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밀공학회 2012 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1. 서론 
 
라커보기 구조는 화성 탐사 로봇인 

Sojourner 에 사용된 링키지 구조로 6 개의 
바퀴로 이루어진 링크 구조이다. 링크는 서로 
수동 조인트에 연결이 되어 있어 땅에 모양에 
맞게 형태가 변하는 adoptive control 이 
가능하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현재 
이동로봇의 메커니즘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바퀴로 
이루어진 구조라는 한계로 인하여 계단을 
극복하는데 있어서는 트랙을 이용한 이동 
메커니즘에 비하여 어려운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안정성이 높은 라커보기 
구조에 트랙을 추가하여( 그림 1 의 (b)) 기존 
라커보기 구조(그림 1 의 (a))와 계단을 오를 
때의 무게 중심의 궤적의 변화, 본체 기울기의 
변화 그리고 계단 등반 시 필요한 마찰 계수의 
값을 비교 분석해 본다.  

Fig. 1 (a) Rocker Bogie (b) Rocker Bogie with track 
 

2. 무게중심의  궤적과 중심 각도 비교  
 

기존의 라커보기 구조와 트랙이 장착된 
라커보기의 구조는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무게 
중심의 궤적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무게 

중심의 궤적은 로봇이 계단을 등반하는데 
있어서 안정성과 가장 크게 관련이 되는 
요소로 극복하려는 계단의 경사와 차이가 나지 
않게 주행할수록 안정적인 주행이라 할 수 
있다. 해석 프로그램인 Matlab 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갈 때의 기존의 라커보기와 트랙이 
장착된 라커보기의 궤적을 비교해 보았고 그 
결과는 그림 2 의 (a),(b)와 같다. 그림 2 의 
(c)는 두 개의 궤적을 포개어 비교해 놓은 
모습이다. 라커보기 구조의 경우 본체가 뒤로 
돌아갔다가 다시 전진하는 구간이 발생하는데 

Fig. 2 (a) Trace of the Rocker Bogie (b) Trace of the 
Rocker Bogie with track (c) Trace difference of two 
mechanism (d) robot angl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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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트랙이 있는 라커보기의 경우 본체가 
뒤로 가는 현상 없이 지속적으로 전진하는 
궤적을 가지고 있다. 계단의 기울기와 궤적 
사이의 넓이를 구해보면 라커보기의 경우 19.6, 
트랙이 있는 라커보기의 경우 18.0 으로 
트랙이 있는 경우 계단의 기울기와 더 유사한 
이동을 보여준다. 궤적의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는 라커보기의 본체가 세 번째 바퀴에 
연결이 되어 있어 세 번째 바퀴의 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림 2 의 (d)에서와 
같이 계단 등반시의 본체 기울기의 변화를 
살펴보면 라커보기의 경우 최대 45.5 도의 
기울기 변화를 보이는 반면에 트랙이 있는 
라커보기의 경우 최대 33.4 도의 기울기 변화를 
보이므로 트랙이 있는 라커보기의 경우 본체가 
더 안정한 주행을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 계단 등반 시 필요한 토크 비교 

 
계단을 등반 할 때의 필요한 마찰계수의 

크기는 계단 등반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quasi static analysis 를 통하여 
계단을 등반할 때의 라커보기와 트랙이 있는 
라커보기의 수직항력과 필요 마찰력의 크기를 
계산하여 마찰계수를 도출하였다. 라커보기 
구조의 계단 등반의 경우 맨 앞에 있는 바퀴가 
벽면에 접하는 순간의 토크가 가장 크게 
발생하므로 중간 바퀴와 뒷바퀴의 모터의 
토크가 최대가 된다고 가정하고 앞 바퀴의  

Fig. 3 Schematic of (a) the rocker bogie and (b) the 
rocker bogie with track 

필요 마찰력의 값을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라커보기의 경우 앞 바퀴가 벽면에 닿을 때의 
수직항력은 111.3 N, 필요 마찰력은 39.8 N 으로 
0.36 의 마찰계수가 필요하였고 트랙이 있는 
라커보기의 경우 수직항력은 111.3 N, 필요 
마찰력은 15.2 N 으로 0.14 의 마찰계수가 필요 
하였다. 그림 3 에 나타나져 있는 라커보기와 
트랙이 있는 라커보기의 자유물체도를 살펴 
보면 앞 바퀴가 벽에 닿았을 때 트랙이 있는 
경우 joint1 에서 더 먼 위치에서 닿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joint1 에서 모멘트 평형식을 
사용하였을 때 앞 바퀴에서 같은 양의 
모멘트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라커보기의 
마찰력이 트랙이 있을 때의 마찰력보다 더 
커야 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라커보기의 등반에 필요한 마찰계수를 
늘여주는 효과를 가져와 트랙이 있을 경우 
계단등반이 더 수월함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라커보기 구조에 트랙을 
장착하여 기존의 라커보기 구조와 계단 등반 
능력을 비교하였다. 계단을 등반할 때의 
본체의 궤적의 차이, 본체의 기울기의 변화, 
그리고 로봇이 등반 시 필요한 마찰계수의 
값을 비교하였으며, 트랙이 장착된 라커보기의 
경우 계단과의 궤적 차이가 적으며 등반 시 
본체 각도 기울기의 변화가 적고 등반에 
필요한 마찰계수도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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