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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건물이 무너진 환경이나, 원전 

사고와 같은 위험 지역 또는 외부 행성 탐사와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모바일 

로봇, 특히 랜드 로봇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극한의 환경에서 

특정 임무들을 로봇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요구된다; ‘모든 지형에 

대한 높은 이동성’.  Apostolopoulos 는 

이동성을 3 가지 term 으로 정의하였다[1]. 그 

중 한가지가 ‘terrainability’ 로서, 이는 이동체가 

부정 지형을 극복함에 있어, 이동체의 

안전성과 진행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지형을 negotiate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초점을 맞추어 이동체를 

설계하고 개발하고자 한다. 로봇들의 이동성을 

평가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Thuerr 의 

논문에서는 특히, ‘RCL-E, RB, CRAB’ 타입의 

로봇을 중점적으로 이동성을 평가하였다 [2]-

[3]. 그의 연구 결과를 검토해보면,  로봇의 

하드웨어 구조의 변형이 없다는 제한에 따라 

이동성이 제약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로봇이 지형에 맞게 하드웨어 

구조를 변형할 수 있다면, 모든 지형에 

이동성이 최적화 될 수 있는 로봇들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부정 지형에 이동성을 최적화를 

갖는 로봇을 제안한다. 로봇의 형태 변형이 

가능하도록 로봇을 설계를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feasibility 를 검토한다. 

 

2. All Terrain Rover(ATR) 

가. ATR 의 개념 설계 

본 쳅터에서는 형태학적 변형이 가능한 

ATR 의 개념 설계를 제안한다. CRAB 타입의 

모바일 로봇을 기반으로 설계하였으며, 

parallelogram bogie 를 구성하고 있는 링크에 

리니어 구동기를 설치함으로써, 형태학적 

변형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로봇의 

전체적인 형상 및 기능은 Fig.1 과 같다. 

Fig. 1(a)는 ATR 의 전체적인 개념 설계이며, 

(b)는 리니어 구동기를 활용하여 형태학적 

변형의 구현 모습, (c)는 parallelogram bogie 를 

활용하여 부정지형에 적응하는 모습이 되겠다. 

나. 이동성 평가 

이동성 평가는 2 가지 측면에서 수행되었다. 

이동체의 안전성 및 에너지 소모를 측정하여 

적용하였다. 안전성 평가는 기하학적 접근 

방법을 사용한 force-angle stability 측정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에너지 소모 측정은 시뮬레이션 

상에서 바퀴의 토크를 측정하여 시뮬레이션 

샘플 타임과 적분하여 에너지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부정 지형 이동성 향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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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TR 개념 설계 및 형태 변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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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imulation & Result 

가. 시뮬레이션 구성 

시뮬레이션은 총 3 가지 지형에 따른 

ATR 의 3 가지 형태 변형에 대해서 진행하였다. 

Fig. 2 는 지형에 대한 정보이며, Fig. 3 은 

ATR 의 형태 변형의 조건 정보이다. 

각각의 지형을 3 가지 형태의 ATR 로 

주행하면서 안전성 및 에너지 소모를 통해 

이동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나. 시뮬레이션 결과 

Fig. 4 는 안전성 평가 그래프이며, Fig. 5 는 

에너지 소모 평가 그래프이다. 안전성 

평가에서는 높은 값을 가질수록 안전성이 높게 

평가되며, 에너지 소모는 낮은 값을 가질수록 

에너지 소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결과 그래프들을 검토해보면, 특정 링크 

길이가 이동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지형의 형태 및 이동체의 위치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이동성이 평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절하게 링크 길이가 

변형된다면 최적화된 이동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론 및 추후 계획 

부정 지형에서 최적화된 이동성을 갖는 

모바일 로봇을 제안하기 위하여 형태 변형이 

가능한 로봇을 설계하고, feasibility 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최적의 이동성을 갖기 위하여 형태 

변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형태 

변형과 지형 주행 간의 모델링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형태 변형과 지형 주행 간의 

모델링을 수행하여 최적 제어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할 예정이다. 

 

후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한국 산업 기술 평가 관리원의 

산업 융합 원천 기술개발 사업 (산업융합기술-IT 융합)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10043897, 치료시간 30% 단축을 위한 

자동 병변 추적 기술기반 악성종양 치료용 500 cGy 급 dual-

head 갠트리 방사선 치료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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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시뮬레이션 지형 정보 

Fig 3. 시뮬레이션 ATR 형태 변형 조건 
 

Fig 4. 시뮬레이션 결과 – 안전성 

Fig 5. 시뮬레이션 결과 – 에너지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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