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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소 공간에 사람 대신 진입하여 정찰, 탐지 임무
를 수행하는 로봇의 경우 험지 극복을 위해 트랙을 많이 사용한
다. 트랙을 이용하는 모바일 로봇의 장애물 극복 성능은 전면
트랙의 높이가 높을수록 좋아진다. 하지만 높은 전면 트랙은 협
소 공간에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경하
기 위해 링크를 통해 전면 트랙을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가변
형 트랙을 제한하고 실험을 통해 장애물 극복 성능을 검증하였
다.
Abstract

1. 서

는 길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리니어 슬라이드는 전면
몸체가 늘어났다 줄어드는 때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고 이동 방
향을 고정해 끼이는 일을 방지하게 된다.

론

건물 붕괴사고 지역, 건물 천장 환경 등 사람이 진입하기 어
려운 협소 공간에 로봇이 대신 진입하여 인명 탐지, 내부 조사
를 진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4]. 로봇의 형태는 크게
3종류이며, 뱀 형태의 다관절 로봇, 트랙을 이용한 로봇, 바퀴를
이용한 로봇이 있다. 그중 트랙을 이용한 모바일 로봇의 경우
비교적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바퀴와 비교하면 지면과 닿는
면이 넓어 안정적인 험지 주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림 1>의
위쪽과 같이 트랙의 높이보다 큰 장애물은 극복할 수 없다. 이
런 경우 <그림 1>의 아래쪽과 같이 전면의 트랙 높이를 올리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해결한다. 하지만 고정된 전면 트랙
의 높이는 협소 공간에서의 주행에 방해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랙의 모양이 가변 되는 협소 공
간용 모바일 로봇을 제안한다.

<그림 2> 가변형 트랙의 메커니즘

가변형 트랙을 가진 모바일 로봇은 천장 환경이라는 협소 공
간에서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하였다. 가장 일반적인 천장
환경은 <그림 3>과 같다. 천장을 고정하고 있는 철골 구조물은
규격에 의해 최대 높이가 76mm이다. 따라서 모바일 로봇이 장
애물의 최대 높이는 극복 할 수 있으면서 최대한 작게 설계하였
다. <그림 4>는 설계한 모바일 로봇의 제약 조건이다. 모바일
로봇의 전면 트랙의 높이는 70mm인데 최대 장애물의 높이인
76mm이므로 가변 된 트랙의 높이가 146mm보다는 높아지도록
설계해야 안정적으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
다. 따라서 <그림 4>와 같이 전면 트랙의 높이가 178mm가 되
도록 설계를 진행하였다.

<그림 3> 일반적인 천장 환경

<그림 1> 트랙을 가진 모바일 로봇의 장애물 극복 방법
2. 본

론

2.1 가변형 트랙 메커니즘

가변형 트랙 메커니즘은 모바일 로봇 중간에 링크를 넣어 몸
체가 접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링크가 접히게 되면 전면의 트랙
이 높아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단지 링크를 접어 전
면 트랙의 높이만 올리게 되면 트랙의 장력이 줄어들어 주행 시
트랙이 이탈되어 제 기능을 잃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위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전면 몸체에 리니어 슬라이
드와 스프링을 추가하여 링크가 접혀 트랙의 장력이 줄어들면
스프링의 탄성을 이용해 전면 몸체의 길이가 늘어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스프링은 링크가 접힐 때 전면 몸체가 늘어나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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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구부 제약 조건

2.3 하드웨어 구성

가변형 트랙을 가진 모바일 로봇은 협소 공간에 투입되어 험
지를 극복하고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5>
는 모바일 로봇의 하드웨어 구성 요소이다. 모바일 로봇이 링크
를 접은 상태로 운용할 때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무거운
구동 모터와 배터리는 로봇의 후면으로 배치하였다. 전면부에는
사용자가 조작이 용이하도록 카메라와 카메라의 각도를 제어하
기 위한 모터가 존재한다. 각 모터에는 엔코더(Encoder)가 부착
되어 있어 링크가 접히는 각도만큼 카메라의 모터를 반대 방향
으로 구동하여 카메라가 항상 전방을 향하도록 제어하였다.

<그림 5> 하드웨어 구성 요소

또한, 모바일 로봇은 원격 무선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
다. <그림 6>은 모바일 로봇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방법이다. 모
바일 로봇 제어에는 ROS(Robot Operating System)가 이용되었
다. 제어장치에서 공유기(Router)를 통해 무선으로 모바일 로봇
의 MPU(Microprocessing Unit)인 Raspberry Pi에 접속하고 제
어기에서 생성한 제어 명령을 ROS를 통해 전달하여 모바일 로
봇을 원격으로 조종하였다.

<그림 7> 가변형 트랙의 장애물 극복실험
3. 결

론

사람이 진입할 수 없는 협소 공간에 로봇이 대신 진입하여 정
찰, 탐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로봇의 크기가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변형 트랙을 협소 공간용
모바일 로봇에 이용한다면 전면 트랙의 높이보다 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동시에 로봇의 크기는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협
소 공간 탐지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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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ROS를 이용한 원격 조종
2.2 장애물 극복실험

제작한 모바일 로봇의 장애물 극복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모바일 로봇을 원격으로 조종하여
설치된 목표 높이 72mm의 장애물을 극복하여 진행할 수 있는
지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링크를 접고 모바일 로봇의 트랙 전면의 높이를 올
린 상태에서 장애물을 향해 계속 전진만 장애물의 높이가 낮을
때에는 상관없었지만 목표했던 72mm의 장애물에서는 무게중심
이 너무 높아져 모바일 로봇이 전복되었다. 따라서 모바일 로봇
의 전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장애물 일정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
접었던 링크를 다시 일자로 펼쳐 무게중심을 낮추어 진행하니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림 7>의 1번에서는 접혀있던
링크가 2번에는 다시 펴지고 3번에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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