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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로  미들웨어 기술  국제표 으로 채택된 RTM을 이용하여 7자유도 매니퓰 이터 업로

의 구성 요소를 RT 컴포 트로 만들었다. 한 미들웨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로  구성 요소의 RT 컴포 트를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로  시스템을 구 하 으며, 실제 제작된 7자유도 매니퓰 이터를 이용하여 구  시스템

의 동작을 테스트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make a RT component as a configuration element of cooperation robot of 7 degree of freedom manipulator using 

RTM which was adapte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mong the robot middleware technology. We implemented the one system by 

connecting the RT component of elements of a robot organize to each other based on middleware network and tested an operation of 

implemented system using the 7 degree of freedom manipulator which was real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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І. 서 론

재 로 은 산업용 로 뿐만 아니라 수술, 안내, 청

소, 군사,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형태로 인간을 보조

하는 로 으로 개발되고 있다. 한, 인간과의 상호작용

을 통하여 정보, 지식  오락을 제공하면서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능형 서비스 로 으로 발 해 가고 

있다[1].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지능형 서비스 로 은 다

양한 환경에서 자율 으로 주행하면서 작업을 안정

으로 수행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한, 이동성만을 

가지는 이동로 의 한계 을 극복하기 해 인간의 팔

과 유사한 로  매니퓰 이터가 장착되어 자신과 외부

의 상태를 인지하고 단하여 행동하며, 인간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상황에 맞추어 이동하며 작업하는 Mobile 

Manipulation 기술이 재 꾸 히 연구되고 있다. 이러

한 기술의 발 을 해서는 기계, 자, 통신, 제어, 센

서 등 여러 분야의 기술들이 융합되어 용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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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OpenRTM과 같이 미들웨어 기반의 통합 

소 트웨어 환경을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소 트웨어 

임워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표 인 통합 

소 트웨어 임워크로는 iRSP, MSRDS 등이 있다. 

그러나 OpenRTM의 경우 종래의 미들웨어 기반의 통

합 소 트웨어 임워크와는 달리 분산된 장치들과

의 실시간 통신에 한 부분까지 일정부분 보장하고 있

어 차별성을 가진다.[2]

본 연구에서는 로  미들웨어 분야에서 국제표 화

된 규격인 RT Middleware의 RT-Component를 이용하

여 7자유도 매니퓰 이터 업로 의 구성 요소를 컴포

트화하여 하나의 로  시스템을 구 하고자 한다.

Ⅱ. 7자유도 매니퓰 이터 업로

7자유도 매니퓰 이터는 기존에 연구했던 7자유도 

매니퓰 이터 업로 을 사용하 고, 이 매니퓰 이터

는 각 에 공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두 개의 모터

와 기어를 사용한 구조로 설계하여 공타입의 모듈형 

로  을 구 한 것과 드라이버 일체형 구조로 설계

함으로써 보다 효율 인 응용이 가능하다. 

그림 1. 두 개의 모터를 이용한 공형 
Fig. 1 The hollow type joint using the two motors

각 의 출력축에 토크센서를 설계 용하여 각 

에 해지는 힘의 크기에 따른 토크를 측정하고 제

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부의 반응에 보다 빠르고, 안

정 으로 응할 수 있어 인간과 함께 작업공간을 공유

할 수 있는 업로 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림 2에 각 에 일체형으로 들어가게 되는  네

트워크 기반 AC 서보 액추에이터 드라이버를 나타내었

다.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모듈의 연결을 확장할 수 있

으며,  네트워크를 용함으로써 산업 장과 같은 열

악한 환경에서도 통신에 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으로 모든 신호가 네트워크를 통

해 제어된다. 이는 메인 컨트롤러에서의 제어를 해 

각 로  에 하나의  네트워크 배선과 원 공  

이블만 필요하기 때문에 각 의 배선을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림 2.  네트워크 기반 AC 서보 액추에이터 
드라이버 모듈

Fig. 2 AC servo actuator driver module based on 
optical network

와 같은 특징을 가진 모듈형 로  을 연결하

여 구성된 7자유도 매니퓰 이터 업로 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 7 자유도 매니퓰 이터 업로
Fig. 3 The cooperation robot of 7 degree of freedom 

manipulator 

Ⅲ. RT 미들웨어 기반의 7자유도 
매니퓰 이터 업로  시스템 

7자유도 매니퓰 이터 업로  시스템의 제어를  

해 로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RT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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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웨어의 RT 컴포 트로 구 하 다. 사용된 RT 미들

웨어는  OpenRTM-aist-1.0.0-Release_vc9_100212 버

으로 C++ 언어를 기반으로 개발되는 버 이다. 

OpenRTM은 통합 소 트웨어 환경을 제공하며, 한 

Eclipse를 기반으로 하는 RTC Builder와 RT System 

Editor를 제공하여 보다 편리하게 RT 컴포 트를 개발

할 수 있도록 AIST에서 제공한다.  표 1에 RT 컴포

트를 개발하는데 사용된 개발 환경을 정리하 다.

운 체제 Window7 32비트

RTM 버 OpenRTM-aist-1.0.0-Release

필요 

개발 툴

Eclipse 3.43

Visual Studio 2008

RT System Editor 1.00

RTC Builder 1.00

Python 2.64

PyYAMAL 3.09

JDK 6.21

표 1. RTC 개발 환경
Table 1. RTC development environment

2.1 RT 컴포 트 구성

RT 미들웨어 기반의 7자유도 매니퓰 이터 업로

 시스템을 크게 4개의 RT 컴포 트로 구성하 다. 

각각의 이름은 Main Task Controller RTC, Motion 

Generator RTC, Joint Module, 그리고 JMS Provider으

로 표 2에 개략 인 역할 분배를 나타내었다. 

표 2. RT 컴포 트 구성
Table 2. The configuration of ER component

Main Task Controller RTC는 7자유도 매니퓰 이

터 업로 을 제어하기 한 2개의 GUI를 제공하며, 

각각 체 제어와 각 조인트의 개별 제어를 담당한다.  

그림 4와 5에 2개의 GUI 구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4. 주 작업 제어기 창
Fig. 4  Main Task Controller Window

그림 5.  모듈 제어 창
Fig. 5 Joint Module Control Window

2.2 RT 컴포 트 구

RT 컴포 트의 개발은 먼  RTC Builder를 이용하

여 RT 컴포 트의 구조를 생성하고 이 구조 안에 구

하고자 하는 기능을 넣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기본 구

조는 RT 컴포 트의 이름, 실행 방식과 주기, 데이터 

포트의 구성과 데이터 형식, 그리고 로그래  환경 

등을 설정하게 된다.  그림 6에 RTC Builder를 이용하

여 기본 구조를 생성하는 것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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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RTC Builder를 이용한 기본 구조 생성
Fig. 6 Basic structure generation using RTC builder

기본 구조의 설정이 완료되면 Code Generation을 이

용하여 기본 구조에 한 로그램 코드를 생성한다. 생

성된 결과물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7. 코드 생성 결과
Fig. 7 The result of code generation 

이와 같은 방법으로 2.1에서 언 한 RT 컴포 트 구성

의 기능을 추가하여 7자유도 매니퓰 이터 업로  시

스템을 구성할 RT 컴포 트를 구 하 다.  그림 8에 구

한 MainTaskController RTC의 로그램 코드  입력

받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을 나타내었다. 

그림 8. RT 컴포 트의 기능 구  로그램 코드
Fig. 8 The function implementation of program code 

of RT component

2.3 RT System Editor를 이용한 시스템 구성

개발이 완료된 RTC는 RT System editor에서 RT 

미들웨어를 통해 연결하여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게 된

다. RT 컴포 트는 미들웨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RT 컴포 트를 다른 컴퓨터에서 분산 실행하여 

RT System Editor에서 연결할 수도 있다. 그림 9에 

RT 컴포 트로 구 한 7자유도 매니퓰 이터 업로

 시스템을 나타내었다. 

그림 9. RT System Editor를 이용한 시스템 구성
Fig. 9 The System configuration using RT system 

Editor

Main Task Controller RTC의 GUI를 이용하여 제어 

동작을 실행하면 Motion Generator RTC가 제어 명령

을 구분하여 각각의 Joint Module RTC에 제어 명령에 

맞는 동작을 수행하고 각 의 스테이터스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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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Motion Status Provider RTC에 보내게 된다. 

Joint Motion Status Provider RTC는 받은  모션 

스테이터스 정보를 Main Task Controller RTC와 

Motion Generator RTC에 송하게 된다. Main Task 

Controller RTC는  모션 스테이터스 정보를 디스

이만 하며, Motion Generator RTC는  모션 스

테이터스 정보  토크 값을 이용하여 기 제어 명령

에 한 동작을 수행하는 도 이라도 외부에서 힘이 가

해지는 것을 체크하여 사람과 업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재 테스트를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7개의 로

 에 모두 액추에이터 드라이버가 장착된 상태는 

아니고 하나의 로  에 두 개의 액추에이터 드라이

버가 장착된 상태이다. 액추에이터 드라이버가 외부에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그림 10. 7자유도 매니퓰 이터 업로 의 동작 모습
Fig. 10 A operation figure of cooperation robot of 7 

degree of freedom manipulator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로  미들웨어 기술  국제표 으로 

채택된 OpenRTM을 이용하여 7자유도 매니퓰 이터 

업로 의 구성 요소를 RT 컴포 트로 만들고 미들웨

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로  구성 요소의 RT 컴포

트를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로  시스템을 구 하 으

며, 실제 제작된 7자유도 매니퓰 이터를 이용하여 구

 시스템의 성능을 테스트하고자 하 다. 다만 매니퓰

이터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 하나의 로  만을 

동작하는데 머물러 있는 상태이며, 한 7자유도 매니

퓰 이터를 제어하기 해 기구학을 연구하고 있는 단

계이다.

향후 연구과제로 7자유도 매니퓰 이터 업로 을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구 한 로  시스

템의 다양한 각도에서의 동작 테스트  기구학을 이용

한 제어 알고리즘을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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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분야 : 로  제어, 모터 제어, 산업통신망

조 훈(Kwang-hoon Cho)

2003년 순천 학교 자공학과 졸

업(공학사)

2003년～ 재 (주)메크로 시스템 

엔지니어링

※ 심분야 : 자동화 시스템, 산업통신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