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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웜 방식의 공압 엑츄에이팅 코어 가이드 이동 메커니즘
Air-actuated Moving Mechanism based on Inchworm Climbing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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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동은 적용되는 환경과 분야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대상이 이동하는 공간에 대한 제한 

조건은 객체의 이동 자유도를 결정하게 한다. 예를 

들어, 코어 가이드가 있는 1차원 제한조건에서는 

대상은 가이드를 따라 방향이 정해지고 전진 또는 

후진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2차원 제한조건에서

는 평면과 높이 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3차원에

서는 어떠한 방향의 진행도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다룰 내용은 코어 가이드가 있는 

환경에서 대상의 제한적인 이동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에 대한 것이다. 코어 가이드를 

따라 진행하는 메커니즘에는 크게 바퀴구동 형과 

Gripper형으로 나눌 수 있다. 바퀴구동 형은 비교적 

속도가 빠르고 제어가 쉽지만 코어 가이드에 대한 

부착력이 불안정하다. 그리고 Gripper형은 코어 지

지대에 부착하는 것이 용이한 반면 속도가 느리고 

제어가 어렵다.
두 가지 형태의 이동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이동 방식을 제안한

다. 이는 인치웜의 순차적 운동을 모사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Gripper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공압

을 이용하기 때문에 출력조정이 용이하며 시스템

의 경량화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코어 가이드에 

대한 부착 시, 공기압으로 인한 완충효과를 내재하

고 있어 가이드에 대한 표면 손상을 축소할 수 

있다.
제안하는 이동 메커니즘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기압을 투입할 수 있는 본체

와 공압 실린더를 이용하여 메커니즘의 단위체를 

제작하여 이동 성능을 확인하였다. 
(이하 ICMA: Inch-Climbing Module based on Air 

actuation)

2. ICMA의 구성 및 진행
 

ICMA는 인치웜의 진행과 유사하다. 인치웜의 

머리와 꼬리 부분을 공기압을 투입할 수 있는 본체

로 삼고 중간의 수축하고 펼치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 부분을 공압 실린더로 두었다. 진행 방향에 

따라 각 부분에서 양 끝단을 Front/Rear, 몸체 부분

을 ES(Extend/Shrink)라고 명명하였다. 인치웜과 

ICMA의 부분별 매칭은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ICMA의 진행은 매우 간단한 절차에 따라 이루

어진다. Front/Rear는 원형의 튜브에 공기를 주입하

면 튜브 안쪽으로 압력을 유발하여 코어 가이드를 

잡고 지지하게 된다. 본체 한 쪽을 지지한 상태에서 

공압 실린더로 전후 이동을 조정한다. ICMA의 단

위 유닛의 진행을 순차적으로 그림 2에 도시하였

다. 

Fig. 1 Comparison between inchworm and ICMA

Fig. 2 Concept of ICMA movement by sequential 
air injection

319



한국정밀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Fig. 3 Confirmation of adhesive force of ICMA

Fig. 4 (a) 3D model for blade (b) Sliding friction due to 
air pressure force (c) Stress results of effect of 
sliding friction

3. 공압을 이용한 ICMA의 부착 우수성 확인

ICMA가 코어 가이드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ICMA의 소형 단위 유닛을 직접 

제작하였다. 이를 불규칙한 형태의 코어 가이드에 

적용해본 결과, 공기압과 Front/Rear와 가이드 사이

의 접촉 면적에 따라 지지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기압과 본체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필요 지지

력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또한 코어 가이드가 불규

칙한 표면을 갖더라도 튜브의 확장으로 표면에 

적응하여 지지를 수행하기 때문에 표면손상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이송방법이 될 수 있다.(그림 3)
ICMA을 수직방향 이동 메커니즘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ICMA와 그에 인가되는 장비의 무게 등의 

하중을 코어 가이드의 손상 없이 견뎌내야 한다. 
수직방향 이송의 적용가능 예로 풍력 발전 단지의 

블레이드의 유지보수가 있다. 불규칙한 단면이 코

어 가이드가 되며 일반적으로 FRP 재질로 구성된

다. 길이가 약 62m가 되는 블레이드의 표면 중 

2m 가량을 ICMA가 둘러싸고 있을 경우에 블레이

드 표면에 작용하는 마찰에 의한 쓸림힘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상용 프로그램인 NX Nastran을 

사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일

반적인 FRP의 항복 강도 78.5MPa에 미치치 못하는 

5.072MPa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ICMA의 지지를 

위한 압력힘이 코어 가이드에 미비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그림 4은 해당 유한요

소 해석에 필요한 블레이드 3D 모델과 가상 적용한 

load에 대한 정보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코어 가이드가 있는 환경에서 

객체의 진행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제어가 용이

하고 안정적 부착이 가능한 새로운 이동 메커니즘 

ICMA을 제안하였다. 이는 불규칙한 단면에 대한 

표면적응력이 우수하고 공압 이용으로 자체적인 

완충효과를 내재하므로 형태가 다양한 코어 가이

드를 따라 운용할 때 유용할 것이다. 특히, 근래에 

들어 유지보수 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적용 가능 

예로는 불규칙한 코어 가이드의 관리가 필요한 

블레이드 등이 있다. 또한, ICMA를 기본 이송 수단

으로 하여 직접 인력 동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공

의 송전선 관리 또는 항공장애 표시구 설치 및 

검사 시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조용 플랫폼

의 역할도 수행하여 직접적 인력 투입에 대한 사고 

위험을 감축할 수 있다. ICMA의 단위 유닛을 제작

하여 코어 가이드 이동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향후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는 추가적인 메커니즘 보완

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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