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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시뮬레이터를 위한 병렬형 모션 플랫폼의 적용
Application of a Parallel Motion Platform for Sports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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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항공기, 자동차 등의 가상 체감 및 훈련용 시뮬레

이터를 위한 모션플랫폼으로는 상부 이동플랫폼

(moving platform)에 선형 3자유도(Surge, Sway, 
Heave)와 회전 3자유도(Roll, Pitch, Yaw) 운동 모션

이 구현 가능한 병렬형 6자유도 가우-스튜어트 플

랫폼(Gough-Stewart Platform)의 변형 형태들이 제

안되어져왔다[1-2]. 가우-스튜어트 플랫폼은 고정

된 베이스 파트와 움직임이 발생하는 이동플랫폼

과 6개의 다리 형태로 선형 액추에이터를 배치하여 

구성되며, Fig. 1과 같이 자동차, 항공기, 보트, 바이

크 등의 다양한 체감형 탑승 모듈이 이동플랫폼에 

탑재되어 사용된다.
일반적인 직렬형 메커니즘과는 달리 병렬형 메

커니즘은 작업영역은 상대적으로 작으나 큰 가반

하중에 정밀 모션이 가능하고, 액추에이터를 베이

스에 배치하여 액추에이터의 관성을 줄일 수 있으

며, 추가적인 액추에이터를 장착하여 여유구동을 

이용한 플랫폼의 고강성과 고장극복(fault-tolerant) 
기능 등을 구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승마, 요트, 스키, 봅슬레이등과 

같은 다종목 확장이 가능한 스포츠 시뮬레이터를 

하나의 운동 플랫폼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스포츠 

종목의 운동 좌표계 위치를 분석을 통한 기구적으

로 공통 모션 플랫폼과 교환식 스포츠 모듈로 분리

하여 보다 체감성을 높인 스포츠 시뮬레이터 플랫

폼을 제안한다.

 

Fig. 1 Car and flight simulator with stewart platform

 2. 스포츠 종목의 운동자유도 분석

Fig. 2은 모션플랫폼으로 가상 체험이 가능한 

스포츠 종목들에 따른 운동 좌표계를 나타내고 

있다. 각 스포츠 종목을 사용자의 탑승 방식에 따라 

스탠딩형과 라이딩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스탠딩형 스포츠에는 스키, 스노우보드, 서핑 보드 

등이 있으며 운동 모션의 기준축이 사용자 아래에 

존재 하여 스포츠 모듈이 이동플랫폼의 상부에만 

장착된다. 라이딩형 스포츠에는 승마, 바이크, 봅슬

레이 등이 있으며, 사용자가 이동플랫폼의 스포츠 

모듈에 탑승하는 형태로 운동 모션의 기준축이 

이동플랫폼의 상부나 중첩될 수 있어, 다양한 스포

츠모듈의 기구 구현에 있어서, 상부 이동플랫폼과

의 위치간섭 등을 고려해야 한다. 

Fig. 2 Moving coordinate of various sports

3. 일반적인 스튜어트 플랫폼의 적용 

Fig. 3은 다종목 스포츠 모듈을 하나의 일반적인 

6자유도 스튜어트 운동플랫폼에서 교환가능도록 

구현할 때 고려해야 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승마 

종목처럼 말의 몸통 중심에서 회전운동이 존재하

는 경우는 이동플랫폼상의 운동기준축과 실제 종

목마다의 운동기준축을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상

부 탑재만으로는 사용자의 상대적인 회전축 위치 

변화로 사용자는 실제와는 다른 회전운동을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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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때, 이동플랫폼에 탑승한 사용자의 

원하는 오프셋 높이의 좌표계에 대한 역기구학 

해석을 통해 구현은 가능하나, 이때의 역기구학 

해는 같은 구조의 운동 플랫폼에서 소모동력 증가

와 작업공간 확장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회전운동의 

변경 용이하도록 선형운동과 분리 할 수 모듈의 

적용이 보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Fig. 3  Moving coordinate of general stewart platform

4.  다종목 교환이 가능한 스포츠 
시뮬레이터 플랫폼 적용

Fig. 4에는 3, 4장의 연구 결과에 따라 6자유도의 

운동 모션 플랫폼을 공통모션 플랫폼과 교환식 

스포츠 모듈로 분리된 스포츠 시뮬레이터 플랫폼

을 보여주고 있다. 구현에 있어서 공통모션 플랫폼

에는 4자유도(Surge, Sway, Heave, Yaw)의 운동 자

유도를 갖는 병렬형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교환식 

스포츠 모듈에는 2자유도(Roll, Pitch)의 회전 자유

도를 종목마다 다르게 구현한다. 이는 사용자에게 

보다 실제적인 회전 운동 모션 체감을 제공하고 

기구 구현의 용이한 특징을 가진다. 
공통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공간형 4자유도의 병

렬형 메커니즘은 구현이 어려운 볼조인트의 사용

을 배제하고, 유니버설 조인트와 리니어 액추에이

터로만 구성된 4-UPU 메커니즘을 채택하였다[3]. 
각 UPU 다리(Leg) 구조는 능동(Passive) 유니버셜 

조인트(Universal joint) 과 수동(Active) 선형 액추에

이터(Prismatic actuator)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Fig. 5는 다종목 적용을 위한 교환식 스포츠 모듈

의 개념도와 실제 개발된 병렬형 메커니즘을 이용

한 4자유도 공통플랫폼을 보여주고 있다.

Fig. 4  Structure of proposed sports simulator platform 

Fig. 5  Application of proposed sports simulator 
platform

   
4. 결론

이상으로 본 논문에서 다종목 확장이 가능한 

스포츠 시뮬레이터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병렬형 

메커니즘을 이용한 공통플랫폼과 교환식 스포츠 

모듈을 일반적인 6자유도 스튜어트 플랫폼 구조 

적용과는 달리 운동자유도를 하부 공통플랫폼과 

상부 교환식 스포츠 모듈에 분리 배치함으로써 

기구적으로 다종목 확장이 용이하고, 회전운동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실제감을 제공하기 

위해 적합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추후 계획으로는 

요트, 봅슬레이 등의 다종목을 위한 스포츠 시뮬레

이터 플랫폼으로 확장 적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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