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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모드 양방향 원격 제어의 안정화 

에너지 제한 방법의 실험 결과 

Experimental Results on the Energy-bounding Approach to 

Robustly Stable Rate-mode Bilateral Teleoperation Systems 

박 성 준, 서 창 훈, 류 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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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experimental results on the energy-bounding approach to a rate-mode bilateral teleoperation control 

that can guarantee the robust system stability in variable time-delayed telecommunication environments. Previously, rate-mode 

energy bounding approach [15] was proposed and verified with experimental results using the simulated remote slave model. In this 

paper, a real experimental setup using an industrial robot (Denso) as a remote slave robot composed and conducted similar 

experiments with previous paper. In order to guarantee stability of the Denso when contacting with high impedance wall, velocity 

based impedance control modified by position based is used.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rate-mode energy bounding 

approach can guarantee stable bilateral teleoperation system in the free and contact motion with variable time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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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원격 조작은 조작자가 마스터 장비를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로봇을 조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심해, 우주, 원자력 발

전소와 같이 사람이 갈 수 없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로봇을 

이용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최근 무인화된 로

봇을 이용하여 행성 탐사 및 군사지역 탐사, 지뢰와 같은 위

험요소 제거 등의 목적으로 원격 조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과 [2]에 원격 조작 제어에 주요 과제들이 

잘 설명 되어 있다.  

원격 조작에 있어서 위치 제어 방법과 속도 제어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위치 제어 방법은 마스터 장비의 

위치를 슬레이브 장비가 그대로 혹은 비례적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는 작업에 많이 쓰인다. 또한 

속도 제어 방법은 마스터 장비의 위치가 슬레이브 로봇의 속

도로 전송되는 방법으로 차량 운행과 같이 슬레이브의 작업 

영역의 제한이 없는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된다[3,4].  

원격 조작 시스템에서 실감도를 향상 시키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힘 반향을 하게 된다. 속도 모드 원격 조작에서

도 다양한 힘 반향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5]와 [6]에서는 슬

레이브 로봇에 위험을 주는 장애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장

애물과의 거리에 반비례한 힘을 제공함으로 힘 반향 방법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7]과 [8]에서는 슬레이브 로봇의 

자유 공간 운행 중에는 조작자가 원하는 속도와 슬레이브 로

봇의 실제 속도의 차이에 비례한 힘을 조작자에게 반향을 해

주었고 장애물과 접촉할 때는 Force 센서를 이용해 측정된 

외력을 조작자에게 반향 해주었다. 속도차이에 의한 힘 반향 

방법은 조작자에게 속도감을 제공함으로 슬레이브 로봇을 

안전하게 부드럽게 조작 할 수 있다. [9]에서는 무인 차량 원

격 조종을 할 때 현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실적인 조향 

느낌을 제공하였다.  

양방향 원격 조작에서 통신 채널에 의한 시간 지연 및 강

성이 큰 물체와의 접촉은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투명성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

한 쟁점이 된다. 속도 모드 양방향 원격 조작에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10]와 

[11]는 [12]에서 제안된 위치 제어 안정화 제어 기법인 4 

channel architecture를 속도 모드로 확장 적용 하였다. 환경 단

에서 오는 힘 정보의 미분값을 조작자에게 제공하였고 

100ms의 고정된 시간지연에서 안정성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은 슬레이브 로봇과 환경 

등 전체 시스템의 동특성(dynamics)을 알아야 하고 선형 시스

템에만 적용 가능하다. [7]과 [8]에서는 수동성 이론에 근거한 

bilateral framework를 제안하여 1.4s의 시간지연이 발생하는 환

경에서 안정성을 보장하였다. 또한 [13]에서는 [14]에서 제안

된 햅틱 상호 작용 시스템에서 수동성 이론에 근거한 time 

domain passivity algorithm을 속도 모드로 확장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시간 지연이 고려되지 않았다. [15]에서는 [16]에서 

제안된 수동성 이론에 근거한 햅틱 상호 작용 시스템 안정화 

알고리즘인 에너지 제한 알고리즘(energy-bounding algorithm, 

EBA)을 속도 모드 양방향 원격 조작 시스템에 확장 적용할 

수 있음을 보였는데 슬레이브 로봇을 시뮬레이션 모델로 사

용하여 200ms의 가변적인 시간 지연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안정성을 보장하였다. 

본 논문은 [15]에서 제안된 속도 모드 에너지 제한 알고리

즘을 시뮬레이션 슬레이브 모델이 아닌 실제 산업용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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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o)을 슬레이브 로봇으로 이용하여 실험함으로 기존 이

론의 강건함을 검증 하였다. 일반적으로 힘 반향 시스템에서 

샘플링 속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데 실

험에 사용된 슬레이브 로봇은 느린 샘플링 속도(50Hz)를 갖

고 있고 이로 인해 [15]의 실험 환경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

서 실험이 수행되었다. 가변적인 시간지연이 발생하는 통신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통신용 에뮬레이터를 사용하였고 1자

유도 마스터 장비와 슬레이브를 이용하여 속도 제어 양방향 

원격 조작 시스템 에너지 제한 알고리즘의 효과를 보였다. 

본 논문의 II 장에서는 속도 모드 양방향 원격 조작의 시

스템 구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III 장에서는 속도 모드 에너지 

제한 알고리즘을 요약 하였다. 또한 IV 장에서는 실험 결과

를 보였고 V 장에서 결론을 정리하였다. 

 

II. 속도 모드 양방향 원격 조작 

1. 시스템 구성 

속도 모드 양방향 원격 조작은 그림 1과 같이 조작자, 힘 

반향 장비, 제어기, 통신 채널, 슬레이브 로봇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xh , xd와 vd는 각각 조작자의 위치, 힘 반향 장비

의 위치, 조작자가 원하는 슬레이브의 속도를 나타낸다; Fh, 

Fe와 Fd는 각각 조작자가 가하는 힘과 슬레이브의 상황에 따

라 조작자에게 제공되는 힘, 제어기를 통해 실제 조작자에게 

제공되는 힘을 나타낸다; τ1과 τ2는 각각 통신 채널에서 발생

하는 가변적인 시간지연을 나타낸다; α는 힘 반향 장비의 위

치 정보와 조작자가 원하는 슬레이브의 속도 정보 비례 이득

이고 va는 슬레이브의 실제 속도로써 조작자에게 힘 반향을 

하기 위해 마스터 단으로 전송된다; rd는 xd - xa고 xa는 va가 힘 

반향 장치에 대응(mapping)되는 위치이다.  

조작자는 힘 반향 장비의 위치(xd)를 조작하고 이때 힘 반

향 장비의 위치 정보는 슬레이브의 속도 정보(vd = α · xd)로 변

환되어 통신 채널을 통해 슬레이브에 전송된다. 슬레이브는 

마스터 단에서 전송된 속도 정보를 이용하여 구동되는데 슬

레이브의 실제 속도는(va) 슬레이브의 동적 특성 및 외부 환

경(경사로, 노면 마찰)으로 인해 조작자가 원하는 속도를 그

대로 따라가지 못한다. 특히, 슬레이브가 장애물과 충돌 할 

경우 슬레이브는 정지(va = 0)하기 때문에 조작자의 원하는 속

도와 더욱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렇게 슬레이브의 실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힘 반향을 통해 

조작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슬레이브의 실제 속도를 마스터 

단에 전송하고 이를 이용하여 힘 반향을 하게 된다. 

2. 힘 반향 방법 

속도 모드 양방향 원격 조작 시스템에서 슬레이브 로봇 주

변의 환경 정보를 힘 반향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힘 반

향 방법이 쓰인다. 이에 [17]에서 3가지 힘 반향 방법에 대한 

효용성을 비교하였고 시간지연이 발생하는 마스터 단에서 

계산된 속도 차이를 이용한 힘 반향 방법이 효과적임을 보였

다.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였고 반향 된 힘은 수식 

(1)과 같다.  

 
2

( ) ( ( ) ( ))
e s d a

F k K v k v k τ= − −  (1) 

여기서 Ks는 민감도로써 속도 차이에 대한 조작자에게 제공

되는 힘을 민감하게 제공하고 싶을 때 높은 Ks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Ks는 시스템 이득이기 때문에 높은 값을 사용

할 경우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

정성 문제는 속도 모드 양방향 원격 조작 에너지 제한 알고

리즘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힘 반향 방법은 

차량 운전시 가속 페달 시스템과 유사함을 갖고 있다. 가속 

페달을 밟음으로 조작자가 원하는 속도를 차량에 제공하지

만 차량 주변 환경 요소로 인해 차량의 실제 속도가 원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차이로 인한 가속도를 

몸으로 느끼게 된다. 수식 (1)에 의한 힘 반향 방법도 이러한 

차이를 조작자에게 제공하므로 가속과 감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속도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장애물 충돌과 같

은 슬레이브 로봇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외력이 작용할 경우 

속도 변화가 커져서 조작자가 외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느

낄 수 있게 된다. 이 논문의 IV 장에서는 자유 공간 운행에

서의 속도감과 장애물 충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실험을 

하였고 시간 지연으로 발생되는 불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에

너지 제한 알고리즘을 적용 하였다.  

조작자에게 제공되는 힘의 방향은 조작자의 의도와 반대 

방향으로 제공된다. 즉, 조작자가 가속을 위해 힘 반향 장비

를 전진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후진하는 방향으로 힘을 

제공함으로 슬레이브의 속도가 즉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방대방향으로 

힘을 제공하게 된다. 

 

 

그림 1. 속도 모드 양방향 원격 조작 시스템. 

Fig.  1. Rate-mode Bilateral teleoperation system with E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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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슬레이브 로봇 

슬레이브 로봇은 6자유도 위치 제어 기반의 산업용 로봇

(Denso)을 사용하였다. 내부의 위치 제어기는 그림 2의 블록 

(A)와 같다. 이 위치 제어기와 로봇의 동특성은 공개되어있

지 않기 때문에 그림 2의 블록 (A)를 위치 입력을 받고 위치 

출력을 하는 블랙 박스와 같이 볼 수 있다. 또한, 슬레이브 

로봇에는 ATI社의 Force/Torque 센서 (Mini45)를 부착하여 외

부 환경의 힘과 토크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산업용 로봇은 높은 기어 비로 인해 역 구동

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물과 충돌 후에 뒤로 밀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슬레이브 로봇이 장애물과 출동 후 로

봇 지지대가 뒤로 밀리거나 로봇의 과부하로 인해 모터가 꺼

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슬레이브 로봇의 실제 

속도가 변하지 않게 되어 수식 (1)에 의한 힘 반향이 되지 않

는다. 그러므로 외력에 반응하는 슬레이브 로봇을 만들기 위

해 위치 기반 임피던스 제어(position based impedance control) 

[18]을 속도 모드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임피던스 제

어는 로봇이 갖는 동특성을 사용자가 원하는 동특성으로 만

들어주는 제어 기법으로 Force 센서로 측정된 외력이 로봇에 

작용 할 경우 제어기가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게 된다. 그

림 2는 기존의 임피던스 제어 기법을 속도 모드에 맞게 마스

터 단에서 전송된 속도 정보를 적분하여 슬레이브의 위치 정

보로 제공하였다. 목표 임피던스 (target impedance)는 수식 (2)

와 같이 힘과 속도에 관련된 일차 시스템이다.  

 
( ) 1

( )
( )

fv s
H s

F s ms b
= =

+

 (2) 

여기서 m과 b는 사용자가 원하는 로봇의 질량과 댐핑으로 

슬레이브 로봇이 환경단과 접촉 할 때 빠른 반응 속도를 갖

고 또한 불안정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m과 b값에 대한 설계

가 필요하다. 슬레이브가 로봇이 환경에서 오는 힘에 대한 

관성을 크게 하기 위해 m값을 높이고 에너지 소모를 위해 b

값을 높이는 것이 로봇의 안정화를 위해 중요하지만 너무 큰 

값을 사용할 경우 로봇의 반응이 너무 느려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14]에서 사

용된 시뮬레이션 모델과 비슷한 동적 특성을 갖는 실제 슬레

이브 로봇을 구성하기 위해 m과 b값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20 ,      1000 /m kg b Ns m= =  

III. 속도 모드 양방향 원격 조작 에너지 제한 알고리즘 

이 장에서는 [15]에서 제안된 속도 모드 양방향 원격 조작 

에너지 제한 알고리즘을 간략히 소개한다. 햅틱 상호 작용 

시스템에서 조작자는 힘 반향 장비를 이용하여 가상의 물체

와 접촉을 하게 되는 수식 (3)와 같이 힘 반향 장비의 위치

(xd)가 가상 물체를 관통한 거리에 비례한 힘(Fve)을 제공 받

게 된다.  

 
0

( )
ve e d

F K x x= −  (3) 

여기서 Ke는 가상 물체의 강성이다. 고정된 가상 물체와 접

촉할 경우 힘 반향 장비의 위치에 의해서만 반향 되는 힘이 

계산된다. 반면에, 움직이는 가상 물체와 접촉할 경우 힘 반

향 장비의 위치와 가상 물체의 위치에 상대적인 움직임에 의

해 반향 되는 힘이 계산된다.  

햅틱 시스템에서 안정화 알고리즘으로 개발된 에너지 제

한 알고리즘[16]을 속도 모드 양방향 원격 조작 시스템으로 

확장하기 위해 그림 1의 블록 (A)를 힘 반향 장비의 위치를 

받아서 반향 되는 힘을 제공하는 점에서 햅틱 시스템의 가상 

환경과 등가 시킬 수 있다. 속도 모드 양방향 원격 조작에서 

조작자가 원하는 슬레이브의 속도와 슬레이브의 실제 속도

는 각각 힘 반향 장비의 위치와 움직이는 가상 물체의 위치

로 대응된다. 이에 따른 수동성 조건은 수식 (4)과 같다.  

 ( ) ( ) ( )
1

0

0

1 0

n

H d d

k

P n F k r k ε

−

=

+ ∆ + + ≥∑  (4) 

여기서 PH는 힘 반향 장비의 에너지이고 ∆rd (k + 1) = rd (k + 1) 

– rd (k) 이다.  

마스터 에너지 제한 알고리즘의 control law와 bounding law

는 다음과 같다.  

Control Law: 

 [ ] [ ] [ ] [ ]1
m m m m

F k F k k x kβ= − + ∆  (5) 

여기서 [ ]
[ ] [ ]

[ ]
[ ]

1
 for 0

md m

m m

m

F k F k
k x k

x k
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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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ing Laws: 

 [ ] [ ] [ ] [ ],max ,max
if  then 

m s m s
k k k kβ β β β> =  (6) 

 [ ] [ ] [ ] [ ],min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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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 m s
k k k kβ β β β<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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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슬레이브 로봇의 포지션 기반 임피던스 제어. 

Fig.  2. Position-based impedance control of slave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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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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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cm은 양수이다.  

 

IV. 속도 모드 양방향 원격 조작 실험 

속도 모드 양방향 원격 조작용 에너지 제한 알고리즘의 성

능을 평가하기 위해 i) 시간 지연이 없는 환경에서 낮은 민감

도(Ks)와 높은 민감도를 갖는 시스템 실험, ii) 가변적인

(variable) 시간 지연이 있는 환경에서 자유 공간 운행 중 속

도를 유지 시키고 변화 시키는 실험, iii) 가변적인 시간 지연

이 있는 환경에서 자유 공간 운행 중 슬레이브 로봇이 장애

물과 충돌 실험이 수행되었다.  

가변적인 시간지연을 제공하기 위해 통신용 에뮬레이터인 

LINUX 기반의 NIST Net [19]을 사용하여 마스터와 슬레이브 

단을 연결해 주었고 왕복 시간지연 200ms, 가변 시간 10ms

를 사용하였다. 또한 마스터 장비는 그림 3(a)와 같이 최대 

힘이 20N, 작업 영역이 200mm인 1000Hz로 구동되는 1자유

도 힘 반향 장비와 그림 3(b)의 슬레이브 로봇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슬레이브 로봇은 내부 포지션 제어기가 

125Hz로 구동되는데 외부 제어기인 임피던스 제어기는 내부 

제어기 보다 느리게 구동 되어야 하기 때문에 50Hz로 구동

하였다. 일반적으로 힘 반향 시스템에서 샘플링 속도는 빠르

면 빠를수록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데 슬레이브의 느린 샘플

링 속도로 인해 기존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한 실험 [15]

보다 열악한 실험환경에서 다양한 실험이 수행되었다. 또한 

실험에 사용된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1
=1, 5 /c Ns mα =  

여기서 c1은 햅틱 장비의 물리적 댐핑에 따라 정해진다.  

1. 민감도 실험 

조작자가 속도감을 민감하게 느끼고자 할 때 높은 민감도

를 사용 할 수 있고 둔감하게 느끼고자 할 때 낮은 민감도를 

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 했듯이 높은 민감도는 

시스템 이득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그

림 4는 시간 지연이 없는 환경에서 낮은 민감도(Ks = 10Ns/m)

를 갖는 실험 결과이다. 자유 공간에서 슬레이브의 속도를 

유지시키거나 변화시키더라도 안정된 작동이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5(a)는 높은 민감도(Ks = 1000Ns/m)

를 갖는 실험 결과이다. 자유 공간에서 슬레이브의 속도를 

유지하고자 할 때 높은 주파수의 진동이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위에서 제안한 에너지 제한 알고리즘을 사용

하면 그림 5(b)와 같이 슬레이브를 안정하게 조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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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낮은 민감도 실험. 

Fig.  4. Low sensitivity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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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thout E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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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ith EBA. 

그림 5. 높은 민감도 실험. 

Fig.  5. High sensitivity experiment. 

 

 
(a) (b) 

그림 3. 실험 장비. 

Fig.  3.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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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조작자에게 제공되는 힘(Fd)의 궤

적도 속도 차에 의해 계산된 힘(Fe)과 비슷하여 조작자가 충

분히 속도감을 느낄 수 있다.  

2. 자유 공간 운행 실험 

통신 채널에 의한 시간 지연이 발생할 경우 낮은 민감도

를 갖는 시스템에서도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6은 

가변적인 시간 지연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낮은 민감도를 갖

고 자유 공간 운행 실험을 한 결과이다. 에너지 제한 알고리

즘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림 6(a)와 같이 슬레이브의 속도

를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할 때 시간 지연으로 인한 위상 지

연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그림 6(b)와 

같이 에너지 제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슬레이브의 속도

를 유지하거나 변화시킬 때 안정성을 보장하며 속도감에 대

한 정보를 힘 정보를 통해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 충돌 실험 

양방향 원격 제어에서 강성이 큰 장애물과의 충돌은 시스템

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그림 7은 200ms의 가변적인 시간지

연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슬레이브가 160kN/m의 강성을 갖는 

장애물과 충돌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그림 7(a)과 같이 에너지 

제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장애물 충돌 전, 후에 

속도 차이의 위상 차로 인한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림 7(b)는 에너지 제한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 장애물 충돌 

전, 후로 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장애물 충돌에 대한 정

보를 힘 반향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무인화 기술 중 하나인 속도 모드 양방향 

원격 제어의 안정화 알고리즘을 실제 실험 환경에서 성능을 

평가하였다. 마스터 장비의 위치를 슬레이브 로봇의 속도 정

보로 제공하였고 조작자가 원하는 속도와 슬레이브 로봇의 

실제 속도의 차이에 의해 힘 반향을 하였다. 실제 실험을 위

해 1자유도 힘 반향 장비를 마스터 장비로 사용하고 산업용 

로봇을 슬레이브 로봇으로 사용하였다. 슬레이브 로봇에 임

피던스 제어를 사용하였고 마스터 단에 속도 모드 에너지 제

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통신 채널의 가변적인 시간 지연

을 위해 NIST Net을 사용하여 200ms의 왕복 시간 지연과 

10ms의 가변 시간 지연을 제공해 주었다. 시간 지연이 없는 

환경에서 높은 민감도(시스템 이득)를 갖는 시스템에서 발생

하는 불안정성을 제안된 에너지 제한 알고리즘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시간 지연이 있는 환경에서는 낮

은 민감도의 시스템임에도 자유 공간 운행이나 충돌 운행에

서 불안정성을 발생시킨다. 이에 속도 모드 에너지 제한 알

고리즘을 사용함으로 안정성을 보장 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결과는 [15]에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갖고 실험한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더욱이 슬레이브 로봇이 50Hz로 구동

되는 더욱 열악한 실험 환경에서도 안정화 알고리즘의 우수

한 성능을 검증 할 수 있었다.  

앞으로 양방향 원격 조작에서 다양한 작업을 정밀하게 수

행하기 위해 투명성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 할 것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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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thout E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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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자유 공간 운행 실험. 

Fig.  6. Free space motio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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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thout E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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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충돌 실험. 

Fig.  7. Contact motio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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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로봇 원격 조작에 있어서 6-7초의 시간 지연이 발생하

기 때문에 안정성 및 투명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에

너지 제한 알고리즘은 시간 지연에 매우 강건한 알고리즘으

로 우주 로봇 원격 조작을 할 때 안정화를 위한 알고리즘으

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안정화 제어 기법들

과 마찬가지로 투명성을 떨어트리는 단점이 있다. 이에 에너

지 제한 알고리즘과 슬레이브 모델 기반의 예측 제어기법을 

접목함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 할 것이다. 또한 

우주 로봇을 이용한 원격 조작에서 위치 모드와 속도 모드를 

스위칭해서 사용함을 통해 큰 작업 영역에서 섬세한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이에 위치 모드와 속도 모드 양방향 원격 

조작 에너지 제한 알고리즘을 자연스럽게 스위칭하는 연구

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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