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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원격조작기는 원거리에 있는 물체, 손으로 직접 

조작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물체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조작기는 운용자가 조작하는 

마스터 조작부와 대상 물체를 조작하는 슬레이브 

조작부로 구성되며, 마스터 조작부의 운동을 슬레

이브 조작부가 재현하는 방식으로 구동된다.
본 연구자들은 길이 가변형 3-자유도 원격조작

기를 개발한 바 있다. 이 조작기에서 마스터부와 

슬레이브부 사이 동력 전달은 케이블을 이용한다. 
슬레이브 조작기에는 그립퍼가 설치되며, 조작부

의 핸들을 당기면 핸들과 그립퍼를 연결한 케이블

이 당겨지고, 그 결과 그립퍼가 닫힌다. 그러나 

이 케이블은 조작부의 회전에 따라 길이가 변화되

어 그립퍼가 일부 닫히는 문제가 존재한다. 본 연구

에서는 이 구동 케이블의 길이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케이블 안내기구를 설계하였다. 

2. 조작기 구조 및 케이블 안내기구 최적 설계

본 연구자들의 길이 고정형 원격조작기구는 Fig. 
1과 같이 우측의 조작기와 좌측의 그립퍼로 구성된

다. Fig. 2와 같이 마스터 조작부와 슬레이브 조작부

는 차동기어 구조를 갖으며, 꺾기와 회전이 

가능하고, 핸들과 그립퍼를 여닫을 수 있다

   . 꺾기운동을 하는 경우 그립퍼 구동 

케이블이 중간의 안내 풀리에 감기면서 당겨져 

핸들을 작동하지 않아도 그립퍼가 닫히는 현상이 

발생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를 고려한다. 
조작부와 그립퍼의 꺾기는 임의의 회전각에서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케이블 안내기구는 단

순한 도넛형상으로 설계하였다. 

 

Fig. 1 Remote manipulator

        

Fig. 2.Master and slave manipulator

Fig. 3은 조작부의 운동에 따른 그립퍼 구동 케이

블의 경로이다. 좌측의 두 원은 도넛형 케이블 안내

기구의 단면으로 반경이 이며, 몸체에 고정되어 

있다. 조작부는 점 를 중심으로 회전하며, 반경은 

이다. 안내기구 중심점은  , 점 와 조작기 회전 

중심점 사이의 거리는 이다. 만일 조작부가 점 

를 중심으로 의 위치에 있을 경우 점   까지의 

케이블길이는 회전각 에 따라 달라진다.
조작부가 만큼 회전한 상태에서 점 은 케이

블이 안내기구와 접하는 점이며, 는 점 의 각도

이다. 상부안내기구의 중심점 에서 점 까지의 

벡터 와 벡터 를 구하고, 직교 특성을 

적용하면 다음 식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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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able path according to rotation of manipulator

식 (1)에서 각도 를 구할 수 있으며, 점 에서 

점 까지의 케이블 길이 은  

      (2)

Fig. 4는 조작부 회전 반경이   , 풀리 

반경이   일 경우 길이 의 변화에 따른 

조작부 회전각 에서의 케이블 길이 L이다.   
인 경우 회전각 증가에 따라 길이가 증가하며, 회전

각이 일 때 최대길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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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able length according to angle of manip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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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 of cable length under optimal condition

이 결과를 이용하여 케이블 길이 변화의 최소화

를 위한 거리 를 MatLab을 이용한 수치해석적 

최적화 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설계결과 조

작부   이고, 그립퍼부   일 

때 길이변화가 가장 적었다.
Fig. 5는 이 조건에서의 조작부와 그립퍼부의 

케이블 길이이고, 조작부에서 그립퍼부까지의 총 

케이블 길이 변화는 Fig. 6와 같으며, 최대 

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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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otal change of cable length under optimal 
condition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원격조작기구에서 조작부과 그

립퍼의 회전에 따른 그립퍼 구동케이블의 길이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케이블 가이드의 형태와 

가이드의 설치 위치 결정방법을 제안하였다. 설계

의 단순화를 위해 도넛형태를 제안하였으며, 수치

해석 방법을 이용한 최적화 설계 결과 기존 방법의 

의 길이변화를 로 감소시킬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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