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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케이블 구동 병렬 메커니즘은 가벼운 

와이어에 의한 페이로드의 원격 제어가 

가능하여 무거운 동력장치를 땅 위에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중량이 많이 나가는 물체를 

움직이는 분야에서 널리 응용되어 왔다. 건설 

현장이나 항만의 크레인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 NIST Robocrane ” [1], 

“FALCON”[2], 그리고 “WARP”[3] 시스템 

등의 선행 연구를 그 예로 들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케이블 구동 병렬 메커니즘은 

최근 무대에서 다이나믹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하여 사람, 또는 무대 장치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라스베가스의 

“오페라의 유령”  공연은 자동화된 케이블 

구동 병렬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샹들리에를 

관객들의 머리 위에서 움직임으로써, 

관객들에게 스펙타클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2012 년 여수에서 개최된 

여수엑스포 박람회의 주제관 메인 공연에서는 

애니메트로닉스 듀공을 관객 머리 위로 날려서 

마치 살아있는 생물이 바다 속을 헤엄치는 

듯한 경험을 관객에게 제공하였다 [4].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Culture 

Technology (CT) 기술이 접목된 공연 예술에 

활용될 수 있는 케이블 구동 메커니즘의 

운영을 위한 제어기의 상태 머신 구현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공연장에서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궤적 디자인 방법과 시스템 운영의 

순서를 제안한다. 

 

2. 상태 머신 구현 
 

시스템의 상태는 Fig. 1 와 같이 크게 

5 가지로 구성 되어있다. 먼저 공연 구성 

요소의 통신 상태만을 체크하는 pre-operational 

state, PLC 의 이전 설정을 로딩하고, 윈치 

시스템의 전원을 키고 끌 수 있는 off state, 

시스템의 전원이 들어온 뒤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idle 상태인 stop state 가 있다. 

공연 시퀸스의 진행은 working state 로 구분이 

되며, error event 가 발생할 때에는 에러 처리 

시퀸스가 실행이 되도록 되어있다. 

Working state 에서는 페이로드의 

homing 위치를 새로 지정하거나 homing 을 

수행하며, 수동으로 각각 개별 윈치를 

제어하거나 페이로드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궤적 생성 프로그램에서 생성한 

궤적 데이터를 로딩하여서 버퍼에 저장한 뒤 

queue 에 따라 궤적 플레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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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제어 PLC 상태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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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에서 사용되는 케이블 메니퓰레이터는 

장소를 옮길 때 마다 빠른 설치가 가능해야 

되야 하며, 탑승자가 와이어를 착의, 탈의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게다가 공연장에서 쓰이는 

케이블 메니퓰레이터는 페이로드의 위치를 

판별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초기 위치를 지정한 후 변위를 

계산하여서 페이로드의 위치를 측정해야 한다. 

따라서 homing 위치를 지정하는 home setting 

모드에서는 윈치의 초기 위치를 매뉴얼로 

컨트롤 하면서 동시에 페이로드의 초기 위치를 

지정해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나서 

homing 을 실행하면 우선 페이로드를 

home 위치로 이동시킨 뒤, 윈치의 home 

위치까지 맞춰줌으로써, 비상 정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치 오차를 없애준다. 

미리 지정된 trajectory 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load trajectory 를 실행하여 binary 

data 로 저장되어 있는 궤적 파일을 buffer 로 

로딩 하여야 한다. Play trajectory 에서는 

buffer 에 저장된 궤적 데이터를 일정한 주기로 

읽어서 역기구학을 통해 윈치의 변위를 

생성해주며, halt 또는 stop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읽는 속도를 조절하여 

페이로드가 부드럽게 멈출 수 있도록 해준다. 

시스템의 에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error 

event 를 발생하여서 error handler 에 의한 에러 

처리를 실행한다. 에러는 단계에 따라 E-stop, 

또는 E-off 로 분류되며, 시스템의 변위 생성을 

멈추거나, 윈치 시스템의 전원을 끄고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탑승자가 안전하게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3. 결론 
 

제안된 상태 머신을 바탕으로 공연용 

케이블 메니퓰레이터의 제어 프로그램을 

구현하였으며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었다. Fig. 2 와 같이 사람을 탑승시킨 뒤 

다양한 모션을 취하도록 할 수 있었으며, 

향후에 공연장, 또는 영화 촬영에 적용하여 

관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체험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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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uman fly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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