMT-01BR1ANT3 100 0.318 CSD3-01BX2 w/o brake

표 2-3. 마스터 서보 구동부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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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서보조작기 이동장치

1. 마스터 서보조작기 벽면 이동장치 개요

마스터 서보조작기 벽면 이동장치는 그림 2-12와 같이 PRIDE 시설의 아르곤

셀 외부 벽면을 주행하는 X축 구동부와 벽면 전후로 250 mm 이동이 가능한 Y

축 구동부로 구성된다. Y축 이동은 조작자가 작업하기 편한 위치로 마스터 조작

기를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며, 또한 동일 벽면상에 설치되는 기계식 조작기와 교

차하여 이동하는 경우 간섭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마스터 벽면 이동

장치는 Jog 구동에 의한 속도 모드로 운전되며, PLC 프로그램을 통해 4가지의

미리 설정된 속도(1x ～ 4x)로 다단 운전이 가능하다. 속도는 PLC의 아날로그

출력값을 조절하여 가변시킬 수 있으며, 모터 속도 범위이내에서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다. 구동 모터의 정회전 및 역회전은 Manual console 및 Pendant에 설치된

push button으로 구동되며, 속도 설정은 Manual console 및 Pendant에 설치된 4

단 selector switch를 사용하여 조절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였다. 속도 조정

용 selector switch는 슬레이브 천정이동장치와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림 2-12. 벽면이동 마스터 서보조작기 구성 및 3D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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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서보조작기의 독립적인 분리를 위해 그림 2-13과 같이 조작기와 벽면

이동장치 사이의 연결부에 커넥터를 설치하였다. 마스터 서보조작기에 설치된 7

축 서보모터의 파워 및 신호 케이블은 표 2-4와 같은 커넥터를 통해 조작기 몸체

상부의 인터페이스에서 연결 또는 분리된다. 또한 양팔 마스터 서보조작기 및 조

작기 회전부의 15축 서보모터 및 엔코더 케이블은 8개의 케이블로 모아져 Y축

케이블 베어로 연결되며, Y축 케이블 베어에 설치된 케이블은 X축 케이블 베어

를 거쳐 통합 제어반의 서보모터 드라이버로 연결된다. Y축 케이블 베어와 X축

케이블 베어 사이에는 HDD connector를 설치하여 케이블 설치시 또는 케이블

베어 유지보수시 편의성을 갖도록 제작하였다. 마스터 X-Y 천정이동장치의 각

구동축은 리밋 스위치에 의해서 동작이 제한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였다.

그림 2-13. 마스터 서보조작기 커넥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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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model 허용 전류 핀 배열 비고

motor

power

SRC6A21-16S

SRC2A21-16P
5A

motor

signal

SRC6A21-26S

SRC2A21-26P
5A/10A

power
H-DD 72 SCM

H-DD 72 BCM
10A

signal
H-DD 108 SCM

H-DD 108 BCM
10A

표 2-4. 벽면이동 마스터 서보조작기 시스템 커넥터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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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천정이동장치 개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천정이동장치는 그림 2-14와 같이 PRIDE 시설의 아르곤

셀 내부에서 운용되며, 크레인과 같이 레일위에 설치된 거더 및 트롤리의 X 및

Y 방향 운동을 갖으며, 추가로 5단의 텔레스코픽 튜브셋(telescoping tubeset)의

Z 방향 운동을 통해 슬레이브 서보조작기를 셀 내부 공간상의 임의 위치로 이동

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2-14.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천정이동장치 구성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각 팔에 설치된 7축 서보모터의 파워 및 신호 케

이블은 표 2-5와 같은 push-pull 형태의 커넥터(LEMO, FAG/EEG 5B,

non-latching)를 통해 조작기 몸체 상부의 인터페이스에서 연결 또는 분리된다.

서보조작기를 천정이동장치에 부착하는 경우 그림 2-8과 같은 별도의 수직 리프

트 장치가 사용되며, 분리시에는 조작기의 중력방향 하중을 이용하여 기계식 조

작기의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원격으로 장탈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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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model 허용 전류 핀 배열 비고

motor

power

FAG.5B.330.CYC

EEG.5B.330.CYM
8A

motor

signal

FAG.5B.350.CYC

EEG.5B.350.CYM
6A

표 2-5. 천정이동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시스템 커넥터 사양

양팔 슬레이브 조작기의 서보모터 및 5대의 카메라 케이블은 총 6개의 케이블

(서보조작기 파워 2EA, 서보조작기 신호 2EA, 3D 카메라 파워 및 신호 1EA, 2D

카메라 파워 및 신호 1EA)로 모아져 케이블 관리 시스템을 거쳐 Y축 케이블 베

어로 연결되는데, 이 연결부(트롤리 박스에 고정됨)에 HDD Y connector를 사용

함으로써 트롤리 박스를 전기적으로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 HDD Y connector

로부터 연장되어 Y축 케이블 베어에 설치된 케이블은 HDD X connector에서 다

시 분리/결합될 수 있으며, X축 케이블베어를 거친 후 커넥터 연결부에서의 아르

곤가스 누출을 방지하는 Feed-through를 거쳐 통합 제어반의 서보 드라이버 및

카메라 컨트롤러로 연결된다.

슬레이브 X-Y-Z 천정이동장치는 Jog 구동 방식으로 속도 모드로 운전되며, 4

가지의 미리 설정된 속도로 다단 운전이 가능하다. 구동 모터의 정회전 및 역회

전은 Manual console 및 Pendant의 push button으로 구동되며, 속도 설정은

Manual console 및 Pendant에 설치된 4단 selector switch를 사용하여 조절되도

록 회로를 구성하였다.

슬레이브 X-Y-Z 천정이동장치의 각 축은 구동 모터의 고장시를 대비하여 여

유분의 구동 모터가 추가로 장착되어 있으며, 클러치 제어를 통해 비상시에 여유

모터를 구동시켜 유지보수 위치로 천정이동장치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그림 2-15

와 같이 회로를 구성하였다. 또한 슬레이브 X-Y-Z 천정이동장치의 각 구동축은

리밋 스위치에 의해서 동작이 제한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고 배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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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천정이동장치 이중화 개념도

호이스트는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와의 협조작업 또는 500 kg 이내의 장치

의 이송에 사용하고자 천정이동장치의 거더 측면에 설치된다. 선정된 호이스트는

모노 레일(mono-rail) 이동형 체인 호이스트로 CM10050DL(H:5m) 모델을 선정하

었다. 호이스트 체인의 최대 견인 속도는 분당 10 m로 저속과 고속 운전이 가능

하다. 호이스트 제어기의 구성은 크게 제어반 분리형과 제어반 일체형 등 2가지

방식이 있다. 제어반 분리형은 호이스트 제어반을 외부에 설치하고 전원선, 제어

선, 브레이크선, 리밋 스위치 선 등 모든 전기 케이블들을 제어반에서 호이스트까

지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총 39 가닥(전원선 16, 팬던트 제어선 15, 브레이크선

4, 리밋 스위치선 4)의 전선을 제어반에서 호이스트까지 연결해야 한다. 반면에

제어반 일체형은 전원선(4선), 팬던트 제어선(15선)만 연결하면 되며, 브레이크 및

리밋 스위치는 일체형 제어반 내에서 처리가 되므로 별도로 연결할 필요가 없다.

케이블 구성을 단순화하기 위해 호이스트와 제어반 일체형 모델을 적용하였다.

제어용 팬던트는 그림 3-16 (b)와 같이 6 POINT push button controller를 적

용하였다. Horn, E.S.B, up/down, east/west 등 6가지 버튼으로 구성되며 SISO

방식의 버튼 스위치를 사용하여 기계적인 interlock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 인터페이스의 편이성을 위해 제공되는 팬던트 대신에 별도의 팬던트를 제작

하여 호이스트를 제어한다. 이에 따라 기계적인 방식 대신에 릴레이를 사용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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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방식으로 interlock을 구성하였다.

(a) 호이스트 (b) 제어용 팬던트

그림 3-16. 모노 레일 호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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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원격 서보조작기 제어시스템 하드웨어

제 1 절 주 제어반

1. 구성 개요

원격 서보조작기 제어시스템 하드웨어는 그림 3-1과 같이 PC 기반의 모션 컨

트롤 보드와 서보 드라이버 등으로 구성된다. 양방향 힘반영 제어(bilateral force

reflection control)가 필요한 마스터 및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구동부는 토크지령

모드로 제어된다. 반면에 마스터 이송장치, 슬레이브 이송장치 및 호이스트는 PC

와의 연계성을 없앰으로써 전원 공급 즉시 운전이 가능하도록 속도 모드로 제어

되며, PLC를 사용하여 다단 운전이 가능하도록 회로가 구성되었다.

관절 회전각을 측정하기 위해 마스터 서보조작기는 엔코더, 슬레이브 서보조작

기에는 레졸버가 장착된 서보모터를 사용하였다. 서보조작기 및 천정이동장치의

각 축은 기구적 스토퍼와 함께 리밋 스위치를 설치하여 과도한 동작을 방지한다.

그림 3-1. 천정이동 서보조작기 제어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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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서보조작기 제어시스템의 주 제어반(main control rack)은 그림 3-2와 같

이 설계 및 제작되었다. 주 제어반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전원공급장치, 노이즈 필

터, 35축 서보 드라이버, 릴레이 모듈, I/O 모듈, 제어용 PC, Pan/Tilt 제어기, 스

위치 패널, 카메라 제어기 및 데이터 수집 장치 등을 포함한다. 조작자의 작업성

및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 스탠드형과 데스크형이 연결된 형태를 채택하였다.

(a) 주 제어반 정면도(2D) (b) 주 제어반 측면도(2D)

(c) 주 제어반 3D 모델 (d) 주 제어반 제작/배선 모습

그림 3-2. 주 제어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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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주 제어반 전원 회로도

2. 전원 공급 모듈

전원 공급 순서는 시스템의 안전을 고려하여 그림 3-3과 같이 순차적으로 동

작하도록 회로를 구성하였다. 주 제어반 후면의 배선용 차단기(Molded Case

Circuit Breaker(MCCB), ABS203B 125A)를 켜면 장치 전면의 전원 스위치를 작

동시킬 수 있다. 전원 공급 모듈은 3가지로 나누어 고려하였다: 1) 주전원(main

power) 공급 모듈, 2) 제어기 전원 공급 모듈, 3) 모터 드라이버 전원 공급 모듈.

최상위 모듈인 주전원이 공급 되어야 제어기와 모터 드라이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으며, 제어기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만 모터 드라이버 전원 공급이 가능하

다. 반대로 모터 드라이버 전원을 끄지 않으면, 이의 상위 모듈인 제어기 전원을

끌 수 없다. 만약 제어시스템이 동작하는 상태에서 메인 전원의 공급이 차단될

수 있다면 마스터-슬레이브 원격 운전중인 제어시스템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

어의 이상동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위한 조치이다. 그림 3-4는

주 제어반에 전원 공급모듈이 설치된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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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주 제어반 전원 회로

그림 3-5는 주 제어반의 전원 공급 스위치 패널을 보여주는데, 그림 3-6과 같

은 릴레이 회로를 통해 전원 공급 및 차단 시퀀스 동작이 구현되었다. MAIN ON

스위치를 누르면 MC1이 동작하게 되고, 그림 3-3의 회로와 같이 3상 전원이 하

위 모듈에 연결된다. PC ON을 누르게 되면 릴레이 R1이 동작하게 되고, 이 경우

에만 BDSM ON 스위치가 유효하다. BDSM ON 스위치가 눌리면 릴레이 R2가

동작하게 되어 서보 모터 드라이버에 전원이 공급된다. 이때 R2는 PC ON 스위

치를 동시에 차단시켜 BDSM OFF 이전에 PC OFF가 되지 않는다. 테스트 결과

전원 공급 및 차단 시퀀스 동작이 이상 없이 작동하였다.

그림 3-5. 주 제어반 전원 공급 스위치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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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주 제어반 전원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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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구축 사례

ORNL은 고준위 방사선 구역인 SNS(Spallation Neutron Source) 중성자 조사

실의 유지보수를 위해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을 개발하여 2005년 설치

완료하고 현재 실증 중에 있다[2]. 차폐창(shielded window)을 통한 직접적인 시

각은 제한적이므로, SNS target facility 핫셀 내부에는 그림 3-6과 같은 다수의

카메라 시스템들이 배치되었다. 설치된 카메라 시스템은 다음의 4가지 역할로 분

류된다[3].

1) Facility wall-mounted cameras and lights

2) Bridge-mounted cameras and lights

3) SM-mounted cameras and lights

4) MSM workstation cameras and lights

그림 3-6. SNS Target Facility 카메라 시스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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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셀 전체 시야 확보용 카메라들은 최대한의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 pan-tilt-

zoom 기능을 갖고 있으며, 셀 내 주요 위치에 설치되었다. 벽부착 카메라들은 브

릿지 크레인과 서보조작기 이동장치 브릿지의 이동 제어를 위한 시각을 제공한

다. 이 카메라들은 서보조작기로 유지보수 할 수 있으면서 가능한 높은 위치에

설치되었다. 브릿지 설치(bridge-mounted) 카메라들은 크레인 후크와 서보조작기

이동장치의 제어를 위한 시야를 제공하며, 또한 서보조작기 운전자를 위한 보조

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서보조작기 작업 시각은 서보조작기에 부착된 3대의 카메

라들로부터 제공된다. 2대의 카메라는 양팔 서보조작기 암(arm) 상부에, 1대는 2

개 암 중앙 하부에 설치되었으며, 각 카메라에는 75W의 halogen light가 설치되

었다. 이 카메라는 서보조작기 운전자에게 주 시각을 제공하게 된다.

그림 3-7. SNS 원격취급용 서보조작기 및 카메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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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취급 작업에서 가장 강력한 툴은 작업자로, 카메라 시스템들로부터의 시

각 이미지들은 작업자가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제어실은 21대의 비디

오 디스플레이로 구성되며, video matrix는 임의의 19개 비디오 라인들로부터 원

하는 디스플레이장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비디오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아

키텍쳐 및 구성은 그림 3-8과 같다.

그림 3-8. 핫셀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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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IDE 카메라 시스템 구성 및 특징

원격조작에서 작업환경에 대한 시각인지성은 효율적인 원격작업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항목이다. PRIDE 시설 아르곤 셀 내부에 설치된 다수의 Pyro 공정장치

들에 대한 작업 영상을 효과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그림 3-9와 같이 2D 카메라 4

대와 3D 카메라 1대로 시각시스템을 구성 배치하였다. 천정이송장치의 이동에 따

라 시설 내부의 전체 공간에 대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거더(girder) 양쪽 끝

에 2D 카메라를 1대씩 설치하였다. 또한 조작기 작업영상을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가 설치된 프레임 양단에 2D 카메라를 1대

씩 장착하였으며, 중앙부에 3D 카메라를 장착하였다.

그림 3-9. PRIDE 시설 아르곤 셀 내부 카메라 배치

카메라 영상들에 대한 디스플레이, pan/tilt 및 영상 제어를 위해 운전 디스플레

이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원격 운전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2D 카메라와 3D 카메라가 혼합된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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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카메라 4대의 영상은 LCD 모니터 1대에 선택적으로 분할영상 또는 독립영

상으로 디스플레이 될 수 있다.

∙별도로 제작된 카메라 컨트롤러의 통신 명령을 통해 모든 카메라의 pan/tilt 및

영상 제어가 가능하다.

∙3D 카메라 영상은 입체 디스플레이 기술을 통해 영상을 입체로 볼 수 있다.

∙3D 카메라 제어기는 Focus 제어, Convergence 제어, 영상 Format Controller

부분과 Pan/Tilt부분으로 나뉘어 개별 Control 된다.

3. 카메라 시스템

3D 카메라 시스템은 3D camera, scan doubler, control board, power supply,

shutter glasses 등의 요소 부품들로 구성되며, 각각의 특징을 요약하면 표 3-1과

같다.

구성 요소 특징

3D Camera

Human like 한 수평 이동 축 양안 입체 카메라 방식을

채택한 소형 입체 카메라로 수동 및 전동 주 시각 제어

기능을 지니고 있어 자연스러운 입체 영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입체 영상을 이용한 경우 2D 평면 영상에 비해

3배 ～ 7배 정도의 원격 작업 효율이 높아짐

Scan doubler
NTSC to VGA 출력으로 60Hz 입력 120Hz의 영상출력

으로 입체를 편안히 볼 수 있음

Control B/D
장거리 원격제어 방식으로 nOOn Camera의 주 시각 및

초점 제어를 수행

Power supply 카메라 전원(12 VDC) 공급

Shutter glasses

시차가 있는 좌우 화상을 순차적으로 번갈아 전환하여

양안에 제시하고 이것과 동기 시켜서 개폐하는 셔터안경

을 사용해서 입체시하는 방식

표 3-1. 3D 카메라 시스템 구성 요소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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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카메라의 기술 사양은 표 3-2와 같다.

2D / 3D Selectable

Stereo scheme Lens Horizontal Moving Axis(LHMA, V3i patent)

Focus / Convergence Remote Control / Manual Control

Sensor Lens 1/3 Dual CCD Dual Fixed Lens

Lens Space 28mm

Viewing Distance 28mm : 10cm~8m

Signal Standard NTSC

Video output Stereo out: Field Sequence, Top and Bottom, Side by side

Picture elements 720 (H) X 480 (V) X 2 / 30fps

Connectivity RS232, RS485

표 3-2. 3D 카메라 시스템 구성별 SPEC.

3D 카메라 시스템은 주시각 제어, 초점 제어, 영상 출력모드 전환이 가능하며,

수동 및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① 주시각 제어

- 주 시각 제어(감소/증가) 버튼은 누르고 있는 동안 원하는 만큼 이동을

하고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멈추는 방식으로 동작이 됨.

- 주 시각 감소 버튼은 근거리에 있는 물체를 보고자 할 때 사용

- 주 시각 증가 버튼은 원거리에 있는 물체를 보고자 할 때 사용

② 초점 수동 제어

- 초점 제어(감소/증가) 버튼은 누르고 있는 동안 원하는 만큼 이동을 하고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멈추는 방식으로 동작이 됨.

- 영상출력의 초점이 잘 맞지 않을 경우에 초점 증가 또는 초점 감소 버튼

을 사용하여 초점 제어를 수행

③ 영상 출력모드 변경

- 영상 출력 모드는 표 3-3과 같이 5가지 모드로 구성되며, 이의 전환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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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과 역 방향 2종류의 모드 전환 버튼을 눌러 1단계씩 순차적으로 전환

함.

- 정 방향 전환버튼은 영상출력 모드 1 -> 5 방향으로 전환되고, 역방향 전

환 버튼은 5 -> 1 방향으로 전환됨.

- 영상출력 모드를 설정하지 않으면 Mode 1 (Field Sequence Stereo)으로

자동 설정됨

Mode 1 Field sequence stereo (Default)

Mode 2 Interlace stereo

Mode 3 Side by side stereo

Mode 4 Left camera monitoring out (2D)

Mode 5 Right camera monitoring out (2D)

표 3-3. 영상 출력 모드

3D 카메라는 그림 3-10과 같이 다양한 방향의 시각정보를 얻기 위해 상용의

pan-tilt 장치에 부착된다. Pan-tilt 장치는 좌우 340°, 상하 ±60° 범위로 움직일

수 있으며, 초당 1°의 회전이 가능하다. 카메라의 제어는 약 1.2 km의 통신 거리

를 지원하고 N:N 통신이 가능한 RS-485 통신을 통해 원격으로 수행된다. 통신

프로토콜은 부록 2에 첨부하였다.

그림 3-10. Pan-tilt 장치에 부착된 3D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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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카메라 시스템은 총 4대의 pan-tilt-zoom 카메라, 디스플레이 장치, 제어 모

듈 등으로 구성된다. 카메라는 그림 3-9와 같이 천정이동장치의 거더 양쪽 끝단

에 2대,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몸체 상부에 2대를 설치하였다.

제어는 그림 3-11과 같이 매뉴얼 콘솔에 설치된 버튼들을 눌러 수행하게 된다.

3D 카메라의 경우 pan/tilt, focus, convergence, mode 설정 등을 제어할 수 있다.

2D 카메라의 경우 4대의 카메라를 최소의 버튼으로 제어하기 위한 설계를 수행

하였다. 각각의 카메라는 버튼 4개를 눌러 선택하며, 선택된 카메라에 대해

pan/tilt/zoom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카메라 선택 버튼을 길게 누르면 카메라는

초기위치(home position)로 이동한다. 또한 4개의 카메라 영상을 하나의 장치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2개의 제어 버튼을 사용한다. "MULTI"란 버튼을 누르면 4

대의 카메라 영상이 분할 영상으로 디스플레이 되며, "CH1-4"란 버튼을 누르면

누를 때마다 순환적으로 카메라 1번부터 4번까지 독립영상을 디스플레이 시킨다.

그림 3-11. 카메라 제어 버튼

그림 3-12는 전체 카메라 제어시스템의 구성을 보이며, 그림 3-13은 카메라 제

어콘솔 회로도를 나타낸다. 2D 카메라 4대의 영상은 LCD 모니터 1대에 분할영상

또는 독립영상으로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영상분할기를 사용하였다. 별도로

설계/제작된 카메라 컨트롤러는 통신 명령을 통해 모든 pan/tilt 및 영상 제어가

가능하다. 부록 3에 전체 카메라 시스템에 대한 PLC 제어 프로그램을 수록하였

다.



- 34 -

그림 3-12. 카메라 시스템 제어회로 구성도

그림 3-13. 카메라 제어 콘솔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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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는 마스터 및 슬레이브 이송장치, 호이스트 및 5대의 카메라를 제어

하기 위해 설계된 매뉴얼 콘솔(manual console)과 소형 팬던트(pendant)의 외형

의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의 주요 기능들을 수행한다.

∙서보조작기 및 이송장치의 운전/이상 상태를 표시한다.

∙마스터 이송장치 2축, 슬레이브 이송장치 3축, 마스터 및 슬레이브 조작기 몸체

부 회전 각 1축, 호이스트 2축에 대한 속도모드 Jog 운전한다.

∙서보조작기의 제어 모드(위치제어, 힘반영 제어)를 설정한다. 위치제어 모드에

서는 슬레이브가 마스터의 동작을 추종하며, 조작자에게 힘반영을 하지 않을

때 사용한다. 힘반영 제어시 힘반영 비를 선택할 수 있어 작업자의 느끼는 작

업력과 피로를 조절할 수 있다.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모션 비율(motion ratio)를 0.5 - 2배 사이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고속 작업 또는 섬세한 작업이 모두 가능하다.

∙카메라 5대에 대한 영상제어, pan/tilt 제어, 디스플레이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슬레이브가 취급하는 추가적인 공구에 대한 동작 제어스위치.

∙매뉴얼 콘솔의 동작 가능 및 해제, 시스템 비상정지 기능.

그림 3-14. Manual console 및 pendant 설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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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운전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그림 3-15와 같이 2D 및 3D 모니터, PCL

system이 내장된 카메라 제어기, manual console 및 pendant로 구성되며 이동식

카트 위에 설치하여 마스터 조작기의 이동에 따라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다. 또한 운전 디스플레이 장치는 전원 및 신호선을 쉽게 탈부착 할 수 있도록

커넥션 처리하여 이동성을 향상시켰다. 3D 모니터는 작업자가 편안히 볼 수 있는

각도로 경사지게 배치하였으며, 2D 및 3D 모니터의 높이는 조절이 가능하다. 카

메라의 영상신호는 주로 이동형 모니터링 장치에 장착되는 LCD 모니터에 입력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 LCD 모니터가 아닌 빔 프로젝터와 같은 대형 디스플레이

장치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3-15. 원격 운전 디스플레이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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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 시설과 같이 완전한 기밀이 유지되어야하는 셀 내부에 설치된 서보 구

동부는 제어시스템 전체가 셀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 전원선과 통신선만을 밀폐된

공간 내부로 연결하면 되므로, 케이블 배선이 아주 단순화된다. 하지만, PRIDE

시설에서는 서보 구동부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 이를 원격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

기 위한 툴이 마땅치 않으며, 설치 공간이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제어시스템은

외부의 운전 구역에 설치하고, 케이블 배선을 통해 서보 시스템을 구동하는 방식

을 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서보모터에는 전원케이블과 신호케이블이 일정 길이 연결되어 있

고, 그 끝단에 커넥터가 부착된다.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경우 한 팔당 7개

의 모터가 장착되며, 추가로 몸체 회전 및 천정이송을 위한 X-Y-Z 3축의 모터가

장착된다. 천정 이송장치 구동부는 고장발생시 유지보수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

도록 이중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서보모터의 수는 2배가 된다. 이러한

Argon-cell 내부에 설치되는 총 21축의 서보모터를 사용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파워 및 신호선을 합쳐 40가닥 이상의 케이블

이 필요하며, 구동부 전달 동력 제어를 위한 클러치, 리밋 스위치, 카메라 파워

및 제어부, 호이스트 구동부 등의 케이블이 추가되는 경우 케이블 수가 더욱 증

가한다. 케이블 수량이 증가할수록 케이블베어 시스템이 과도하게 커지게 되며,

커넥터 처리시 큰 공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능별로 그룹을 지어 케이블을

설계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케이블은 상시 허용전류, 전압강하, 곡률반경, 기계적 강도, 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며, 설계된 케이블 형상은 그림 3-16과 같으며 상세 제원은

부록 1에 수록하였다. 서보 구동부 전원선은 AWG 19, 신호선은 AWG 24로 설계

하였으며(그림 3-16 (a) & b) 참조), 절연은 TPE(Thermoplastic Elastomers), 바

인더(binder)는 폴리에스테르, 외피(out jacket)는 폴리우레탄(polyurethane) 재질

을 사용하여 케이블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신호선의 경우에는

트위스트 페어(twisted pairs)방식으로 설계함으로써 노이즈에 강하도록 하였다.

3D 카메라 및 2D 카메라 케이블은 각각 그림 3-16 (c)와 (d)의 2종류로 설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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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3D 카메라는 영상신호 전달을 위해 75Ω coaxial cable, 카메라 전원선(1

twisted pair, 0.34SQ), pan-tilt 제어선(4 twisted pairs, 0.34SQ)로 구성하였다.

2D 카메라는 하나의 케이블로 카메라 2대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도록 케이블을

설계/제작하였다. 영상신호 전달을 위해 2개의 75Ω coaxial cable, 카메라 전원선

(2 twisted pairs, 0.34SQ), 통신선(2 twisted pairs, 0.34SQ)로 구성하였다.

그림 3-16. 케이블 설계 사례

표 3-4는 천정이동 양팔 마스터-슬레이브 전체 시스템의 소비전력을 나타내며,

정격운전시 약 13 kW가 필요하다. 서보조작기의 모든 축들이 동시에 정격 이상

으로 움직일 빈도는 적지만 제어용 PC, 모션 컨트롤 보드, PLC, 카메라, 영상 분

할기, 모니터, 카메라 제어기 등의 추가 전원 및 전력 여유치를 고려하여 시스템

공급 전력은 20 kW 용량으로 적용하였다. 천정이동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케이블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전선들이 feed-through를 거쳐 운전지역의

제어시스템으로 연결된다.



- 39 -

　 전압

(V)

정격전류

(A)

축수

(양팔)

축별 소비

전력(W)

전체 소비

전력(W)
비고

슬레이브

1축 220 4.8 2 750 1500 AC3f

2-6축 220 3.3 10 400 4000 AC3f

7축 220 0.8 2 100 200 AC3f

몸체 회전 220 4.8 1 750 750 AC3f

이송장치 x 220 4.3 1 600 600 AC3f

이송장치 y 220 3.3 1 400 400 AC3f

이송장치 z 220 4.8 1 750 750 AC3f

마스터

1축 220 3.3 2 400 800 AC3f

2-4축 220 1.7 6 200 1200 AC3f

5-7축 220 0.8 6 100 600 AC3f

몸체 회전 220 1.7 1 200 200 AC3f

이송장치 x 220 3.3 1 400 400 AC3f

이송장치 y 220 0.6 1 50 50 AC3f

호이스트
y 220 　 1 1000 1000 AC3f

z 220 　 1 250 250 AC3f

클러치

x 24 1.46 2 35.04 70.08 DC

y 24 1.47 2 35.28 70.56 DC

z (정) 24 2.3 1 55.2 55.2 DC

z (역) 24 2.3 1 55.2 55.2 DC

합계 12,951

표 3-4.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 구동부 정격소비전력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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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설계된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슬레이브 천정이동장치, 양팔 마스

터 서보조작기, 마스터 벽면 이동장치, 호이스트, 운전 디스플레이 시스템으로 구

성되는 전체 시스템의 전원 및 신호 케이블의 배선도는 그림 3-17과 같다.

그림 3-17. 제어시스템 파워 및 센서 신호 흐름도

케이블베어는 천정이동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구동부로부터 연장된 케이블을 보

호하면서 장치의 이송에 따라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이드한다. 알르곤 셀

의 내외부의 길이는 40.3 m로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장거리형 케이블베어를 선

정하였다. 선정된 케이블베어는 롤러베어링 방식으로 가이드 함으로써 마찰력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이동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마찰면의 최소화로 분진 및 소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정하였다[4].

장거리형 케이블베어는 그림 3-18과 같이 3가지 형태의 패널이 결합되어 구성

된다. A-type 패널은 케이블 체인이 상하부에 모두 닿는 구간이며, B-type 패널

은 고정 브라켓(FEB)를 설치하는 구간이며, C-type 패널은 케이블 체인이 레일

판 위에 얹어져 상부에만 위치하는 구간이다. 고정부(fixing point)와 이동부

(moving point)의 끝단에는 tie-wrap을 설치하여 전선을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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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장거리형 케이블베어

Slave Y 케이블베어는 표 3-4와 같이 구성된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및 조

작기 부착 카메라 케이블을 보호하고 천정이동장치와 함께 이송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케이블 체인은 곡률반경이 가장 큰 슬레이브 신호선을 기준으로 선정하였

다.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직경의 5배로 제작되었으므로 케이블 체인의 곡

률반경은 케이블의 곡률반경 이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설계된 케이블

체인의 곡률반경은 110 mm로, 그림 3-19와 같이 외경이 큰 전선을 바깥쪽에 외

경이 작은 전선은 안쪽에 배치하였다.

순번 직경 (mm) 무게 (kg/m) 구성 수량 비고

1 18.1 0.589 0.75 SQ, 48 cores 3 slave power

2 19.2 0.492 0.34 SQ, 24 tw.pairs 3 slave signal

3 9.8 0.117 1 coax, 5 tw.pairs 1 3D camera

4 11.1 0.134 2 coax, 4 tw.pairs 1 2D camera

표 3-4. Slave Y cableveyor cable list



- 42 -

그림 3-19. Slave Y Cableveyor

Slave X 케이블베어는 표 3-5에 정리된 것과 같이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3D 카메라 1대, 2D 카메라 4대, 호이스트의 전원 및 신호 케이블을 보호하고 천

정이동장치 브릿지와 함께 이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Slave X 케이블 베어의 이

동구간은 약 40 m로 장거리형 체인을 사용한다. 케이블 체인은 곡률반경이 가장

큰 슬레이브 신호선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설계된 케이블 체인의 곡률반경은

110 mm로, 그림 3-20과 같이 외경이 큰 전선을 바깥쪽에 외경이 작은 전선은 안

쪽에 배치하였다.

순번 직경 (mm) 무게 (kg/m) 구성 수량 비고

1 18.1 0.589 0.75 SQ, 48 cores 3 slave power

2 19.2 0.492 0.34 SQ, 24 tw.pairs 3 slave signal

3 9.8 0.117 1 coax, 5 tw.pairs 1 3D camera

4 11.1 0.134 2 coax, 4 tw.pairs 2 2D camera

5 9.3 0.169 2 SQ, 4 cores 1 hoist power

6 11.2 0.240 0.75 SQ, 15 cores 1 hoist signal

표 3-5. Slave X cableveyor cabl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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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Slave X Cableveyor

Master Y 케이블베어는 표 3-6과 같이 양팔 마스터 서보조작기, 매뉴얼 콘솔,

카메라 영상 케이블을 보호하고 마스터 벽면 이송장치의 전후 방향 250 mm의

이동시 케이블을 보호하고 벽면 이송장치와 함께 이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케

이블 체인은 곡률반경이 가장 큰 마스터 신호선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설계된

케이블 체인은 그림 3-21과 같으며, 곡률반경은 90 mm로 설계하였다.

순번 직경 (mm) 무게 (kg/m) 구성 수량 비고

1 12.5 0.240 0.75 SQ, 15 cores 4 master power

2 14.8 0.304 0.3 SQ, 24 tw.pairs 3 master signal

3 5 0.1 1 coaxial 1 DVR-monitor

표 3-6. Master Y cableveyor cable list

그림 3-21. Master Y Cableve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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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X 케이블베어는 표 3-7과 같이 양팔 마스터 서보조작기, 벽면 이송장

치, 매뉴얼 콘솔, 카메라 영상 케이블을 보호하고 마스터 벽면 이송장치와 함께

좌우로 이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Master X 케이블 베어의 좌우 이동구간은 약

40 m로 장거리형 체인을 사용하였다. 케이블 체인의 곡률반경은 90 mm가 되도

록 그림 3-22와 같이 설계하였다.

순번 직경 (mm) 무게 (kg/m) 구성 수량 비고

1 12.5 0.240 0.75 SQ, 15 cores 4 master power

2 14.8 0.304 0.3 SQ, 24 tw.pairs 3 master signal

3 5 0.1 1 coaxial 1 DVR-monitor

표 3-7. Master X cableveyor cable list

그림 3-22. Master X Cableveyor

Master Y 케이블 베어는 표 3-8과 같은 규격의 호이스트 주행 및 리프트 체인

의 견인 전원 및 제어 신호선을 보호하고 호이스트와 함께 이송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호이스트 체인은 폭에 비해 높이가 높으므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그림 3-23과 같이 구성되는 장거리형 체인을 선정하였다. 케이블 체인의 곡률반

경은 전원 케이블의 곡률반경을 고려하여 90 mm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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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직경 (mm) 무게 (kg/m) 구성 수량 비고

1 9.3 0.169 2 SQ, 4 cores 1 hoist power

2 11.2 0.240 0.75 SQ, 15 cores 1 hoist signal

표 3-8. Hoist Y cableveyor cable list

그림 3-23. Hoist Y Cableve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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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원격 서보조작기 기본 운전시험

케이블 구동 서보조작기의 경우 힘 센서를 부착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

힘기준형(힘-위치) 제어기의 적용이 제한된다. 또한 링크 각도의 직접적인 측정이

불가능하고 대신 모터축의 회전각도만의 측정이 가능한 점도 제어기 설계 시 고

려해야 한다. 특히 슬레이브 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하여 이동에 제한을 받을 때

이 힘을 조작자가 느낄 수 있어야 하므로 적분형 제어기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

러한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그림 4-1과 같은 위치기준형(위치-위치) 양방향 힘반

영 제어기를 적용하였다[5]. 케이블 탄성과 진동 모드를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으며, 현재 실제 조작기 시스템에 적용하는 기본 운전시험 중에 있다.

1. 조작기 동적 모델링

케이블 구동 서보조작기 각 관절에는 Denavit-Hartenberg의 방법에 따라 좌표

계를 설정하였으며, 각 링크가 연성된 시변 비선형계이고 조작기의 운동 속도가

크지 않을 경우 코리올리스(Coriolis)와 원심력(centrifugal force) 항을 무시할 수

있으므로 운동방정식은 각 링크별로 표현할 수 있다.

























































(4.1)

조작기의 관성모델은 링크가 직렬형이므로 하부 링크가 상부 조인트의 관성으

로 작용하게 되며, 링크의 중력 토크는 하부링크의 무게가 상부 링크의 조인트에

불평형 토크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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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드해석 기반 힘반영 제어기

마스터-슬레이브 링크간 동력전달 및 운동방정식 모델에 기존의 비례-미분제어

기를 적용하면 폐회로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4.2)

 











   

   

   
   













   

   

   
   

 
























(4.3)

자유이동 상태라 가정하고, 마스터와 슬레이브는 동일한 기하학적, 동력학적 상

사의 경우에 Mode 해석을 수행하면 모드 형상(mode shape)이 그림 4-1과 같다.

기존 제어기에서 세 번째 모드와 네 번째 모드는 미분제어에 의해 감쇠 부여가

가능하지만, 첫 번째 모드와 두 번째 모드는 미분제어에 의해 감쇠 부여가 불가

능하므로 가제어성(controllability)를 부여하기 위해 그림 4-2와 같은 새로운 개념

의 힘반영 제어기를 개발하였다. 따라서 각 링크 결합체 (마스터 링크+마스터 모

터-슬레이브 모터-슬레이브 링크)에서 구동 모터에 가해지는 제어입력은 다음과

같으며, Feedback Control Input은 앞에서 유도한 출력되먹임 PD-제어를 적용하

며, 제어기 이득은 ∞ -제어를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Control Input = Feedback Control Input + Feedforward Control Input

ML
MM SM

SL

       
ML

MM SM

SL

              (a) 1'st mode                          (b) the 2'nd mode

그림 4-1. 모드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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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개발된 힘반영 제어기

Feedforward Control Input은 다음과 같이 중력에 의한 토크와 마스터와 슬레

이브 구동부의 마찰보상입력의 합이며, 마찰력의 크기는 실험에 의해 구할 수 있

으며, 각 링크에서 마스터와 슬레이브 모터에 가해지는 제어입력은 다음으로 표

현된다.

  ∈


   ∈


(4.4)

 
  


×

 ,  
,    ∆ 

 (4.5)

3. 힘반영 제어기 검증 시뮬레이션

조작기의 힘반영 제어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조작기는 6-자유도 회전 링크를

가지며, 각 링크의 동적 특성이 연성되어있고 비선형성을 가지는 그림 4-3과 같

은 통합 전산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다. 다물체 동역학 해석에 널리 사용되

는 ADAMS와 MatLab SimuLink를 결합한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ADAMS는 조

작기의 운동을 시뮬레이션하고, MatLab SimuLink는 제어기를 구현하며, 두 개의

별도의 프로그램이 연동되도록 구성하여 조작기 제어 성능을 실시간 Animation

을 통해 검증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conventional output PD-control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림 4-4

와 같이 제어가 불가능한 모드들이 존재하였으나, 동일한 초기조건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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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발된 모드해석 기반의 output PD-control을 적용한 경우 그림 4-5와 같이

감쇠 진동이 실현된다.

그림 4-3. Matlab Simulink-ADAMS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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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기존 제어기 링크 응답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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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개발된 제어기 링크 응답 특성

개발된 output PD-control을 적용하여 0.5 Hz 사인 운동을 마스터에 입력으로

가한 경우와 스텝응답을 마스터 입력으로 하였을 때 slave link의 추종 성능을 평

가한 결과, 그림 4-6 및 그림 4-7과 같이 슬레이브가 마스터 입력을 잘 추종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된 output PD-control에서 힘반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

행함. Slave Link가 고탄성 물체에 접촉한 후 이동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

Slave Link와 Master Link의 응답위치이 그림 4-8과 같으며, 조작자의 손에 전달

되는 힘(토오크)은 그림 4-9와 같다. 설정된 힘 반영비 0.1에 해당되는 힘이 정확

하게 조작자에게 전달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Master 조작기 - 제어기 - 슬레이브 조작기로 구성된 통합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및 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 새로 개발된 출력 PD-제어 방법의 성능이

기존 제어기에 비해 진동감쇠 성능, 위치 응답 특성 및 힘반영 특성에서 우수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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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Slave Link의 추종 성능

(0.5Hz Master Sinusoidal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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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Slave Link의 추종 성능

(Master Step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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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Slave Link가 고탄성 물체에 접촉시

Master와 Slave Link의 위치응답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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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Slave Link가 고탄성 물체 접촉시 힘반영 토크 특성 (힘반영비=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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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검증된 고감도 힘반영 제어기를 실시간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core module(DIO 모듈, 파라미터 관리 모듈, 이상 감지 모듈, 힘반영 제어 모듈

등)을 작성하고, 전체 시스템의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객체지향형 프로그램을 개

발하였다. 전체 35축의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 제어에 필요한 연산량이 상당히

크며 OS로 선정된 Window XP가 실시간 제어 환경이 제공하지 못하므로, 그림

4-10과 같이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높은 우선순위를 갖도록 제어 알고리즘을 구

성하였다.

그림 4-10. 실시간 제어 알고리즘 플로우 차트

원격 운전 프로그램은 그림 4-11에 정리된 것과 같이 시스템의 리소스를 관리

하며 조작자, 하드웨어 장치 및 내부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벤트들을 처

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기본적인 파라미터 값을 관리하며 시스템의 상태

를 파악하고 제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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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대표적인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다.

- 힘 반영비 설정

- 엔코더(레졸버) 1회전당 발생 펄스수

- 마스터 암 구동축의 감속비

- 슬레이브 암 및 이송장치 구동축의 감속비, 최대속도 및 동작범위 설정

- 마스터 암 및 슬레이브 암의 제어 게인

운영 프로그램이 모니터링하고 표시하는 시스템의 상태는 모터의 정상 여부,

각 구동축의 위치 및 속도, 리미트 센서의 작동 여부, 그리고 선택된 파라미터 값

이다. 모터의 상태(정상 혹은 고장)는 매뉴얼 콘솔에 부착된 LED를 통해서 표시

되며 나머지는 GUI를 통해 표시된다.

시스템 제어를 위해 운영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기능은 MMC 및 A/D 보드를

통해 입출력 되는 신호를 처리하고, 마스터 암과 슬레이브 암의 위치를 제어한다.

마스터 암의 위치 신호를 받아 슬레이브 암의 위치를 제어한다. 힘 반영을 위해

서는 반대로 슬레이브 암의 위치 신호를 받아 마스터 암의 위치를 제어하게 된

다. 또한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위해 오동작 신호가 시스템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하도록 처리한다.

원격운전 프로그램의 GUI는 그림 4-12와 같이 Config 모드, 힘반영 제어 모드,

모션 컨트롤 모드의 3개의 주요 화면으로 구성된다. Config 모드는 시스템에 필

요한 여러 파라미터 값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며, 힘반영 제어 모드는 마스터 서

보조작기의 각 관절의 위치를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각 관절이 추종하도록 제어

하는데 사용된다. 이때 마스터 암과 슬레이브 암의 위치 오차를 기준을 마스터

서보조작기의 각 관절을 구동시켜 조작자에게 힘을 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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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Operating Program

Parameter Setting System Monitoring Motion Control

• To set the control parameters for 
the slave arm and the master 
arm

• To set the kinematic parameters

• To set the maximum speeds of 
the slave for a jog motion and 
the transporter 

• To monitor the position and 
speed of the slave arm, the 
master arm, and the transporter

• To show the attitude of the slave 
arm by a graphic display

• To show the parameter values 
which have been selected

• To manage the embedded 
boards – MMC, A/D

• To control the slave arm for 
positional tracking

• To control the master arm for 
force reflection

• To treat errors for reliability

그림 4-11. 원격 운전 프로그램 수행 작업

                      (a) 힘반영제어부GUI (b) 제어파라미터설정GUI

그림 4-12. 원격 운전 프로그램 GUI

그림 4-13은 정현 입력에 대한 구동부의 추종 결과를 보이며, 그림 4-14는 작업

자가 마스터 조작기를 조종할 때 슬레이브 조작기의 추종 결과를 보여준다. 출력

비례-미분 제어기에 구동부 마찰을 보상하는 제어 출력을 추가함으로써 회전방향

에 관계없이 추종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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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정현 입력에 대한 구동

그림 4-14. 마스터지령-슬레이브 추종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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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PRIDE 공정장치들을 원격으로 운전 및 유지보수하기위해 사

용되는 천정이동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하드웨어적인 통합 인터페이스 구축 및 이

를 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다루었다.

PRIDE 원격 서보조작기 제어시스템은 양팔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 마스

터 조작기 벽면 이송장치, 슬레이브 조작기 천정이동장치, 체인 호이스트, 카메라

시스템, 운전 디스플레이 시스템, 매뉴얼 콘솔, 팬던트 등으로 구성된다. 제어 대

상 시스템에 대한 상세설계 및 상호간 통합 인터페이스, 그리고 원격 운전을 위

한 힘반영 제어 알고리즘의 개발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35축으로 구성된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에 대한 주 제어반, 제어회

로, 조작패널, 기구부 배선/결선도 등에 대한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통합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 효율적인 원격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이동형 운전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개발

하였으며, 특히 3D 카메라 영상은 입체 디스플레이 기술을 통해 조작자에게

현실감을 제공한다.

(3) 케이블 탄성과 진동모드를 고려한 힘반영 제어기를 개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효용성을 확인하였으며, 실시간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객체지향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PRIDE 원격 서보조작기 시스템 및 이의 통합 제어시스템은 금년도말까지 제

작을 완료하고, 2010년에는 성능시험을 거친 후 PRIDE 시설에 설치하여 원격운

전 및 유지보수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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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Cable 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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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D 카메라 제어 프로토콜

1) RS-485 통신 설정

- Baud rate : 19200 bps

- Data bit : 8 bit

- Parity bit : None

- Stop bit : 1

- Flow control : Hardware

2) RS-485 송신 명령어

명령어 첫 번째 명령어 두 번째 명령어 세 번째 명령어

기호 M F / R / S 1 / 2

설명 Move motor Forward / Reverse / Stop 주시각 / 초점

KEY1 : "MF1\r" 주시각 모터 멈춤 : "MS1\r"

KEY2 : "MR1\r" 주시각 모터 멈춤 : "MS1\r"

KEY3 : "MF2\r" 초점 모터 멈춤 : "MS2\r"

KEY4 : "MR2\r" 초점 모터 멈춤 : "MS2\r"

KEY5 : 비디오 출력 모드

"SF0\r" Sterep Format 0 (Field sequence)

"SF1\r" Sterep Format 1 (Interace stereo)

"SF2\r" Sterep Format 2 (Side by Side)

"VOL\r" Video Out Left

"VOR\r" Video Ou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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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메라 시스템 제어용 PLC 프로그램

1) DV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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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D camera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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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D camera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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