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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Cable driven manipulator

케이블 구동 매니퓰레이터는 인간이나 기계 장

치를 3차원 공간에 날리는데 사용된다.  이것은 

연극이나 공연을 실감나게 하며 영화나 스포츠 

중계의 영상 촬영을 다양한 각도와 속도에서 가능

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케이블 구동 매니퓰레이

터의 가장 큰 장점은 작업 공간이 다른 매니퓰레이

터에 비하여 넓다는 것이다. 반면에 케이블의 수와 

연결 방식에 따라서 케이블의 길이만으로 정확한 

기구학을 구할 수 없으며 원하는 자세 제어도 불가

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케이블 길이를 이용해서 기구학

적으로 끝단의 위치를 구할 수 있으면서 원하는 

자세 제어가 가능한 도르래 이동식 케이블 구동 

매니퓰레이터를 설계 및 분석한다.  끝단은 4개의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고, 4개의 윈치와 4개의 트롤

리로 끝단의 자세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윈치와 트롤리에 대한 궤적 생성 및 제어 방법이 

필요하다. 기존 케이블 구동 매니퓰레이터의 제어 

방법은 단순한 궤적 필터링을 이용해서 위치를 

제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완전하게 구속되지 

않는 케이블 구동 매니퓰레이터의 경우에 끝단의 

물체는 쉽게 진동이 발생하며 원하는 자세 제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끝단의 진동을 

저감하면서 원하는 자세제어가 가능한 케이블 구

동 매니퓰레이터의 설계 및 모델 기반의 제어 방법

을 제안한다.
2. 모델링

기존에는 끝단의 자유도와 케이블 수에 따라서 

케이블이 작업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4개의 케이블로 구성된 케이블 구동 매니퓰레이터

가 많이 사용되었다[1]. Fig. 1은 인간을 끝단에 

매달고 있는 4줄의 케이블 구동 매니퓰레이터를 

보인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구학적으로 끝단의 자

세 제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4줄
의 케이블 구동 매니퓰레이터처럼 공간적인 이점

을 가지면서 끝단의 자세 제어가 가능한 모델을 

설계한다. Fig. 2는 4개의 윈치와 4개의 트롤리로 

끝단의 자세 제어가 가능한 도르래 이동식 케이블 

구동 매니퓰레이터의 모델을 보인다. 여기서 트롤

리는 레일의 형상에 따라서 다양한 궤적을 그리며 

끝단의 연결된 케이블 길이에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4개 직선 레일이 평면상의 중심점으로 

모인다고 가정한다. Fig.2에서 기구학적인 특성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i는 케이블의 번호를 의미하고,  는 트롤

리의 위치를 말한다. 식 (1) 의 기구학적인 표현으로

부터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는 중력가속도 벡터이고, 는 4개 장력
의 합력을 말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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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 Configurations and coordinates of a simple  model


  



                             (3)                
그림 1에서 기구학적 특성으로부터 장력과 와이

어 길이 사이의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다. 즉, 

  




 
            (4)

따라서 매니퓰레이터의 운동방정식은 간단하

게 정리될 수 있다.


 



  






 


                                      (5)

3.  모델 기반 제어 및 해석

본 논문에서는 모델 오차와 동역학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동역학 기반의 제어 방법을 사용

하였다. 먼저 Flatness 기반으로 윈치와 트롤리의 

궤적을 생성한다.  다음으로 계산된 토크값 기반 

피드백 제어기를 설계한다.  제안한 제어기의 성능

을 검증하기 위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였다. Fig.3에서 보이듯이 동역학 기반의 상용 소프

트웨어인 RecurDyn과 Matlab을 사용하였다. 축구

장 크기의 공간에서 100kg의 물체를 매달고서 움직

인다는 조건하에 모델 오차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한 추정 성능을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

의 결과로부터 모델 오차에 대해서 강건하게  원하

는 자세로 제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 레일의 형상에 따른 트롤리의 궤적 

생성과 윈치의 회전 궤적 생성에 의해서 케이블에 

의한 공간적인 제약 조건을 회피하면서 끝단의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어기를 설계하

였다. 추후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하드웨어를 구성하여 실험을 수행할 것이다.

참고문헌

1. Yanai, N., Yamamoto, M., and Mohri, A., "Inverse 
Dynamics Analysis and Trajectory Generation of 
Incompletely Restrained Wire-Suspended 
Mechanisms," IEEE Int. Conf. on Robotics and 
Automation, 21-26, 2001. 

     Fig. 3 Dynamic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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