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Institute of Control, Robotics and Systems (2016) 22(8):656-664 

http://dx.doi.org/10.5302/J.ICROS.2016.16.0102  ISSN:1976-5622  eISSN:2233-4335 

 

직접교시에 의한 직관적인 양팔로봇 작업 생성 

Intuitive Programming of Dual-Arm Robot Tasks using 

Kinesthetic Teaching Method 

김 기 현, 박 현 준, 배 지 훈, 박 재 한, 이 동 혁, 박 재 흥, 경 진 호, 백 문 홍*
 

(Peter Ki Kim1,2, Hyeonjun Park1,2, Ji-Hun Bae2, Jae-Han Park2, Dong-Hyuk Lee2, Jaeheung Park1,3,  

Jin-Ho Kyung4, and Moon-Hong Baeg2,*) 
1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3Advanced Institutes of Convergence Technology 

4Korea Institute of Machinery & Materials 

Abstract: While anthropomorphic robots are gaining interest, dual-arm robots are widely used in the industrial environment. Many 

methods exist in order to implement bimanual tasks by dual-arm robot. However, kinesthetic teaching is used in this paper. This 

paper suggests three different kinesthetic teaching methods that can implement most of the human task by the robot. The three 

kinesthetic teaching methods are joint level, task level, and contact level teaching. The task introduced in this paper is box packing, 

which is a popular and complex task in industrial environment. The task is programmed into the dual-arm robot by utilizing the 

suggested kinesthetic teaching method, and this paper claims that most tasks can be implemented by using the suggesting kinesthetic 

teach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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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로봇으로 사람의 작업을 대체

하는 것이 비중 있게 고려되면서 양팔로봇에 대한 관심이 점

차 높아지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인간의 작업이 대부분 양

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람과 유사한 형태의 양팔로봇을 

사용하게 되면 대대적인 주변 환경의 변경 없이도 자동화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대표적

인 양팔로봇으로는 그림 1에 제시한 Yaskawa사의 SDA 10D, 

ABB Robotics사의 YuMi 그리고 Rethink Robotics사의 Baxter를 

들 수 있으며, 이 로봇들은 양손을 사용하는 조립작업, 물체

운반 또는 포장작업 등에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1-3]. 

인간이 수행했던 양팔을 이용한 작업들을 양팔로봇으로 

실현하는 사례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발표되고 있다[4-8]. 

이와 같은 양팔로봇을 이용한 다양한 작업의 구현에서 신속

하고 용이하게 작업 동작을 생성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로봇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동작 시퀀스를 생성하

는 프로그래밍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

프트웨어를 통한 OLP (Off-Line Programming) 방법과[15] 현장

에서 작업자의 교시(teaching)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OLP 방

법은 작업 현장에 대한 3차원 모델링 정보와 작업물의 CAD 

정보 및 로봇의 정보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고도로 정형화된 

작업 환경이 아닌 곳에서는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실제로 많은 산업용 로봇의 응용에서는 티치펜던트와 같

은 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작업자의 교시에 의해 로봇 동

작을 생성하고 있다. 티치펜던트에 의한 교시 방법은 현장에

서 6-자유도 이내 로봇의 작업을 생성하는 데는 매우 유용하

였으나 양팔로봇과 같이 자유도가 높고 양팔의 작업공간이 

겹쳐서 충돌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에서는 작업자가 동작을 

생성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로봇 관절이 회전 운

동을 하므로 로봇의 충돌회피와 같은 동작을 생성할 때는 티

치펜던트의 제어명령과 로봇 동작을 사상(mapping)하기가 매

우 어려우므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만이 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작업자가 직접 로봇을 움직여 직관

적으로 동작을 생성하는 직접교시(kinesthetic teaching)를 통하

여 비전문가도 쉽고 빠르게 양팔로봇의 작업을 생성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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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DA-10D, Yaskawa [1]. (b) YuMi, ABB Robotics [2].

그림 1. 상용화된 대표적인 양팔로봇. 

Fig.  1. Representative dual-arm robo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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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작업의 특성에 따라 직접

교시 방법을 관절교시, 작용점교시 및 접촉교시로 세분화하

였으며 이 세 가지 교시방법의 조합을 통해 복잡한 양팔로봇

의 작업을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팔을 이용한 포장작업의 일환인 물체 삽입 

작업과 박스 테이핑 작업[9]에 이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한 

효율성은 교시 소요시간으로 검증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세분화한 세 가지의 직접교시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고 III장

에서 양팔로봇을 이용한 포장작업 구현을 위한 작업 분석 내

용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IV장에서는 분석된 작업 시퀀스를 

직접 교시에 의해 양팔로봇 동작으로 생성하여 이를 로봇이 

수행하는 결과를 통해 본 방법의 유용성을 보이고 V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II. 직접교시 

직접교시는 사람이 직접 로봇에 힘을 가하여 로봇을 움직

임으로써 원하는 동작을 생성하고 이를 기록하는 교시 방법

이다. 따라서 직접교시를 위해서는 사람이 가하는 외력에 대

해서 로봇이 반응하여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접교시를 위해서 작용점(end-effector)에 힘/토크 

센서를 부착하여 인간의 힘을 감지하고 로봇이 반응하도록 

했으나, 최근에는 각 관절에 토크 센서를 장착하거나 고출력 

모터에 낮은 감속비의 감속기를 장착하여 제어 알고리즘으

로써 모든 관절이 외력에 반응할 수 있게도 한다[10,11]. 

직접교시는 교시자가 원하는 로봇의 자세나 작용점의 위

치를 직접 만들 수 있어서 직관적으로 작업을 로봇에게 구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티치펜던트를 이

용하는 방법보다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로봇의 작업을 생

성할 수 있으며 비전문가도 쉽게 로봇을 교시할 수 있다.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로서 로봇의 자세를 

나타내는 관절각 정보, 작용점의 위치 및 방향 및 접촉작업 

시 환경과의 접촉력 등이 있다. 작업 및 동작의 특성에 따라 

로봇의 교시에 필요한 정보가 서로 다른데 본 논문에서는 작

업의 특성과 그에 필요한 정보에 따라 교시방법을 관절교시, 

작용점교시, 접촉교시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1. 관절교시 

관절교시는 로봇의 관절각 정보를 이용하는 교시방법으로 

그림 2와 같이 각 관절의 값들을 기록하여 이 정보를 이용하

여 관절공간(joint space)에서 로봇을 제어한다. 로봇이 환경과

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자세를 취해야 하거나 작용점

이 아닌 특정한 관절을 사용하여 작업을 구현해야 하는 경우

에는 관절 교시를 이용하여 로봇을 교시한다. 예를 들면 어

떤 물체를 파지하는 작업에서 로봇의 그리퍼가 접근할 때는 

주변의 물체와 부딪히지 않게 대상물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

한데 이런 경우에 관절교시가 요구된다. 또한 로봇이 팔목이

나 팔꿈치 같은 관절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에도 이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한 로봇의 자세를 관절교시를 

통해 생성할 수 있다. 

관절교시는 로봇의 자유도가 로봇의 작업공간(task space) 

차원보다 많을 경우, 즉 로봇이 여유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유용하다. 여유자유도가 있는 로봇의 경우 작용점

의 위치에 대한 구속조건 하에서도 영 공간(null space)에서 

필요한 자세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작용점에서 작업을 수행

하면서 환경과의 충돌이나 간섭을 피하는 동작을 교시할 수 

있다. 

2. 작용점교시 

작용점교시는 현재 실용화되어 있는 일반적인 직접교시 

방법으로서 로봇의 작용점의 위치, 방향 정보를 교시에 이용

한다. 그림 3과 같이 작용점교시는 로봇의 정기구학을 계산

하여 구한 작용점의 좌표 값을 기록하며 이 정보를 이용하여 

로봇을 작업공간 상에서 제어한다. 작업공간에서 로봇 작용

점의 위치와 방향에 대한 특정한 동작을 생성해야 할 때, 또

는 로봇의 작용점을 특정한 경로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작용

점교시가 유용하다. 

작용점 교시는 주로 로봇 작용점에 툴(tool)을 장착하여 특

정한 작업을 수행할 때 활용된다. 한 예로 자동차 도장작업

에서의 로봇은 작용점에 도장용 툴을 부착하여 작업공간에 

미리 교시된 경로를 일정 속도로 따라간다. 이와 같이 로봇

이 작업공간상에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로봇에 작용점교시를 사용해서 작업을 생성할 수 있다. 작용

점교시의 경우 작업공간에서 작용점의 위치와 방향에 대해

서만 제어가 이루어지므로 로봇의 내부 동작(internal motion)

은 직접 제어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경

과의 충돌이나 간섭이 없도록 정형화된 작업환경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3. 접촉교시 

접촉교시는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교시방법으로서 

 

그림 2. 관절교시 방법으로 각 관절 값들을 기록하는 교시

방법이다. 

Fig.  2. Joint level teaching is a method that records the joint angle of 

the robot. 

 

그림 3. 작용점교시 방법으로 로봇의 정기구학을 계산하여 작

업공간 상에서의 위치 값을 기록하는 교시 방법이다.

Fig.  3. Task level teaching is a method that records the position data 

of the task space obtained by calculating the forward 

kinematics of the robot. 

Intuitive Programming of Dual-Arm Robot Tasks using Kinesthetic Teach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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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점교시와 유사하지만 환경 또는 작업물과 접촉하며 작

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 경우 작용점의 위치 및  

작용점에서 발생하는 접촉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일반

적으로 해당 정보는 로봇관절의 위치센서 및 작용점에 설치

된 6축 힘/토크 센서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힘정

보의 직접 교시는 6축 힘/토크센서가 로봇에 장착된 경우에

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접촉작업은 대부분 작업공간의 특

정한 한 방향으로만 힘제어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방향에서

는 위치제어가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구현되며, 이 경우 힘제

어의 방향으로 원하는 힘의 크기는 사용자가 쉽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교시단계에서는 작용점의 힘/토크 센서 정보를 기

록할 필요는 없어진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접촉교시 방법

에서는 교시중에 로봇의 위치정보만을 기록하며 힘정보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한다. 설정된 목표 힘(desired force)는 로봇

의 강성제어를 이용하여 구현된다. 그림 4는 평면형 작업공

간을 갖는 로봇이 환경에 접촉하여 일정한 힘을 가하면서 경

로에 따라 움직이는 작업을 생성해야 하는 경우의 예시를 보

여준다. 로봇이 x-방향으로 힘을 가하면서 y-방향으로 이동하

는 작업이 필요하다면, 교시단계에서는 작업자가 로봇을 직

접 이동시키며 작용점의 x, y 및 θ 방향 위치를 기록한다. 이

때 작용점에 작용하는 힘은 기록되지 않으므로 교시자는 임

의의 힘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작용점 위치정보(x, y, 

θ)는 그림 3에서 설명되는 것과 같이, 사용자가 설정한 목표

힘 F와 강성제어기의 비례계수 kp를 이용해 강성제어기 입력

벡터 x로 변환될 수 있다. 얻어진 입력값을 이용해 강성제어

기는 작업공간에서 힘제어 방향으로는 목표힘을 만족시키고, 

나머지 방향에서는 목표위치를 만족시키는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직접교시에 의한 다양한 로봇 작업 생성은 제시한 세 가지

의 교시 방법들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수행될 수 있다. 또한 

교시 과정에서 작업을 단위 동작으로 구분한 뒤 그에 해당되

는 시작점 및 끝점의 키 프레임 동작의 정보만 저장하여 그 

구간에 대한 동작을 보간하면 로봇의 작업 동작이 쉽게 생성

된다. 본 연구에서는 3차 다항식을 이용해 키 프레임 동작 

사이의 동작을 보간하였으며 각각의 교시방법에 따라 보간 

곡선이 생성되는 공간도 달라진다. 

제안한 교시방법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박스 포장 작업에 

대한 양팔로봇 작업을 생성하고자 한다. 박스 포장 작업은 

물체 삽입 작업과 박스 테이핑 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 장에서는 두 가지 작업의 분석에서 도출된 단위 동작들

과 양팔로봇의 교시를 위하여 결정된 각 동작에서의 교시방

법을 제시한다. 

 

III. 포장 작업 분석 

본 논문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양팔로봇의 박스 포장작업

은 물체 삽입 작업과 박스 테이핑 작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로봇 작업으로 사상하기 위해 사람의 작업 과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각각의 단위 동작으로 구분하였으며 그에 

대한 교시 방법을 결정하였다. 

1. 물체 삽입 작업 

물체 삽입 작업은 대상 물체를 파지하여 들어올린 후 박스

에 삽입하는 작업이다. 그림 5에 나타난 인간의 물체 삽입 

작업을 분석해 보면 크게 4 단계의 단위동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a)와 같이 양팔을 움직여 파지할 물체

로 손을 접근시키는 과정이다. 다음은 (b)의 과정으로 물건을 

파지한 후 들어올려 삽입할 박스 입구로 이동하는 단계이다. 

다음의 (c) 단계는 양팔을 이용하여 물체를 박스에 삽입하는 

과정이며, 마지막 단계 (d)는 물체를 놓은 후 다시 처음 자세

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a)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작용점에 장착된 툴을 

이동시켜 작업공간 상에서 파지할 물체로 접근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작용점교시를 통하여 작용점이 물체로 접

근하는 동작을 생성해야 한다. (b)에서는 양팔로 가하는 힘으

로 파지를 유지하면서 물체를 박스 입구까지 안전하게 이송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파지를 위해 양팔에서 

발생하는 힘을 유지하며 작업공간에서의 경로를 추종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접촉교시에 의해 로봇의 작업 동작을 생성

그림 4. 접촉교시 방법으로 로봇이 외부 환경과 접촉이 있을

때 임의의 힘을 주어 비례계수로 나눈 값과 나머지

위치 값을 기록하는 교시 방법이다. 

Fig.  4. Contact level teaching is when the robot makes contact with 

the environment. The teacher gives appropriate force and 

divide it by the proportional gain to obtain the desired 

position of the force direction and the rest is recorded as task 

level teaching. 

 

 

(a) Approach to the object. (b) Transport the object. (c) Insert the object. (d) Release the object. 

그림 5. 물체 삽입 작업 순서. 

Fig.  5. Sequence of object inse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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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c)에서는 양팔에 의한 파지를 유지하면서 박스 

방향으로 힘을 가해 물체를 삽입하는 과정이 수행되므로 여

기서도 접촉교시가 적합하다. 마지막 과정 (d)는 파지를 풀어 

물체를 놓은 후 원래의 준비 자세로 복귀하는 과정이므로 툴

이 환경과 부딪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는 관절교시가 

필요하다. 표 1에 물체 삽입 작업에 대한 작업분석 결과와 

그에 적합한 교시방법을 정리하였다. 

2. 박스 테이핑 작업 

물체 삽입 작업은 대칭 양팔작업이지만 박스 테이핑 작업

은 양팔이 서로 협조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비대칭 양팔작업

으로서 물체 삽입 작업보다 더 복잡한 작업이다. 이러한 비

대칭 양팔작업은 양팔 간의 기구학 정보를 공유하면서 순차

적으로 양팔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박스 테이핑과 같은 비대칭 양팔작업에서는 양팔 간 충돌

이 일어나지 않게 동작을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6은 

인간의 박스 테이핑 작업을 8 단계의 단위 동작들로 구분하

여 나타낸 것이다. 각 단위 동작에 대하여 적합한 교시방법

을 결정했는데 양팔로봇은 사람처럼 손이 아닌 작업을 위한 

특수한 툴이 부착되어 작업한다는 점이 교시방법 결정에 고

려되어야 한다. 

첫 번째 과정인 (a)의 옆 날개 접기는 박스와의 간섭이 없

어야 하므로 관절교시를 이용한다. 또한 (b)와 (c)의 뒷날개와 

앞날개 접기 동작은 양팔로봇의 작용점이 아닌 특정한 링크

를 이용하여 날개들 사이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으며 날개가 

다시 펴지지 않도록 다른 한 팔로 고정해야 하기 때문에 관

절교시를 사용해야 한다. 테이프 잡기 단위동작인 (d)는 작업

공간 상에서 작용점을 움직여 테이프를 잡아야 하기 대문에 

작용점교시를 사용한다. 테이프를 잡은 후 테이핑 툴을 잡아 

당기는 단위 동작인 (e)는 테이프의 점성을 이겨내며 직선 

경로를 테이프를 당겨야 하므로 접촉교시를 사용하여 동작

표   1. 양팔 물체 삽입 작업 분석. 

Table 1. Dual arm object insertion analysis. 

단위 동작 교시 방법 이유 

(a) 접근 작용점교시 
양팔이 물체 양면에 잡기 좋은 

위치로 이동한다. 

(b) 이송 접촉교시 

양팔이 서로 물체를 밀고 있는 

상태에서 경로를 따라 움직여

야 한다. 

(c) 삽입 접촉교시 

양팔로 물체를 파지한 상태에

서 삽입 방향으로 힘을 가해 

물체를 박스에 삽입한다. 

(d) 놓기 관절교시 

툴의 파지를 풀고 환경과 툴과

의 간섭 없이 준비동작의 자세

를 취한다. 

 

 

 
(a) Fold the side wings. (b) Fold the back wing. (c) Fold the front wing. (d) Grasp the tape. 

(e) Pull the tape out. (f) Stick the tape. (g) Cut the tape off. (h) Harden the tape. 

그림 6. 박스 테이핑 순서. 

Fig.  6. Sequence of box taping. 

 

 

(a) Teaching initial position. (b) Teaching object approach. (c) Teaching object transportation. (d) Teaching object insertion. 

그림 7. 양팔로봇 물체 삽입 작업을 위한 직접교시. 

Fig.  7. Kinesthetic teaching for object insertion task using dual arm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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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성해야 하며, 그 다음 과정에서는 작용점교시를 사용하

여 테이프 붙이는 동작 (f)를 완성한다. 테이프 끊기 동작인 

(g)는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관절교시를 이용한

다. 마지막으로 테이프를 고르는 단위 동작, 즉 박스 위에 붙

은 테이프를 고르게 펴주는 작업인 (h)는 박스 표면에 일정

한 힘을 주면서 일정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접촉교

시를 사용해야 한다. 표 2에 박스 테이핑 작업에 대한 작업 

분석 및 적합한 교시방법을 정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IV.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직접교시 방법을 이용하여 실제 양팔

로봇의 작업을 생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8의 한국기

계연구원에서 개발한 양팔로봇 (AMIRO)을 활용했다. 이 로

봇은 16 자유도의 양팔로봇으로서 각 팔은 7 자유도로 몸통

은 2 자유도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교시 방법이 

티치펜던트를 이용한 방법보다 교시 시간이 짧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영상[1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팔로봇의 직

접교시 작업은 그림 7 및 그림 10과 같이 사람이 직접 로봇

에 힘을 가하여 원하는 자세를 만들어 교시정보를 기록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력보상[12]과 마찰보상[13] 제어를 통하여 

로봇이 인간의 외력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교시

를 실현했다. 앞 장에서 분석한 물체 삽입 작업과 박스 테이

핑 작업을 직접교시 방법으로 양팔로봇에 구현하였으며 각 

단위 동작 별 교시 소요시간 및 총 교시 시간을 측정하여 평

가함으로써 제안한 방법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1. 양팔로봇 물체 삽입 교시 

사람의 물체삽입 작업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팔로봇에 교

시를 수행했다. 물체 삽입 작업은 대칭 양팔작업으로 비대칭 

양팔작업에 비해 교시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 그림 7과 같이 

초기자세 및 물체 접근 교시 ((a), (b))는 사람이 직접 양팔로

봇을 움직여 관절 값과 작용점 값을 기록하였으며 양팔로봇

이 동시에 물체를 파지하여 작업을 교시하는 경우 (그림 7(c), 

(d))에는 물체를 이동할 작용점을 기록하여 로봇을 교시 하였

다. 표 3에 단위 동작들을 토대로 소요한 교시 작업시간과 

작업 구현시간을 나타내었다. 그림 9는 양팔로봇에 제안한 

교시방법을 이용하여 물체 삽입 작업을 수행한 결과이다. (a)

는 관절교시를 이용하여 주변 환경과 충돌하지 않게 물체에 

접근하도록 양팔로봇의 자세를 만들었다. (b)는 물체를 파지

한 상태에서 박스 입구까지 로봇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접

촉교시를 사용하였다. (c)는 물체를 박스에 삽입하는 작업으

로 박스를 파지한 상태에서 정확한 위치로 이동해야 하기때

문에 접촉교시를 이용했다. (d)는 물체삽입 작업을 마친 후 

다시 작업을 반복하기 위해 초기자세로 복귀 하므로 원하는 

자세를 관절교시를 이용해 구현했다. 접촉교시는 다른 두 교

시에 방법과 달리 적절한 힘의 값을 찾아내야 하므로 교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2. 양팔로봇 박스 테이핑 교시 

다음으로 분석된 박스 테이핑 작업을 직접교시 작업을 통

해 양팔로봇으로 구현했다. 박스 테이핑 교시 작업은 그림 

10에서 묘사 됐다. 박스의 날개 접는 박스의 날개 접는 동작

(그림 10(a), (b), (c))은 양팔로봇의 끝 단 뿐만 아니라 다른 링

크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관절 교시를 적용했고 테이프

를 파지하러 가는 동작 (그림 10(d))은 양팔의 작용점이 정확

히 일치하도록 작용점 교시를 사용했다. 그리고 테이프를 뜯

는 동작 (그림 10(e), (f)) 및 테이프를 다지는 동작 (그림 

10(h))은 힘과 위치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므로 접촉교시를 사

용했다. 마지막으로 테이프 끊기 (그림 10(g))와 되돌아 가기 

자세 (그림 10(i))는 관절교시를 사용하였다. 박스 테이핑 작

업은 물체 삽입 작업과 다르게 비대칭 양팔작업으로서 교시 

시간이 대칭 양팔작업보다 더 소요된다. 표 4에 테이핑 작업

에 대하여 구분한 단위 동작에 소요된 교시 시간을 나타내었

다. 그림 10은 제안한 교시 방법을 사용하여 구현한 양팔로

봇의 박스 테이핑 작업 과정을 보여준다. 사람의 작업동작을 

표   2. 양팔 박스 테이핑 분석. 

Table 2. Dual arm box taping analysis. 

단위 동작 교시 방법 이유 

(a) 옆날개 접기 관절교시 각각의 날개를 접을 시 서

로 간섭이 없고 팔의 끝 

단이 아닌 팔 전체를 사용

해야 한다. 

(b) 앞날개 접기 관절교시 

(c) 뒷날개 접기 관절교시 

(d) 테이프 잡기 작용점교시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여 

테이프를 잡아야 한다. 

(e) 테이프 당기기 접촉교시 
테이프의 점성을 이겨내며 

일정한 경로를 따라간다. 

(f) 테이프 붙이기 작용점교시 
주어진 박스 위치에 테이

프 툴을 이동시킨다. 

(g) 테이프 끊기 관절교시 손목의 스냅을 사용한다. 

(h) 테이프 고르기 접촉교시 
일정한 힘으로 주어진 경

로를 따라간다. 

 

 

그림 8.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양팔로봇(AMIRO)으로

총 16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 

Fig.  8. The dual-arm robot developed by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 Materials has total 16 degrees of freedom. 

 

표   3. 물체 삽입 작업 교시 소요시간. 

Table 3. Kinesthetic teaching time consumption for object insertion. 

단위 동작 교시 방법 소요시간 작업시간 

(a) 관절교시 10분 4초 

(b) 접촉교시 20분 8초 

(c) 접촉교시 40분 5초 

(d) 관절교시 10분 4초 

총 물체 삽입 교시 소요시간 80분 

총 물체 삽입 작업시간 18초 

 

Peter Ki Kim, Hyeonjun Park, Ji-Hun Bae, Jae-Han Park, Dong-Hyuk Lee, Jaeheung Park, Jin-Ho Kyung, and Moon-Hong Baeg



직접교시에 의한 직관적인 양팔로봇 작업 생성 

 

661

 

(a) Approach to the object. (b) Approach to the box entrance. 

(c) Insert the object. (d) Return to the initial position. 

그림 9. 양팔로봇 물체 삽입 작업. 

Fig.  9. Object insertion with dual-arm robot. 

 

 

(a) Teaching side wings folding. (b)Teaching back wing folding. (c) Teaching folding the front wings and hold.

 

(d) Teaching tape grasping. (e) Teaching pulling the tape with right hand. (f) Teaching pulling the tape with left hand. 

 

(g) Teaching tape cutting. (h) Teaching tape hardening. (i) Teaching return pose. 

그림 10. 양팔로봇 박스 테이핑 작업을 위한 직접교시. 

Fig.  10. Kinesthetic teaching for box taping task using dual arm robot. 

Intuitive Programming of Dual-Arm Robot Tasks using Kinesthetic Teach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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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박스 테이핑 작업 교시 소요 시간. 

Table 4. Kinesthetic teaching time consumption for box taping. 

단위 동작 교시 방법 소요시간 작업시간 

(a) 관절교시 10분 2초 

(b) 관절 교시 15분 2초 

(c) 관절교시 20분 4초 

(d) 작용점교시 20분 5초 

(e) 접촉교시 35분 4초 

(f) 접촉교시 25분 3초 

(g) 접촉교시 15분 5초 

(h) 관절교시 5분 3초 

(i) 접촉교시 15분 3초 

총 박스 테이핑 교시 소요시간 95분 

총 박스 테이핑 작업 시간 31초 

로봇에게 사상(mapping)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동작을 분석

하여 각 단위동작에서의 교시 방법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로봇에 적용하였다. 

박스 테이핑 작업이 물체 삽입 작업에 비해 교시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단위 동작이 더 많고 비대칭 양

팔 작업이므로 오른팔과 왼팔의 기구학적 관계도 고려해

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10(a), (b), (c)는 박스 상단부의 날

개를 접는 작업인데 이 작업에서는 박스와 양팔로봇 간의 

간섭이 없도록 동작을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b)

의 경우는 마지막 링크를 사용하여 뒷날개를 접어야 하기 

때문에 관절교시를 통해 이를 구현했다. 또한 (h)의 동작

도 테이핑 툴에 있는 톱날을 사용하여 테이프를 끊기 때

문에 툴의 관절 값을 교시하여 테이프 절단 작업을 수행

 

 

(a) Folding side wings. (b) Folding back wing. (c) Folding front wing and hold. 

 

(d) Grasping the tape. (e) Pulling the tape and attach. (f) Hardening the tape. 

 

(g) Pulling the tape. (h) Cutting the tape. (i) Hardening the tape. 

그림 11. 양팔로봇 박스 테이핑 작업. 

Fig.  11. Box taping with dual-arm robot. 



직접교시에 의한 직관적인 양팔로봇 작업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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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d)의 테이프 잡기 동작은 테이프 끝부분을 다른 팔

로 잡기 위해 작용점교시를 이용했다. (e), (f), (g), (i)의 테

이프 다지기와 테이프 끊기 동작은 외부 환경과의 접촉을 

하는 동시에 미리 설정된 경로를 따라가야 하므로 접촉교

시를 적용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작업자가 직접 로봇을 움직여 직관적으로 

동작을 생성하는 직접교시 방법을 이용하여 비전문가도 쉽

고 빠르게 양팔로봇의 작업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작업의 특성에 따라 직접교시 방법을 

관절교시, 작용점교시 및 접촉교시로 세분화하였으며 이 

세 가지 교시방법의 조합을 통해 복잡한 양팔로봇의 작업

을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안하는 방

법의 유용성을 보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양팔을 이용

한 포장작일환인 물체 삽입 작업과 박스 테이핑 작업에 이

를 적용하였으며 그에 대한 효율성은 양팔로봇의 작업 생

성 시간인 교시 소요시간으로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

시한 세 가지의 교시방법을 통하여 대칭 양팔인 물체 삽입 

작업과 비대칭 양팔작업인 박스 테이핑 작업을 위한 로봇 

동작들을 쉽고 빠르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비대칭 양팔작업은 양팔의 기구학적 관계와 간섭 및 

충돌을 고려해야 하므로 대칭 양팔작업에 비해 교시 과정

이 훨씬 더 복잡하지만 직접교시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작

업을 생성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세 가지 교시

방법의 조합을 통하여 직관적이고 신속한 양팔로봇 작업생

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안한 방법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의 양팔로봇 작업 구현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단위 동작들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스무싱(smoothing)작업을 구현하지 않고 단위 동작 사이의 

시간 간격을 두어 한 단위 동작이 끝나면 로봇이 정지하고 

다음 단위 동작을 실행한다. 따라서 로봇의 단위동작들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동작생성 및 사람의 동작을 로봇에게 

사상하는 일반화된 프레임위크를 구성하는 연구를 통하여 

더 직관적이고 용이한 로봇 작업 생성을 실현하는 것을 다

음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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