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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some real performance of two typical bilateral teleoperation benchmark tasks: peg-in-hole and surface 

tracking tasks. The tasks are performed by an energy-bounding algorithm in the master control and position-based impedance 

algorithm in the slave control. Performance is analyzed for the position-force tracking capabilities from free space motion to surface 

contacting motion. In addition, preliminary user performance is evaluated by measuring the completion time and maximum/average 

contact forces. The quality of the measured performance is also compared with that of other existing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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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원격 조작 시스템은 조작기를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원

격 로봇을 조작하는 것으로써 조작자가 현장에서 직접 작업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어 심해, 우주공간, 

방사능 지역 등 사람이 직접 작업하기 힘든 극한 작업 환경

에서 주로 사용되며, 최근 우주로봇, 원격 수술 로봇뿐만 아

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환경 등 고도의 정밀도와 숙련

도가 요구되는 분야로 사용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원

격 조작에서 촉감 정보를 제시해 주면 작업 현실감을 더울 

높일 수 있어서 작업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이를 통상

적으로 양방향 원격조작 (bilateral teleoperation)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양방향 원격 조작 시스템은 마스터 단과 슬레이

브 단으로 구성되며, 마스터 단에서는 조작자가 마스터 장비

를 조작하고, 마스터의 위치 또는 속도 정보가 통신채널을 

통하여 슬레이브 단으로 전송 된다. 이때, 슬레이브 로봇은 

전송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환경과 접촉을 통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환경과 접촉된 힘 홈은 

다른 유용한 정보(충돌회피 등)는 마스터 단에 전송되고 이

를 조작자가 느낌으로써 현실감을 느낄 수 있다. 

양방향 원격 조작 시스템을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가 조작을 하여도 통신에서 발생

하는 시간 지연 및 조작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강인한 안정성

이 필요하고, 자유 공간 및 환경과의 접촉에서 투명한 힘 반

향이 필요하다. 양방향 원격 조작 시스템에서 통신 채널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이나 정보 손실 등은 원격 조작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요소 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5]. 이들 연구에서는 제시된 이론의 

타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대부분 환경과의 단순한 접촉 실험

을 통해 알고리즘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평가 하였다. 한편, 

단순 접촉 실험이 아닌 조립과 같은 실제적인 응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벤치마크 과업으로 peg-in-hole 및 표면추적

(surface tracking)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 및 평가되었다[6-9]. 

이들 연구에서는 주어진 임무 수행 시간 및 슬레이브 로봇의 

최대/평균 접촉 힘의 크기 등을 측정함으로써 힘 반향 유무 및 

시간지연의 크기가 임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9]에서 구성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앞서 언

급한 peg-in-hole 및 표면추적(surface tracking) 임무를 수행하

였고, 임무 수행 시간 및 접촉된 힘을 분석함으로 성능 평가

를 하였다. 시간 지연에 대한 시스템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제한 알고리즘이 마스터 장비에 적용

되었고, 슬레이브 로봇이 환경과 접촉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

해 슬레이브 로봇에 위치 기반 임피던스 제어[10]를 적용하

였다. 또한, 통신 채널은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이용하여 

휴대폰 기지국 근처라면 통신 환경이 유선 통신망에 비해 안

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원격 조작

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더불어서 기존에 양방향 원격 조작 

시스템에서 peg-in-hole 및 표면 추적을 수행한 연구들과 질

적인(qualitative) 비교를 통해 에너지 제한 알고리즘 및 다른 

연구들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II. 에너지 제한 알고리즘을 사용한 양방향 원격 조작 시스템 

1. 시스템 구성 

양방향 원격 조작 시스템을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구성

하였다. 

 

• 마스터 단 

그림 1은 마스터 단으로써 조작자는 그림 3(a)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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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장비(High Force Phantom 1.5)를 이용하여 원격 조작을 

수행한다. 이때, 마스터 장비의 움직임(xm)이 통신채널을 통

해 슬레이브 단으로 전송되며 슬레이브 단에서 전송 받은 환

경과의 실제 접촉 힘이 마스터의 control command force로 사

용하게 되는데 시간 지연 등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제한 알고리즘(master EBA)을 사용하여 안정성

을 보장하였다.  

 

• 슬레이브 단 

그림 2는 슬레이브 단으로써 마스터에서 전송 받은 

command 위치(xsd)를 슬레이브 로봇이 추종하며, 슬레이브 로

봇 end-effector에 ATI社의 force/torque 센서(Mini45)를 부착하

여 외력을 측정하여 통신 채널을 통해 마스터 단에 전송하였

다. 본 논문에서는 슬레이브 로봇으로 그림 3(b)와 같은 6자

유도 위치 제어 기반의 산업용 로봇인 덴소 로봇을 사용하였

다. 일반적으로 산업용 로봇은 높은 기어 비로 인해 역 구동 

되지 않고 딱딱한 임피던스를 갖고 있다. 이는 환경과 접촉 시

에 환경 및 로봇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손상을 막기 

위해 그림 2(A)와 같은 내부 위치 제어기를 수정해야 하지만, 

이 위치 제어기와 로봇의 동 특성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 기반 임피던스 제어(position based impedance control) [11]

를 사용하여 산업용 로봇에 compliance를 적용하였다. 

(a) (b) 

그림 3. 마스터/슬레이브 장비. 

Fig.  3. Master and slave device. 

 

또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슬레이브 로봇 및 환경의 움직임

을 찍고, 이를 Skype(Microsoft社)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

여 마스터 단에 전송하였다. 그러므로 영상정보와 힘 정보는 

각기 다른 채널을 통해 독립적으로 전송되며 마스터간에서

는 전송된 두 정보를 동기화 하지 않는다.  

 

• 통신 채널 

통신 채널은UDP를 이용하였고,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그림 1. 에너지 제한 알고리즘을 사용한 양방향 원격 조작 시스템의 마스터단. 

Fig.  1. Master site of the bilateral teleoperation system using energy-bounding algorithm. 

 

그림 2. 임피던스 제어기를 포함한 슬레이브 로봇. 

Fig.  2. Slave robot including impedance controller. 

Sungjun Park, Sangsoo Park, Sang-Yun Baek, and Jeha Ryu 



양방향 원격 제어 성능 시험: Peg-in-hole 및 표면 추적 

 

791

이용하여 마스터 단과 슬레이브 단을 연결하였다. 테더링 기

능은 휴대폰 기지국 근처라면 통신 환경이 안정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든 원격 조작을 할 수 있게 한다. 

실험환경에 대해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이용한 통신 채

널은 그림 4에서 보여지듯이 가변 시간 지연으로써 평균, 최

소, 최대 시간 지연은 각각 72, 33, 94ms였고 11%의 데이터 

손실이 있었다.  

2. 에너지 제한 알고리즘 

에너지 제한 알고리즘은 position-force architecture의 경우 마

스터에 (1)과 같은 제어 법칙을 사용한다.  

 

• 마스터 제어법칙 

 ( ) ( ) ( ) ( )1
m m m m

F n F n n x nβ= − + Δ  (1) 

여기서, ( )
( ) ( )

( )

1
md m

m

m

F n F n
n

x n
β

− −
=

Δ
 for ( ) 0,

m
x nΔ ≠  Fm은 

마스터 장비의 control command force로써 조작자에게 반향 되

는 힘, Fmd 는 통신채널을 통해 시간지연 된 슬레이브에서 전

달된 contact force, Δxm(n) = xm(n)- xm(n-1), xm은 마스터 장비의 

위치이다.  

식 (1)은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러한 힘 반향 

방법을 통해 조작자에게 환경의 임피던스정보를 일정부분 

제공 할 수 있게 된다. 

 ( ) ( ) ( )
m m m

F n n x nβΔ = Δ  (2) 

식 (1)과 같은 제어 법칙을 마스터에서 사용할 때 시간지

연 및 변동, 데이터 손실 등에 상관 없이 시스템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식 (3)과 같은 수동성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식 (4), (5)와 같은 제한 법칙을 사용한다. 

 

• 수동성 조건 

 ( ) ( ) ( )
1

0

0

1 0

n

H m m

k

P n F k x k ε

−

=

+ Δ + + ≥∑  (3) 

여기서, PH(n)은 마스터 장비의 에너지이다.  

 

• 제한 법칙 

 ( ) ( ) ( ) ( )max max
if  then n n n nβ β β β> =  (4) 

 ( ) ( ) ( ) ( )min min
if  then n n n nβ β β β< =  (5) 

여기서, ( ) ( )( )max 1 max
min ,n c nβ γ= , ( ) ( )min min

n nβ γ=  

 ( )
( )

( )

( )

( )

2

2

max 2 2

1 1
m m

m m

F n F n
n c c

x n x n
γ

⎛ ⎞− −
= − + + ⎜ ⎟⎜ ⎟Δ Δ⎝ ⎠

, 

 ( )
( )

( )

( )

( )

2

2

min 2 2

1 1
m m

m m

F n F n
n c c

x n x n
γ

⎛ ⎞− −
= − − + ⎜ ⎟⎜ ⎟Δ Δ⎝ ⎠

, 

c1과 c2는 양수이고, c1≥c2 이다.  

3. 위치 기반 임피던스 제어 

임피던스 제어는 로봇이 갖는 동 특성을 사용자가 원하는 

동 특성으로 만들어 주는 제어 기법으로 힘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된 외력이 로봇에 작용할 경우 임피던스 제어기가 로봇

의 움직임(xf )을 제어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식 (6)과 같이 

질량, 댐핑 및 스프링으로 이루어진 목표 임피던스(target 

impedance)를 사용함으로 산업용 로봇에 compliance를 적용하

였다. 

 
2

1f

env

X

F ms bs k
=

+ +

 (6) 

여기서, m = 100kg, b = 5000Ns/m, k = 2000N/m. 이러한 파라미

터는 100kN/m의 강성을 갖는 환경과 접촉에서 접촉 안정성

(contact stability)을 보장한다.  

 

III. 실험 

1. 실험 절차 

그림 5(a)와 같이 원형 peg를 슬레이브 로봇의 끝단에 부착

하였고, 그림 5(b)와 같이 평판 및 구멍으로 이루어져있는 

그림 4. 통신 지연의 특성. 

Fig.  4. Characteristic of communication delay. 

 

 
(a) 

 
(b) 

그림 5. 원형 peg 및 환경(평판/구멍). 

Fig.  5. Peg and environment (surface and hole). 

Performance of a Time-delayed Bilateral Teleoperation: Peg-in-hole and Surface Tracking 



박 성 준, 박 상 수, 백 상 윤, 류 제 하 

 

792

환경단과 접촉을 통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그림 5(b)

의 평판에 그려진 시작 점과 접촉 한 이후 나선(spiral) 모양

의 선을 따라 이동을 하며 표면 추적을 한다. 이후 평판 중

앙에 있는 구멍에 peg를 넣는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다섯 명

의 조작자가 5번씩 실험을 하였고 총 임무 수행 시간 및 임

무 수행 시 접촉된 최대 힘 및 평균 힘을 측정함으로 임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2. 실험 결과 

그림 6은 에너지 제한 알고리즘 및 임피던스 제어를 마스

터와 슬레이브에 각각 적용한 양방향 원격 조작 시스템의 

peg-in-hole 및 표면 추적에 대한 전형적인 실험 결과이다. 그

래프는 평판과 수직한 방향의 마스터/슬레이브 로봇의 위치, 

슬레이브 로봇의 접촉된 힘 및 마스터의 control force를 나타

낸다. 에너지 제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접촉 

불안정성이 발생으로 인해 접촉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

문에 결과를 따로 보이지 않았다. 그림 6에서 4초 이전까지 

슬레이브 로봇은 자유공간에서 움직이고, 이때 조작자는 아

무런 반력을 받지 않고 슬레이브 로봇을 조작할 수 있었다. 

슬레이브 로봇은 마스터 장비의 움직임을 시간 지연에 의한 

위상 차이만 보일 뿐 거의 완벽하게 추정하였는데 이는 산업

용 로봇의 위치 제어기가 잘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4초에 

슬레이브 로봇은 z =-21mm에 위치한 평판과 닿았고 이에 대

한 힘 정보를 마스터에 전송하였다. 이때, 슬레이브 로봇의 

움직임은 평판에 구속되어 마스터 장비와 차이를 보이게 되

는데 이는 슬레이브 로봇에 적용되어 있는 위치 기반 임피던

스 제어기가 너무 큰 접촉 힘이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슬

레이브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조작자는 반력

을 전달받은 이후 평판에 대한 힘 정보를 제공 받으면서 표

면 추적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6의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제안된 시스템의 접촉 힘은 초기 접촉 힘의 크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잘 추종함을 볼 수 있다.  

슬레이브 로봇은 정해진 평판을 나선 형태로 추적한 이후 

16초에 peg를 구멍에 넣었다. peg가 구멍과 일치하는 순간 슬

레이브 로봇이 평판과의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접촉 힘은 없

어지고, 조작자도 순간적으로 자유 공간에 있는 것같이 평판

에 대한 반력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조작자가 평판을 

살짝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마스터 장비를 자연스럽게 내리

게 되고 슬레이브 로봇의 peg는 구멍으로 들어가게 된다. 구

멍 바닥에도 판이 있기 때문에 슬레이브 로봇과 환경의 갑작

스러운 접촉 힘이 발생하게 되고 마스터로 전달되지만, 에너

지 제한 알고리즘으로 인해 조작자는 일정부분의 접촉 힘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에너지 제한 알고리즘 및 임피던스 제

어를 마스터와 슬레이브에 각각 적용한 양방향 원격 조작 실

험에서 조작자는 안정하게 평판에 대한 반력 및 구멍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었고 슬레이브 로봇은 초기 접촉시 

큰 힘이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 슬레이브 로봇이 안정한 범위

에서 접촉을 유지하여 두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표 1은 다섯명의 조작자가 각각 5번씩 peg-in-hole 및 표면 

추적 임무를 수행했을 때 평균 임무 수행 시간 및 최대/평균 

 

0 5 10 15 20 25 30
-40

-30

-20

-10

0

10

20

30

x
m

(--), x
s
(-)

P
o
s
it
io
n
(m
m
)

time (sec)

0 5 10 15 20 25 30
0

150

300

F
e
(--), F

d
(-)

F
e

(N
)

0 5 10 15 20 25 30
0

5

10

F
d

(N
)

time (sec)

그림 6. 평판 추적 및 peg-in-hole 실험 결과. 

Fig.  6. Experiment results for surface tracking and peg-in-hole. 

 

표   1. 임무 수행 시간 및 최대/평균 접촉 힘. 

Table 1. Task completion time and maximum/average contact force.

조작자 수행 시간(s) 최대 힘(N) 평균 힘(N) 

1 14.8 182 45.2 

2 13.2 238 46.3 

3 14.5 207 44.7 

4 23.4 282 50.9 

5 20.1 302 43.1 

평균 17.2 282.6 46.04 

표준편차 4.36 48.01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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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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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onexpert. 

그림 7.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peg-in-hole 결과. 

Fig.  7. Peg-in-hole result of expert and non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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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힘을 나타낸 것이다. 조작자 1-3은 원격 조작 경험이 

많은 숙련자였고, 4-5는 비숙련자였다. 조작자의 숙련도 및 

신중함이 높을 때 임무 수행을 빨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숙련자의 경우에도 큰 어려움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

다. 또한, 최대 힘은 조작자가 마스터 장비를 조작하여 평판

에 접근 하는 속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조작자의 숙련도 

혹은 신중함에 따라 결정되지만, 평균 접촉힘은 슬레이브 로

봇의 임피던스 제어에 의해 조작자의 능력에 크게 영향 받지 

않았다.  

그림 7은 peg-in-hole에 대한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실험 결

과이다. 숙련자가 비숙련자에 비해 임무 수행을 빨리 하였고 

최대 접촉 힘도 작게 나왔는데 비숙련자도 5번 정도의 실험을 

반복 하였을 때는 숙련자와 비슷한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8. 평면 추적 결과. 

Fig.  8. Experiment result for surface tracking. 

그림 8은 슬레이브 로봇 끝단에 펜을 부착하여 숙련자 3명

이 나선 모양의 평면 추적 임무를 수행할 때 실제 추적된 결

과를 나타낸다. 실험 결과는 조작자의 조작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조작자에게 제공되는 힘 반향은 조작자에게 

평판 추적을 수월하게 해주고 슬레이브 로봇의 임피던스 제

어기는 로봇 환경과 접촉 시 안정한 접촉을 보장하기 때문에 

조작자가 평판 추적을 보다 수월하게 잘 수행할 수 있었다.  

 

IV. 논의 

본 논문에서 구성한 시스템은 기존의 다른 연구들이 구성

한 시스템, 실험 환경 및 실험 시나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임

무 수행에 관한 성능의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비교는 힘들지

만 각 논문에 기록된 특성들을 바탕으로 주관적이고 정성적

인 비교를 시도하였다. Imaida 등[6]은 시간지연이 큰 통신 환

경(6-7초)에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서 PD-type 제어기를 

사용하였고, ETS-VII에 설치된 로봇 팔을 이용하여 peg-in-

hole 및 경사면 추적(slope tracking)을 수행함으로써 수행 완료 

시간 및 평균 접촉 힘을 측정하여 시스템을 평가하였다. peg-

in-hole의 임무 수행 시간은 100초 이상 걸렸는데 이는 6-7초

의 상대적으로 긴 시간지연으로 인해 조작자의 조작이 어렵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반향을 할 경우 영상 정

보 없이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시스템에

서는 7초의 양방향 시간지연이 있는 환경에서 숙련된 조작

자가 3명이 peg-in-hole (표면추적 제외) 임무를 각 5회씩 수행

하였을 때 자유 공간 움직임에서 임무 완수까지 평균 75.3초

(표준편차 12.4초)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큰 시간지연으로 인

해 조작자의 조작과 영상 및 반력의 차이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go-and-wait 전략으로 임무를 수행하였고 수행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다. 또한 숙련되지 않은 조작자 2명이 실험하

였을 때 98.3초(표준편자 64.5초)가 소요되었는데 실험에 익

숙해 질수록 소요 시간이 급격히 줄었다는 점에서 비 숙련자

도 조금의 연습을 통해 원격 조작 임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reusche등[7]은 DRL light-weight 로봇과 힘 반향 장지를 이

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6]에서 사용한 PD-type 제어기

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였다. 하지만 자유공

간 움직임에서도 조작자에게 힘 반향이 되었고, 따라서 접촉 

순간에 조작자가 접촉에 대한 느낌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PD-type 제어기의 특성은 [6]에

서도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Yip등[8]은 peg-in-hole 임무를 시간지연에 따라, 힘 반향의 

유무에 따라 임무 수행 시간 및 평균 접촉 힘을 측정하여 시

간 지연 및 힘 반향이 원격 조작 임무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시간 지연이 커질수록 힘 반향의 경우 

18초(시간 지연 0초)에서40초(시간 지연 0.5초)로 임무 수행 

시간이 늘어났고 힘 반향이 없을 경우 15초(시간 지연 0초)

에서 33초(시간 지연 0.5초)로 늘어났다. 또한, 힘 반향이 있을 

경우, 접촉된 힘의 크기를 힘 반향이 없는 경우에 비해 상당

히 줄일 수 있었다. 이는 힘 반향을 통해서 접촉 된 힘의 크기

를 줄일 수는 있지만, 임무 수행을 빨리 해야 할 경우에는 

힘 반향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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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간 지연을 극복하기 위해 wave variable을 적용하였는

데, 이는 PD-type 제어기와 마찬가지로 자유공간 움직임에서 

조작자가 반력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조작자가 느끼는 힘의 

투명성이 떨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도 구성된 시스템을 이

용하여 양방향 시간 지연을 0초 및 0.5초에 대해 숙련된 조

작자 3명이 peg-in-hole (표면추적 제외) 임무를 각 5회씩 수행

하였다. 시간 지연이 0초일 때 평균 4.5초(표준편차 0.68초), 

시간 지연이 0.5초 일 때 8.7초(표준편차 0.79초)의 임무 수행 

시간이 소요 되었다. 숙련되지 않은 조작자 2명이 임무 수행

을 하였을 때, 시간 지연이 0초 일 때 6.13초(표준편차 1.34

초), 시간지연이 0.5초 일 때 9.18초(표준편차 3.11초)를 나타

났는데 이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비 숙련자도 실험을 진행 

할수록 빠르게 임무수행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앞서 7초의 시간지연 실험과 함께 비교하면 시간 지연이 커

질수록 임무 수행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V. 결론 

본 논문은 에너지 제한 알고리즘 및 임피던스 제어를 마

스터와 슬레이브에 각각 적용한 양방향 원격 조작 시스템을 

조립과 같은 좀 더 실제적인 응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벤

치마크 과업으로 peg-in-hole 및 표면추적을 수행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통신채널로 이용하여 언제 어디

서든 누구나 원격 조작이 가능하게 하였다. 에너지 제한 알

고리즘에 의해 시간지연이 발생함에도 안정하게 조작이 가

능하였고 이때 접촉/비접촉의 구분이 가능한 힘을 조작자에

게 제공함으로 힘의 투명성을 증대할 수 있었다. 또한 임피

던스 제어를 통해 슬레이브 로봇의 접촉 힘이 안정한 범위의 

작은 값으로 유지시켜주었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

과, 조작자들의 숙련도에 따라 임무 수행 시간의 차이를 보

였지만 비숙련자도 큰 어려움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기존의 다른 연구 결과들과의 비교했을 때 대체로 더 빠른 

시간에 peg-in-hole의 과업을 수행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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