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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산업용 로봇에 기반을 두어 사람이 실제로 탑승하여 로봇을 움직이며 체험할 수 있는 탑승 로봇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KUKA사의 KR-120 로봇을 이용한 체험용 탑승 로봇을 사용한다. 로봇의 말단부에
는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탑승부가 부착되어 있다. 또한 탑승부에는 로봇에 탑승한 조작자가 로봇을 조종하기 위해 사
용하는 조이스틱이 장착되어 있다. 시스템을 검증하는 실험은 사람이 로봇에 탑승 후 로봇을 직접 조종하며 진행되었다.
또한 현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1. 서론
산업용 로봇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로봇 분야는 이
제 서비스, 의료용 재활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로봇
도 연구되고 있는데,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탑승형
로봇을 예로 들 수 있다. 탑승형 로봇은 사람의 이
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기도 한다[1]. 본
연구에서는 산업용 로봇을 이용하여 엔터테이먼트로
써 활용이 목적인 탑승 로봇 시스템을 소개한다.
체험용 탑승형 로봇이 엔터테이먼트로써 활용되기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로봇의 안전성이다. 사람이 탑
승한 채 로봇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의 안전을 보
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엔
터테이먼트로써 사용되기 위해서는 탑승한 사람이
로봇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도록 로봇이 빠르게 움
직일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사람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힘이 좋아야 한다. 탑승자가 로봇을
직접 조종하며 움직일 수 있을 때, 엔터테이먼트로
써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탑승형
로봇은 미리 작성되어 있는 경로가 아니라, 탑승한
사람이 직접 입력한 경로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조
작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 언급한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안전성을 검증받은 KUKA의 산업용 로봇인
KR-120을 사용하였다. 직접 제작한 탑승부가 로봇
팔 말단부에 부착되어 있으며, 탑승자가 로봇을 조
작하기 위한 조이스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Experiential boarding robot equipped
with an aboard in an industrial robot

본 논문에서는 체험용 탑승 로봇 시스템의 탑승
부, 조작을 위한 조종 인터페이스를 간단히 설명한
다. 그리고 실제 실험을 분석하여 추후 연구의 방향
에 대해 토론한다.

2. 시스템 소개
2.1 시스템 개요도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가 경로를 생성하고 수
정하는 UI와 역기구학엔진이 포함되어 있는 제어용
컴퓨터와 KUKA산업용 로봇인 KR 120으로 구성된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2][그림1]. 탑승부는 직접
제작되었고 크기는 808×605×1055(mm)이며, 무게
는 38.9kg이다. 또한 탑승부의 우측에는 로봇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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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he actual experiment on which

[그림 2] (Left) Boarding part (Right) Joystick

the person boarded

조작하기 위한 조이스틱이 부착되어 있다[그림2].
조이스틱을 통한 명령은 컴퓨터로 입력되어 로봇 팔
을 움직일 수 있게 관절 목표 값으로 계산된다. 제
어용 컴퓨터는 KUKA 로봇과 RSI(Robot Sensor
Interface)로 통신하여 로봇의 목표 관절 값을 보내
고, 로봇의 상태정보를 받는다.

승하여 약속된 동작이 아닌 무작위의 움직임을 탑승
부에 부착되어 있는 조이스틱으로 명령을 내렸고,
조이스틱의 움직임에 따라 로봇이 움직이는 것을 확
인하였다[그림3]. 로봇 팔이 조이스틱의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로봇을 직접 조종한다
는 느낌을 탑승자에게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조이스
틱의 각 움직임에 대하여 로봇의 관절이 하나씩만
대응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탑승부의 움직임은 위아
래 그리고 좌우로 한정되어 움직일 수 있다.
추후 연구는 본 실험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극복하
고자 한다. 조이스틱의 움직임을 관절 차원이 아닌
로봇 팔의 작업 공간의 움직임으로 나타내어 탑승부
가 앞뒤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탑승부가 로봇 팔
에 붙어있는 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후, 좌우로 움직이는 조이스
틱을 이용하여 탑승부의 위치, 방향에 대한 6가지
자유도의 움직임을 생성해 내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로봇은 조이스틱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동
일한 속도로만 움직이는데, 로봇의 속도가 조절될
수 있도록 조이스틱으로부터의 입력 값을 조정할 필
요가 있다.

2.2 조종 인터페이스
탑승부에 장착되어 있는 조이스틱은 Logitech회
사의 X56 HOTAS모델이다. 조이스틱은 전후, 좌우
로 움직이며, 움직이는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어용
컴퓨터로 보낸다. 조이스틱의 앞쪽, 오른쪽 움직임에
는 ‘+1’을, 뒤쪽, 왼쪽 움직임 에는 ‘-1’을 그리고
움직임이 없을 때는 ‘0’의 값을 각각 좌 우 ,

전 후 로 반환하여 제어용 컴퓨터로 전송한다.
제어용 컴퓨터는 전송받은 값을 사용하여 식1을 통
해 로봇 팔 관절 목표 값을 계산한다.

좌우
     ∙  ∙ 
전후

(1)

∈  는 관절 목표 값, ∈  는 로봇
팔 관절의 현재 값을 의미한다.  는 비례이득
×

(Proportional gain)값을 나타내고, ∈
는 선택행
렬(Selection Matrix)이다.
본 시스템에서는 관절공간영역에서 로봇을 제어
하며, 조이스틱의 2가지 방향의 움직임에 대해 로봇
관절은 1번과 3번 관절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조이
스틱의 전후방향 입력에 대해서는 로봇의 3번 관절
이 그리고 좌우방향의 입력에 대해서는 로봇의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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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체험용 탑승 로봇 시스템은
실제 로봇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성인 남성이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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