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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인 원격조종 로봇 시스템(Tele-
operating robotic system)은 원격지의 로봇을 
작업자가 조종하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원격지의 
작업현장, 가령 원자력 발전설비의 유지보수, 
감시용 로봇의 원격조종, 에너지 및 자원 탐사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상기 시스템은 대상 
작업 명령을 수집하는 마스터(Master) 장치 
1 기와 수집된 작업명령을 추종하는 
슬레이브(Slave) 로봇 1 기로 구성되어 작업자가 
대상 작업을 수행하는 1:1 원격제어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이러한 1:1 원격제어 
방식은 대상 작업물이 슬레이브 로봇의 
가반중량이나 작업공간을 벗어날 경우, 대상 
작업물이 장애물에 가려 작업자가 원격조종이 
어려운 경우 등에서는 실제 작업의 적용상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작업자가 다수의 
슬레이브 로봇을 통한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멀티 유저/멀티 로봇기반 슬레이브 
로봇의 통합관리 소프트웨어가 소개된다. 상기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2 명의 작업자와 
2 기의 슬레이브 로봇을 통해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으며, 마스터 
장치에서 슬레이브 로봇까지의 통신 연결 및 
상태 확인, 현재 수행되고 있는 작업 정보가 
각 장치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된다. 

 

2. 슬레이브  로봇의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슬레이브 로봇의 
통합관리 소프트웨어(SC, Slave Coordinator)는 
슬레이브 로봇간의 역할을 분산 및 통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SC 는 마스터 
장치와 슬레이브 로봇 사이에서 목적지(마스터 
장치에서 슬레이브 장치 혹은 슬레이브 
장치에서 마스터장치)까지 데이터 전송 및 
전송되는 데이터 관리를 담당한다. Fig. 1 은 
N 대 N 원격제어 방식의 시스템 구조에서 
SC 의 역할을 나타낸다. 

 

 
Fig. 1 Multi-user multi-robot Teleoperation 

framework 
 

Fig.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SC 는 
각각의 마스터 장치에서 발생한 Energy 및 
Force/Torque, 슬레이브 로봇 및 
그리퍼(Gripper)에 작업 수행 명령, 영상장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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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플랫폼 제어명령을 포함하며, 상기 
제어명령은 각각의 마스터 장치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저장한다. 상기 전송된 데이터는 
SC 에서 분석되고 관련된 슬레이브 로봇으로 
전송된다. 또한, 슬레이브 로봇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도 SC 에서 저장 및 분석된 후 해당되는 
마스터 장치에 전송된다. Fig. 2 는 멀티 
유저/멀티 로봇기반 원격제어를 위한 슬레이브 
로봇의 통합관리 소프트웨어(SC)의 구조를 
나타낸다. 

 

 
Fig. 2 Structure of Slave Coordinator 

 
3. 슬레이브  로봇의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되는 슬레이브 로봇의 

통합관리 소프트웨어(SC)는 2 명의 작업자와 
2 기의 슬레이브 로봇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 마스터 장치와 
슬레이브 로봇간의 통신 연결과 연결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채널 연결 및 상태 확인 기능이 
포함되고, 현재 전송되는 데이터와 경고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Status Log 기능 및 각 
장치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된다. 따라서 
대상 장치로 데이터가 전송되지 못한 상태와 
그 데이터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어 문제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ig. 3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슬레이브 로봇의 통합관리 
소프트웨어(SC)의 유저 인터페이스(UI)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유저 
인터페이스는 마스터 장치로부터 전송된 장치 
정보 및 작업 명령, 슬레이브 로봇 동작 상태 

및 작업정보, 슬레이브 로봇간의 
협업구조(모방, 추종) 등을 표시할 수 있다. 

 

 
Fig. 3 An user interface for Slave Coordinator 

 
4. 결론 

 
제안된 슬레이브 로봇의 통합관리 

소프트웨어(SC)는 다수의 작업자가 다수의 
로봇을 협업/협조 하면서 대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 되었다. 상기 SC 중에서 
마스터 장치로부터 전송된 작업명령 정보를 
기반으로 슬레이브 로봇간 운동명령을 
재생성(원격조작과 자율동작 명령)하고, 
슬레이브 로봇간의 협업구조(모방, 추종 등)를 
작업의 특성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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