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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키오스크(kiosk)란 다양한 업무의 무인자동화를 

위해서 공공시설이나 거리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

식의 정보전달 시스템을 말한다. 키오스크는 안내

원이나 관리자가 없이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과 인력 대체를 통한 경제

적 효과로 인하여 그 사용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1) 

최근에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서비스(2)에 적용

되어 무인주차장, 공항, 고속도로 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된 

키오스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키오스크 패

널이 고정되어 있어서,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운전자의 정차 실력 또는 운전자의 

신체 특성에 의해서 패널 조작의 용이성이 달라졌

었다. 즉, 운전자가 키오스크에 근접하여 정차할 

경우에는 쉽게 키오스크 패널을 조작하거나 영수

증 등을 수령할 수 있지만, 운전 미숙 등의 이유

로 최적 거리에 정차하지 못할 때에는 패널 조작

이 어려우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차에

서 내려서 패널을 조작하게 된다. 

Key Words: Kiosk(키오스크), Drive-Thru(드라이브 스루), Safety Mechanism(안전기구), Manipulator Design(머

니퓰레이터 설계)  

초록: 키오스크는 주차장, 고속도로 등에서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에 적용되어, 운전자에게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키오스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키오스크 패널이 고정되어 있

어 적절한 위치에 정차하지 못할 경우 패널 조작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

에서는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키오스크 패널의 위치를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머니퓰레이터를 개발

하였다. 제품의 저가화를 위하여 능동관절의 수를 최소화하였으며, 평행사변형 메커니즘과 수동관절을 

구성하여 부족한 자유도를 보완하였다. 또한, 스프링과 캠 기반의 안전기구를 장착하여 키오스크 패널과 

사용자 사이의 충돌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실험을 통해 머니퓰레이터의 위치제어 성능과 충돌 안전성을 

검증하였으며, 충돌대응 전략을 적용하여 안전하게 키오스크를 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Kiosks are widely used in drive-thru systems in parking lots or on the highway to provide various services to 

drivers. However, the driver must stop at an exact location to access the kiosk, since its panel is fixed. In order to 

improve the kiosk accessibility,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manipulator that can adjust the position of the kiosk panel. 

The number of active joints was minimized to lower the cost, whereas a parallelogram mechanism and passive joints 

were adopted to increase its convenience for the users. Furthermore, a safety mechanism using springs and a cam was 

designed to ensure the safety of the user in the case of an emergency. The performance of the position controller and the 

safety mechanism were verified through various tests. In addition, the proposed collision reaction strategy improved the 

safety performance of the kiosk system. 

† Corresponding Author, jbsong@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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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드라이브 스

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운전자가 키오스크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패널의 위치를 

조절해 주는 머니퓰레이터를 개발하였다. 머니퓰레

이터는 운전자의 위치에 따라 패널의 위치를 조절하

여 키오스크 사용의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다. 키오

스크용 머니퓰레이터의 제작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능동관절의 수를 최소화하였고, pseudo-parallelogram 

기구 기반의 종속 관절과 마찰힌지를 이용한 수동관

절을 추가하여 키오스크가 원활하게 동작하도록 하

였다. 한편, 키오스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자

와 직접 접촉하므로, 머니퓰레이터가 오작동을 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상해를 입거나 자동차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머

니퓰레이터와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3~6)이 개발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스프링

과 캠을 이용한 안전기구를 개발하여 사용자와 키오

스크의 충돌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키

오스크 패널의 위치 조절을 위한 머니퓰레이터에 

대하여 설명하고, 3장에서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기구에 대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머니퓰레

이터의 제어시스템을 설명하고 성능을 검증하며, 

키오스크 머니퓰레이터의 안전한 운용 예시를 보

여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2. 키오스크용 머니퓰레이터 

2.1 머니퓰레이터 구성  

키오스크 패널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능에 따라 

크기와 무게가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Fig. 1(a)와 같

이 크기가 450x500x180mm이고, 무게가 10kg인 티켓 

발권기용 키오스크 패널을 가정하였으며, 이를 구동

할 수 있는 머니퓰레이터를 개발하였다. 키오스크가 

설치될 위치와 차선의 간격,(7) 자동차의 다양한 높이

를 고려하여 Fig. 1(b)와 같이 작업영역을 

200x300x350mm로 설정하였으며, 작업공간에서 머니

퓰레이터의 최대속도는 50mm/s로 설정하였다. 

 

 
Fig. 1 Kiosk system based on manipulator: (a) size of 

kiosk panel, and (b) workspace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양을 만족하도록 Fig. 2와 

같이 키오스크 패널의 위치 조절용 머니퓰레이터를 

개발하였다. 머니퓰레이터는 두랄루민(6061-T6)으로 

제작되었으며, 패널을 제외한 머니퓰레이터의 무게는 

15kg이다. 머니퓰레이터는 키오스크 패널을 상하, 전

후, 좌우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3개의 능동관절(J1, J2, 

J3)을 가지며, Fig. 3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대기 상태일 경우에는 키오스크 프레임 내부에 수납

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보다 

편안함을 제공하도록 적절한 위치로 패널을 이동시킨

다. 그리고 키오스크 패널과 사용자 또는 차량이 충

돌하는 경우 충격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관절 2에 안

전기구를 장착하였다. 본 장에서는 기구적 관점에서 

키오스크용 머니퓰레이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2.2 링크 설계 

머니퓰레이터의 링크 길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머니퓰레이터의 작업공간과 말단점의 속도, 특이

점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키오스크용 머니퓰

레이터의 경우 Fig. 4와 같이 작업공간에서 말단점

이 관절 2로부터 가장 먼 곳에 위치할 때(Ps) 링크

의 길이에 의한 특이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이 위치를 기준으로 특이점 해석을 수행하였

다. 링크 2와 3의 길이는 같다고 가정하고, 머니퓰

레이터가 작업공간에서 최대속도(50mm/s)로 이동

할 경우, 링크의 길이에 따른 관절속도는 Fig. 5와 

같다. 링크 2와 3의 길이가 281.5mm일 때 특이점 

 

 

Fig. 2 Kiosk manipulator 
 

 

Fig. 3 Operation of kiosk manipulator 



키오스크 패널의 위치 조절을 위한 안전 머니퓰레이터 개발 

   

 

75 

문제가 발생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링크 2와 3의 

길이를 300mm로 설정하여 특이점 문제를 해결하

고, 동시에 작업공간을 만족시키도록 하였다. 

  

2.3 조인트 구성 

머니퓰레이터는 Fig. 6과 같이 3개의 능동관절

(J1, J2, J3), 1개의 종속 관절(J4), 2개의 수동관절(J5, 

J6)로 구성된다. 능동관절은 1개의 병진 관절(J1)과 

2개의 회전 관절(J2, J3)로 구성되며, 병진 관절은 

키오스크 패널의 상하운동을 구현하고, 2개의 회전 

관절은 2차원 평면상에서 패널의 위치를 제어한다. 

각각의 능동관절에는 모터, 감속기, 엔코더가 장착

되며, 엔코더 신호는 피드백 제어를 통하여 능동

관절의 위치를 제어하는 데 사용한다. 

2차원 평면상에서 2개의 회전 관절(J2, J3)만으로

는 자유도가 부족하여 키오스크 패널의 위치와 방 

 

 

Fig. 4 Singular point of kiosk manipulator 
 

 

Fig. 5 Singular analysis at position Ps 

 

 

Fig. 6 Joint configuration of a manipulator 

위를 모두 제어할 수 없다. 따라서 Fig. 7과 같이 

키오스크 패널이 항상 사용자를 향하게 하기 위해

서는 부가적인 자유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관절 4를 종속 관절로 구성하여 능동관절의 수를 

줄이고, 머니퓰레이터의 제작 단가를 낮추었다.  

종속 관절은 관절 2와 3의 회전에 종속하여 움

직이며, Fig. 8과 같이 pseudo-parallelogram 기구(8)를 

이용하여 항상 일정한 방향을 유지한다. 타이밍풀

리(이하 ‘풀리’라 함) 1과 3은 각각 링크 1과 4에 

고정되어 있다. 풀리 1~3의 반경은 rp로 동일하며, 

링크 2, 3과 베어링 지지로 연결되어 자유롭게 회

전한다. 풀리 1과 2는 타이밍벨트(이하 ‘벨트’라 

함) 1에 의해서 연결되고, 동시에 풀리 2는 벨트 2

에 의해서 풀리 3과 연결된다. 여기서 링크 2가 -

α1만큼 회전하면 벨트 1은 풀리 1에 rpα1만큼 감

기게 되며, 풀리 2에서는 rpα1만큼 풀리게 되므로 

풀리 2는 α1만큼 회전한다. 같은 원리로 링크 3이 

α2만큼 회전하면 벨트 2로 인해서 풀리 3은 -α2만

큼 회전한다. 이로 인해서 풀리 3과 연결된 링크 

4는 항상 일정한 방향을 유지한다. 실제 설계된 

종속 관절은 Fig. 9과 같으며, 적절한 장력을 유지

하도록 장력조절 장치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키오스크 

패널을 미세하게 회전시킬 수 있도록 수동관절을 

 

 
Fig. 7 Operation of coupled joint 

 

 
Fig. 8 Pseudo-parallelogram mechanism for coupled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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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tructure of coupled joint 
 

 

Fig. 10 Structure of passive joint 
 

 

추가하였다. 수동관절은 Fig. 10과 같이 팬-틸트

(pan–tilt) 회전이 가능한 2자유도 마찰힌지로 구성

하였다. 사용자가 키오스크 패널에 힘을 가하여 

원하는 각도로 회전시킬 수 있으며, 패널은 팬-틸

트 방향으로 ±15°의 회전이 가능하다.  

3. 안전기구의 개발 

3.1 안전기구의 원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안전기구는 Fig. 11과 같

이 캠과 캠팔로워, 스프링, LM가이드, 댐퍼 등으로 

구성되며, 설정된 임계충격력 이하에서는 높은 강

성을 유지하고, 그 이상의 외력에는 강성이 매우 

낮아지도록 하여 충격력을 흡수한다. (4~5) 정상 구동

인 경우 Fig. 11(a)와 같이 스프링에 의한 힘으로 

인하여 캠이 고정되어 머니퓰레이터는 정상 동작

을 수행하지만, 사용자가 설정한 임계 충격력 이

상의 외력이 작용하면 Fig. 11(b)와 같이 캠이 회전

하면서 스프링이 압축되어 충격력을 흡수한다. 또

한, 안전기구에 장착된 리밋스위치가 동작하여 안

전기구의 작동 상태를 제어기에 알려준다. 안전기

구가 동작한 후 외력이 제거되면, 스프링에 의한 

복원력이 작용하여 머니퓰레이터가 충돌 전의 위

치로 복귀한다. 여기서 복원력에 의한 2차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댐퍼를 장착하여 머니퓰레

이터가 천천히 복귀되도록 하였다. 

 
Fig. 11 Principle of operation of safety mechanism: (a) 

before collision, and (b) after collision 

 

 

Fig. 12 Determination of threshold torque 

 
 

3.2 안전기구의 설계 

키오스크 패널과 사용자의 충돌은 작업공간에서 

발생하며, 안전기구는 관절공간에서 동작한다. 따

라서 키오스크 패널과 안전기구 사이의 모멘트 팔 

xm을 고려하여 안전기구의 임계토크를 설정해야 

한다. 머니퓰레이터가 Fig. 12의 위치에 있을 때 xm

이 175mm로 최소가 되며, 사용자에게 50N 이상의 

힘을 가할 수 없도록 안전기구의 임계토크를 

8.75Nm로 설정한다. 

Figure 13과 같이 입력축에 의해 Tth의 외력이 캠

에 가해지면 캠팔로워에는 힘 F가 전달된다. 캠팔

로워는 LM 가이드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x 방향 

이외의 힘은 모두 기구에서 흡수한다. 결국 입력

축에 가해진 외력은 캠팔로워에 –x 방향으로 Fx의 

힘을 발생시키며, 그 크기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r은 회전중심으로부터 캠-캠팔로워 접점까지의 거

리이며, θ는 x축과 캠-캠팔로워 접점 사이의 각이

다. 
 

θsin
r

T
F th
x =                                       (1) 

 

x 방향으로는 압축된 스프링에 의한 힘 Fs가 작용

한다. 스프링 상수를 k라 하고, 스프링의 초기 압

축거리를 xs라 하면 Fs= k xs이다. 머니퓰레이터가 

정상적으로 구동할 때에는 스프링에 의한 힘 Fs가 

외력에 의한 힘 Fx보다 크기 때문에 캠은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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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그러나 머니퓰레이터에 충돌이 발생하

여 Fx가 Fs보다 커지면 캠이 회전하게 되고, 스프

링이 압축되어 충격력을 흡수한다. Fs와 Fx의 크기

가 같아질 때 스프링 상수 k는 다음과 같다. 
 

θsin
rx

T
k

s

th
=                                         (2) 

 

이와 같은 관계식을 이용하여 안전기구의 캠을 설

계하고 스프링을 선정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안전기구의 설계변수는 Table 1과 같으며, 키오스

크용 머니퓰레이터에 장착된 안전기구는 Fig. 14(a)

와 같다. 한편, 안전기구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

는 가공오차 및 기구부의 마찰로 인하여 안전기구

의 임계토크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Fig. 14(b)와 같이 스프링 

압축거리(xs) 조절장치를 추가하였다. 스프링의 예

압에 의한 힘을 조절함으로써 안전기구의 임계토

크를 보정할 수 있다. 

 

 

Table 1 Design parameters of safety mechanism 

Threshold torque Tth: 8.75 Nm 

θ 30° r 30 mm 

xs 9.53 mm k 15.3 kN/m 

 

 
Fig. 13 Free body diagram of safety mechanism 

 

 
Fig. 14 (a) Design of safety mechanism, and (b) initial 

compression adjuster 

3.3 안전기구의 성능 실험 

안전기구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Fig. 15(a)와 

같이 안전기구와 링크 사이에 힘/토크 센서를 장

착하였다. 안전기구가 동작할 때까지 링크에 외력

을 가하며 관절에 발생하는 토크를 동시에 측정하

였으며, 결과는 Fig. 15(b)와 같다. 설정된 임계토크 

8.75Nm까지는 안전기구가 높은 강성을 가지므로 

외력에 비례하여 토크가 증가한다. 그러나 임계토

크 이상의 외력이 가해질 경우 안전기구가 동작하

여 조인트에 가해지는 충격력을 흡수한다. 

4. 머니퓰레이터의 성능 실험 

4.1 제어시스템 구성 

키오스크 패널의 위치제어 시스템은 Fig. 16과 

같이 키오스크 패널과 키오스크 패널의 위치조절

을 위한 머니퓰레이터, 그리고 머니퓰레이터를 움

직이기 위한 제어기로 구성된다. 제어기는 TI사의 

TMS320F2808 DSP를 사용하였으며, 모터드라이브

는 LMD18200을 사용하여 PWM 신호로 각 관절

의 모터를 제어한다. 각 관절에 장착된 증분형 엔

코더와 홈센서를 이용하여 관절의 위치를 측정하

고, 머니퓰레이터의 초기위치를 설정한다. 

 

4.2 위치제어 성능 실험 

키오스크용 머니퓰레이터의 시제품을 Fig. 17(a)과 같

이 제작하였으며, 머니퓰레이터의 말단에 10kg의 패널

을 장착한 후 위치제어 성능을 검증하였다. 실험에 사

용된 경로는 Fig. 17(b)와 같다. 머 니퓰레이터의 초기 

 

 
Fig. 15 Collision experiment on safety mechanism: (a) 

experimental setup, and (b) experimental results 
 

 
Fig. 16 Control system of manip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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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275, 120)를 기준으로 가로 200mm, 세로 

300mm의 직사각형 경로를 이동하였으며, 각 관절

에 장착된 엔코더로부터 측정한 머니퓰레이터 이

동범위는 Fig. 18과 같다. 점선으로 표시된 데이터

는 제어기가 명령한 머니퓰레이터의 목표 위치이

며, 실선으로 표시된 데이터는 실제 측정된 위치

이다. Fig. 19와 같이 설정된 경로를 이동하는 동안 

최대 1.5mm의 위치오차가 발생하였으며, 머니퓰

레이터의 사용목적을 고려할 때 충분한 위치제어 

성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4.3 충돌 실험 

키오스크용 머니퓰레이터의 충돌 안전성을 검증

하기 위해서 Fig. 20(a)와 같이 머니퓰레이터 말단

에 힘/토크 센서를 장착하였다. 그리고 Fig. 20(b)와 
 

Kiosk 

panel

(10 kg)

x

J2
J3

J4

200 mm

Workspace

Initial 
position
(275, 120)

a

c

d

b

300 mm

(a) (b)

y

 
Fig. 17 Position control experiment: (a) experimental 

setup, and (b) experimental condition 
 

 
Fig. 18 Experimental results of position control 

 

 
Fig. 19 Experimental results of position error 

같이 머니퓰레이터가 P1에서 P2로 이동할 때 사용

자와 충돌을 발생시켜 힘/토크 센서에 측정되는 

충격력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Fig. 21과 같으

며, 머니퓰레이터가 사용자에게 50N 이상의 충격

력이 가하면 안전기구가 동작하여 안전하게 충격

력을 흡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4.4 충돌대응 전략 

키오스크 머니퓰레이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서, 

안전기구와 리밋스위치를 이용하여 Fig. 22와 같이 

충돌대응 전략을 구현하였다. 충돌이 발생하면 안

전기구가 동작하여 충격력을 흡수하고, 동시에 제

어기는 안전기구에 장착된 리밋스위치로부터 충돌

을 감지한다. 제어기는 2차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서 모든 모터를 멈춘다. 그리고 일정 대기시간(tw)

이 지나면 다시 리밋스위치의 상태를 파악한다. 

안전기구가 여전히 동작 상태일 경우 위험한 상황

으로 판단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패널

을 초기위치로 복귀시킨다. 반면에, 안전기구가 정

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가벼운 충돌로 판단하

여 다시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한다. 키오스크 서

비스의 목적에 적합하게 대기시간을 설정함으로써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거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다. Fig. 23은 충돌대응 전략이 적용된 머니퓰레이

터의 동작모습이다. 패널과 사용자가 충돌할 때  

 

 
Fig. 20 Collision experiment: (a) experimental setup, and 

(b) experimental condition 

 

 
Fig. 21 Absorption of collision force at the manipulator 

with the safety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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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Collision reaction strategy 

 

 
Fig. 23 Example of proposed collision reaction strategy. 
 
 

안전기구가 동작하여 충격력을 흡수하며, 충돌대

응 전략을 통하여 2차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키오스크를 운용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키오스크

패널의 위치 조절용 머니퓰레이터와 제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1) 3개의 능동관절, 1개의 종속 관절, 2개의 수동

관절로 구성된 키오스크용 머니퓰레이터를 개발하

였다. 능동관절의 수를 최소화함으로써 머니퓰레

이터의 제작단가를 낮추었으며, 효율적인 관절구

성을 통하여 사용자가 편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선형스프링과 캠을 이용한 안전기구를 머니

퓰레이터에 장착하여 50N 이상의 충격력을 흡수

함으로써 키오스크 시스템과 사용자와의 충돌 안

전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충돌대응 전략을 통하여 

키오스크 머니퓰레이터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현재 사용자의 위치인식과 이를 활용한 머니퓰

레이터 운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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