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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도 작동기 모듈로 구성된 뱀 로봇 개발 

Development of a Snake Robot with 2-DOF Actuator 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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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describes a snake robot with 2-DOF actuator modules. The 2-DOF actuator modules make the snake robot 

move in the 3D space so that the snake robot can cross obstacles and rough terrain. Each 2-DOF actuator module is designed to have 

high torque output and an embedded controller. A cross bracket connecting the modules is designed be able to support the weight of 

two actuator modules. The developed snake robot shows 3-D motions such as side winding, standing/monitoring, and can climb in a 

narrow pipe with high torque modules. The snake robot moves fast with passive wheels in a plane while crossing obsta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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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화재나 지진 등으로 인한 건물 붕괴 시, 추가적인 인명 피

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초기에 신속히 붕괴 잔해물 

하부에 고립된 생존자의 탐색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붕괴지역에서 탐색작업을 수행할 때, 그 지형의 협소성 및 

추가 붕괴 위험 등으로 인해 구조 작업자의 접근이 크게 제

한된다.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붕괴사고 시에 구조작업자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로봇을 투입한 바 있으나 붕괴지형 구조

의 복잡성 및 다양성으로 인해 로봇의 활용은 크게 제한적이

었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붕괴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배관/덕트 등에 로봇을 투입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것으로 제시되었다[1]. 따라서 재난현장에서 

활용될 로봇은 협소한 통로나 울퉁불퉁한 지면에서의 주행, 

또는 수직통로 승월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이동능력이 요구

된다.  

배관 내부를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 메커니즘들이 연

구 개발되어 왔지만, 대부분 일정한 형태와 크기를 갖는 배

관에 적용 가능하며 비정형의 붕괴지형에 적용하기는 곤란

하다. 또한 붕괴지형의 경우 생존자에게 근접하기 위한 통로

가 협소하고 수직일 수 있으므로, 그 크기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수직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구를 만족시키

기 위해서는 직렬 다관절 형태의 이동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직렬 다관절 형태의 이동 메커니즘을 갖는 대표적인 로봇

은 뱀 로봇이다. 초기에 뱀 로봇들은 실제 뱀의 동작 일부를 

모사하는 수준으로 대부분 2차원 평면에서만 움직일 수 있

도록 개발되었다[2].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 

2차원 평면에서만 이동할 수 있는 로봇이 활용될 수 있는 상

황은 거의 없다. 따라서 최근에 뱀 로봇들은 3차원 공간을 

이동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3-5]. 3차원 공간에서 이동할 

수 있는 뱀 로봇들이 다양한 비정형 환경인 재난현장과 같은 

곳에서 실제 활용되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적절한 힘을 낼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6].  

최근 2 자유도 모듈에 수동바퀴를 장착하고 수직/수평 배

관을 헬리컬 롤링 모션으로 이동할 수 있는 뱀 로봇이 개발

되었으나[7], 유선인 경우 선 꼬임의 문제가 있다. 링크 부분

이 배관 내벽을 지지하며, 주기적 운동으로 배관 내부를 이

동하는 뱀 로봇들도 개발되었으며[8,9], 관절부위로 배관 내

벽을 지지하며 수직 배관을 이동하는 이론적 연구도 수행되

었다[10,11].  

본 연구에서는 3차원 공간의 비정형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2 자유도 작동기 모듈로 구성된 뱀 로봇을 개발하였

다. 이전 연구에서 개발된 KAEROT-snake III 보다 더 협소한 

통로와 수직 배관을 이동할 수 있도록 크기는 더 작으면서도 

고 토크를 내는 2 자유도 작동기 모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작동기 모듈은 구동을 위한 전장부와 제어기를 포함하고, 모

듈들은 견고히 설계된 연결 링크로 연결된다. 그리고 주위 

환경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머리부와 관리 제어 시스템과 

연결되는 꼬리부를 개발하였다.  

또한, 새로 개발된 뱀 로봇을 이용하여 장애물이 존재하는 

평지에서 기동성을 높이면서도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험으로 확인하였으며, 협소한 수직배관 내부를 

버팀 방식으로 이동할 경우 필요한 최소 링크 수를 분석하고, 

버팀 방식을 이용한 수직배관 이동을 실험으로 확인하였다. 

 

II. 뱀 로봇 설계 

본 연구에서 개발된 뱀 로봇, KAEROT-snake IV는 이전에 

개발된 뱀 로봇, KAEROT-snake III 보다 소형이면서 향상된 

기능을 갖도록 개발되었다. 

KAEROT-snake III는 상용 1 자유도 RC 서보 두 개를 직각

으로 배치하여 만든 2 자유도 작동기 모듈로 개발하여 3차원 

공간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12]. KAEROT-snake III은 외

경이 80mm이며 수동바퀴 없이 이동하고, 전복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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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면에 평형한 지지부가 부착 되어있다. 또한 방수를 위해 

고무 주름관으로 몸통을 감쌌고, 접촉 마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관절부에 고무 오링을 부착하였다. 머리부는 입체영

상을 위한 두 개의 카메라와 고휘도 LED가 부착되어 주변 

정보를 획득한다. 

KAEROT-snake III은 편심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곡관 내

부를 이동할 수 있다[13]. 먼저, KAEROT-snake III이 주기적인 

운동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각 관절을 일정한 위상차를 갖는 

정현파 신호로 구동하고 곡관의 형태에 따라 능동적으로 적

응하여 주행할 수 있도록 편심각을 결정하여 더해준다. 이때 

i 번째 관절의 각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 ) ( ) sin , 0, 1, , .
s

i i A t i i n
π

θ θ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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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 

여기에서 i 는 관절의 번호, ( )iθ 는 i 번째 관절의 각도, 

( )
s
iθ 는 각 관절 각도의 편심각, A 는 정현파 진동의 진폭, ω 

는 각 진동수 , λ 는 파장을 나타낸다. 직관의 경우 식(1)에서 

편심각 없는 관절각 지령에 의해 이동이 가능하며 정현파 진

동의 진폭 A를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관 직경에 대응할 수 

있다. 곡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령각 ( )iθ 와 측정각 

( )
m
iθ 의 차이를 적분한 편심각 ( )

s
iθ 를 추가하여 곡관의 형

태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주행할 수 있다.  

 [ ]( ) ( ) ( ) .
s s m
i k i iθ θ θ∆ = −  (2) 

그림 1은 i 번째 관절의 편심각을 나타내고, 그림 2는 

KAEROT-snake III이 수평에서 수직으로 굽어진 협소 곡관 내

부를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KAEROT-snake III이 수직 부분에서 1m 이상 상승하였으나 

반복적으로 상승을 시도하였을 경우 모터와 구동회로의 온

도가 높아져 오류가 발생하거나 고장이 발생하였다. 이는 상

용 RC 서보로 구성된 2 자유도 모듈과 방수를 위해 사용된 

고무 주름관에 의해 증가된 무게가 KAEROT-snake III의 수직

관 상승 시 필요한 토크를 모듈의 적정 출력보다 더 크게 만

들고, 이에 따라 큰 전류가 흐르게 되어 모터나 구동회로의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그림 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경량의 고토크를 낼 수 있는 2 자유도 작동기 모듈

을 개발하였다.  

그림 3과 같이 2 자유도 작동기 모듈은 두 개의 회전 축이 

뱀 로봇의 길이 방향에 수직하고 서로 90o 교차하도록 설계

되었다. 또한 모듈의 길이에 의해서 이동할 수 있는 곡관의 

반경이 정해지기 때문에 모듈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설계

하였다. 출력 토크를 높이고 회전 방향을 길이 방향에 수직

하게 만들기 위해 모터에 유성 감속기를 장착하고 최종단에 

워엄 기어 박스를 장착하였다. 뱀 로봇이 주행할 때 지면이

나 배관 내벽 등으로부터의 반력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구조

적으로 강인해야 한다. 따라서 작동기 모듈을 지탱하는 부분

과 나사로 고정되어야 하는 부분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

하였으며, 위/아래 커버는 플라스틱으로 제작하였다. 가장 큰 

하중을 받는 축 연결부는 강철 재료를 사용하였다.  

두 개의 DC 모터를 제어하는 제어기와 모터 드라이버를 2 

자유도 작동기 모듈 내부에 장착하기 위하여 제어기와 모터 

드라이버를 분리하고 소형으로 개발하였다. 모터 제어기와 

모터 드라이버는 각각 반대편에 장착된다. 소형 모터 제어기

는 모터제어에 필요한 주변회로와 CAN 통신을 제공하는 

TMS320F2812 DSP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CAN 통신은 시

리얼 버스 시스템으로 2선만으로 모듈간 통신이 가능하여 

배선이 간단해지며, 전기적 차동 통신을 하기 때문에 노이즈

에 매우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정격전압이 24V인 모터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모터구동 입력전원도 상용 RC서보 입

력 전원 12V보다 높은 24V를 사용하여 흐르는 전류가 작고 

 

)(i
s

θ

)(iθ

Link i

Joint i

 

그림 1. i 번째 관절의 편심각. 

Fig.  1. Offset angle of i-th joint angle. 

 

그림 2. KAEROT-snake III의 협소 곡관 내의 상승 이동. 

Fig.  2. Climbing of KAEROT-snake III inside a curved pipe. 

 

 

그림 3. 경량의 2자유도 작동기 모듈. 

Fig.  3. 2 DOF actuator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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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 효율이 높도록 하였다. 모터의 위치제어는 PI 제어기를 

사용하였으며, 부드러운 운동을 생성하기 위하여 사다리꼴 

속도 프로파일을 생성하였다. 이때 위치정보 피드백을 위해 

마그네틱 엔코더를 사용하고, 출력축에 포텐셔미터를 장착하

여 초기위치와 절대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류정보를 피드백 받아 전류제한을 하여 모터와 드라이버 

회로의 과열을 막도록 하였다. 그림 4는 개발된 DC모터 제

어기와 모터 드라이버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개발된 2 자유도 작동기 모듈은 외경이 65mm, 길

이가 135mm, 무게가 약 0.5kg 이다. 작동기 모듈들은 기구적

으로 연결 브래킷으로 연결되고 전기적으로는 전원 2선, 통

신 2선, 영상신호 4선, 총 8개의 선으로 연결된다.  

위와 같이 개발된 KAEROT-snake IV의 2 자유도 작동기 모

듈의 향상된 특성을 KAEROT-snake III의 모듈과 비교하여 표 

1에 나타내었다.  

연결 브래킷은 금속 재질로 전체 중량에 적지 않은 중량을 

추가시키므로, 초기에는 연결 브래킷을 가능한 경량으로 설

계하였다. 그러나 뱀 로봇이 수직 배관을 상승할 때, 연결 브

래킷에 큰 하중이 가해져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 연결 브래킷을 두 개의 모듈을 들어 올리거나 지탱할 

수 있도록 다시 설계하였다. 초기 설계에서 전기적인 선들이 

모듈간 운동에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면에는 접촉하지 않도

록 회전 축에 구멍을 만들어 모듈간에 연결되도록 하였으나, 

협소배관 주행 시 내벽과의 마찰로 손상이 발생하였다. 연결 

브래킷을 재설계하면서 전기적인 선들이 지면과 협소배관 

내벽 등과 접촉되지 않도록 모듈의 위/아래 덮개에 긴 홈을 

내고 그 사이로 전기적인 선들이 통과하여 연결 브래킷 중앙

부에 고정되도록 하였다. 그림 5에 연결 브래킷과 굽힘 모멘 

 

표   1. KAEROT-snake III과 IV의 모듈 제원. 

Table 1. Specifications of modules of KAEROT-snake III and IV. 

항 목 KAEROT-snake III KAEROT-snake IV 

크 기 φ80 × 160 φ65 × 135 

정지토크 5.1 Nm 6 Nm 

전원 12~18V 24V 

통신 RS485 CAN 

  

 

그림 5. 연결 브래킷. 

Fig.  5. Cross brackets. 

 

 

그림 6. 2자유도 작동기 모듈로 구성된 KAEROT-snake IV. 

Fig.  6. KAEROT-snake IV with 2DOF actuator modules. 

그림 4. DC 모터 제어기와 모터 드라이버. 

Fig.  4. DC motor controller and motor de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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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 회전 모멘트에 대한 연결 브래킷의 응력해석 결과를 나

타내었다.  

그림 6은 2 자유도 작동기 모듈 9개와 머리부, 꼬리부로 

이루어진 뱀 로봇, KAEROT-snake IV를 나타낸다. 머리부분은 

입체영상을 위한 두 개의 작은 CCD 카메라와 12개의 고휘

도 LED 조명, 자세 제어에 활용하기 위한 3축 기울기 센서

가 장착되어 있다. 그림 6은 초기 설계된 연결 브래킷을 적

용하여 감시 정찰 자세를 취한 모습으로 들어올린 머리부분

을 좌우로 회전하거나 아래 위로 들어 올리거나 내림으로써 

감시 정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III. 평면 운동 

3차원적인 관절의 움직임이 필요한 뱀 로봇의 대표적인 

이동 방법으로 사행이동(sidewinding)과 래터럴 롤링(lateral 

rolling)을 들 수 있다. 사행이동은 사막에 사는 방울 뱀 같은 

뱀에서 주로 보이는 이동방법으로 몸의 일부분을 들고, 지면

과 접촉한 부분을 꼬리에서부터 머리까지 이동시켜 마치 탱

크의 캐터필러처럼 나아가는 방법이다. 정지 마찰력을 이용

하기 때문에, 모래와 같은 부드러운 지면에서도 이동이 가능

하고, 미끄러짐이 거의 없으며, 효율이 좋다. 래터럴 롤링은 

실제 뱀에는 없는 이동방법으로 몸을 C자형을 만들고, 트위

스트 모션으로 옆으로 이동하는 방법이다.  

그림 7과 그림 8에 KAEROT-snake IV가 2 자유도 작동기 

모듈을 이용하여 3차원적인 관절의 움직임을 만들어 내면서 

사행이동과 래터럴 롤링 방법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

었다. 

1 자유도 모듈의 연쇄로 이루어지고 수동바퀴가 장착된 

뱀 로봇들은 2차원 평면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붕괴

된 건물 내부와 같이 2차원 평면에 장애물이 혼재해 있는 경

우, 장애물 극복이 불가능하다. KAEROT-snake III과 같이 2 

자유도 작동기 모듈로 이루어진 뱀 로봇의 경우에는 장애물 

극복이 가능하지만 수동 바퀴를 장착한 뱀 로봇보다 기동성

이 떨어진다. 따라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KAEROT-

snake IV에 수동 바퀴를 장/탈착 할 수 있도록 하여 기동성을 

높였다. 수동바퀴를 장착한 KAEROT-snake IV 평면에서 이동

속도는 약 10cm/sec 이다.  

뱀 로봇이 2차원 평면을 주행할 때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장애물 중에 둔턱 형태 장애물과 문턱 형태 장애물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동바퀴를 장착한 KAEROT-snake IV가 이러

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기 위한 둔턱 형태의 장 애물

을 극복하면서 평지기동모션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을 그림 

9와 같이 구현하였다. 뱀 로봇의 머리 부분이 장애물에 위치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종방향 관절을 제어하여 모듈을 들어 

주면서 둔턱 형태의 장애물을 극복한다. 이때 횡방향 운동을 

병행하여 빠른 기동을 유지한다. 

문턱과 같은 형태의 장애물 극복 방법은 둔턱 형태의 장애

물 극복 방법과 비슷하나 뱀 로봇의 몸체을 좌우로 흔들면서 

짧은 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지면의 지지가 약해져 옆으로 

쓰러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앞쪽과 뒤쪽 부분의 

모듈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있을 때보다 중간 부분의 모듈이 

장애물을 극복하 고 있을 때 더 쉽게 전복될 수 있다. 지면

에 닿지 않는 모듈의 횡방향 운동을 억제하고, 즉 그 모듈을 

건너뛰고 횡방향 주기운동을 전달해도 로봇이 전진할 수 있

다. 따라서 지면에 닿지 않는, 무게중심이 높아진, 모듈의 횡

 

그림 7. 사행이동. 

Fig.  7. Sidewinding. 

 

그림 8. 래터럴 롤링. 

Fig.  8. Lateral rolling. 

 

그림 9. 둔턱 형태의 장애물 극복. 

Fig.  9. The mechanism of curb type ob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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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운동은 억제함으로써 좌우 회전관성을 줄여 로봇의 전

복 위험성을 줄이고 로봇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0은 문턱 형태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IV. 협소 배관 내부 이동 

경사도가 완만한 협소직관 또는 곡관의 내부에서의 이동

은 그림 2의 KAEROT-snake III와 같이 기본적인 뱀 로봇의 

이동방법인 측면물결이동(lateral undulation)과 편심각 알고리

즘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다. 협소배관 내부

에서의 이동은 배관의 내벽과 뱀 로봇 측면과의 마찰력을 이

용해서 전진/후진을 하게 된다. 따라서 뱀 로봇 몸통 측면에 

고무 패드를 부착함으로써 마찰 조건을 개선하고 미끄러짐

을 최소화하여 이동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배관 내벽은 원통

형이기 때문에 고무 패드에 쿠션이 있어야 접촉상태를 잘 유

지하게 된다. 그림 7과 그림 8에서 뱀 로봇 몸통 측면에 보

이는 흰색 부분이 쿠션과 함께 부착된 실리콘 고무 패드를 

나타낸다.  

뱀 로봇이 협소 수직 배관을 이동할 때, 마찰력이 더욱 중

요해진다. 미끄럼이 발생하면 위로 상승하지 못할 뿐만 아니

라 배관 상부에 위치했을 경우 추락하게 된다. 버팀 방식으

로 수직배관을 이동할 때는 접촉점에서 미끄럼 없이 자중을 

견뎌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뱀 로봇의 직경이 링크 1개의 

길이보다 작은 수직배관 내부를 몸통의 측면이 아닌 관절 부

분으로 접촉하는 버팀 방식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적용하였

다. 따라서 연결 브래킷과 위/아래 커버의 접촉점에 고무 패

드를 부착하였다. 그림 11은 고무 패드를 부착한 연결 브래

킷을 나타낸다.  

뱀 로봇이 버팀 방식으로 수직배관을 이동할 때 필요한 최

소 링크 수를 그림 12에서 분석하였다. 그림에서 겹세로줄로 

표시한 링크는 로봇 몸체를 추락하지 않도록 지지하는 링크

를 나타낸다. 나머지 링크를 구동하여 다음 자세를 만들고, 

설계된 몇 개의 자세를 주기적으로 천이하도록 하면 뱀 로봇 

 

그림 11. 브래킷에 부착된 고무 패드. 

Fig.  11. Rubber pads on the bracket. 

 

(a) 3링크 (b) 4링크 

(c) 5링크 

그림 12. 버팀 방법을 이용한 수직배관 이동 분석. 

Fig.  12. Movement analysis in a vertical pipe by bracing. 

 

이 이동하게 된다. 링크 3개 또는 링크 4개를 이용하여 이동 

할 경우 다음 자세로 천이하는 과정에서 그림 12(a)와 그림 

12(b)와 같이 2개의 접촉점으로 뱀 로봇을 지지해야 하는 경 

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 로봇 전체가 회전하여 접촉점에서 

접촉이 떨어지고 몸체가 추락할 수 있다. 따라서 뱀 로봇이 

버팀 방식으로 수직배관을 이동할 때는 고정부의 접촉점이 

3점 이상이어야 하며, 자세를 천이하는 동안 접촉점 3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림 12(c)와 같이 링크가 5개 이상이 되

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3은 링크 6개를 이용하여 수직배관을 버팀 방식으

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로봇의 이동거리를 직접적으

로 만들어 내는 링크를 겹세로줄로 나타내었다. 

6개의 링크를 이용한 이동방법은 자벌레의 이동모습과 유

사하며, 연속되는 4개의 자세를 한 조로 계속 반복함으로 상

승/하강 운동을 한다. 상승 시 첫 번째 자세는 상단 모듈을 

굽힘으로 배관 내벽을 밀어 마찰력을 발생시켜 뱀 로봇이 추

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한다. 이 때 중간 링크는 최대

그림 10. 문턱 형태의 장애물 극복. 

Fig.  10. The mechanism of threshold type ob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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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길이로 신장시키고 하단의 모듈은 상단의 모듈과 똑같이 

버팀 자세를 만든다. 두 번째 자세는 중간 링크를 최대로 굽

혀서 로봇 몸체가 상승되도록 하고 동시에 하단 링크의 관절

이 내벽에 힘을 가하지 않도록 조금만 펴준다. 세 번째 단계

는 하단의 링크를 다시 버팀 자세를 만든다. Greenfield [10] 

등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하단의 두 링크를 완전히 폈다가 

세번째 단계에서 버팀 자세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

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두 번째 자세에서 하단

의 링크를 조금만 펴줌으로써 하단의 링크를 다시 버팀 자세

로 만들 때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림에서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관절을 조금만 펴주어서 관절이 내벽에 닿지 

않는 모습을 나타낸다. 마지막 네 번째 자세는 상단의 링크

를 약간 펴주고 동시에 중간 링크를 최대로 신장시킨다. 상

승 시의 동작을 역순으로 반복하면 하강할 수 있다.  

링크의 길이를 l 이라 하고 버팀 링크가 수직배관 내면과 

이루는 각을 θ 라 하면, 5링크의 경우 한 주기 시간 P 동안 

2 (1 cos )l θ− 의 거리를 이동하며 6링크의 경우 한 주기 시간 

약 P/4 동안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 6링크의 경우 회전하는 

각도가 1/2로 작고 천이해야 할 자세가 1/2로 작기 때문에 이

동 속도가 5링크의 경우보다 약 4배 빨라진다. 

링크가 내벽을 밀어 마찰력을 발생시킬 때, 작동기 모듈의 

출력 토크와 마찰력 사이의 관계는 그림 14의 자유물체도로

부터 구할 수 있다.  

여기서, F는 마찰력, R은 반력, m은 모듈의 질량, I는 내력, T 

는 모듈의 출력 토크를 나타낸다. 배관의 지름을 D라 하면 

출력 토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1 1 1

2 2 1 2

1
cos

2

2 cos

T FD R l mgD

T F D R R l mgD

θ

θ

= + −

= − + − +

 (3) 

식 (3)으로부터 두 개의 링크로 뱀 로봇 몸체를 지탱하는 

이동 방법을 적용해도 몸체를 신축 시키기 위해 세 번째 링

크를 회전하게 되면 T2 값이 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두 번째 

접촉점의 마찰력이 변하고 접촉이 불안정해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1개의 모듈로 이루어진 뱀 로봇에 6링크와 

같이 자벌레 이동 모습을 적용하였다. 중간의 두 링크를 신

축하여 이동하고 나머지 모듈 중 위아래 모듈을 사용하여 견

고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관 내벽과 접촉하고 있

는 관절의 모터에 전류 제한을 설정하여, 토크는 일정한 값 

이하로 유지되고 모터 구동 회로는 보호되도록 하였다. 그림 

15는 KAEROT-snake IV가 내부 지름 130mm 수직 배관을 상

승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 때 뱀 로봇의 상승속도는 약 0.7 

cm/sec로 1m 상승하는데 약 2분 22초가 소요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소형 고토크 2 자유도 작동기 모듈로 구성된 뱀 

로봇 KAEOT-snake IV를 소개하였다. 2 자유도 작동기 모듈은 

유성 감속기와 워엄 기어 박스를 이중으로 채용하여 고토크

를 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듈간 연결 브래킷은 뱀 로봇 

이동 시 필요한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내장

형 모터 구동 회로와 제어기를 소형으로 개발하여 모듈을 소

형화 하였으며, 입력 전원을 높이고 전류를 낮추어 구동 회

로를 안정화하고, CAN 통신을 사용하여 모듈간 연결에 필요

한 선을 최소화하였다. KAEROT-snake IV로 3차원 동작이 필

요한 기본적인 동작들과 장애물이 존재하는 평면에서 기동

성 있는 이동, 그리고 수직의 협소배관 내부에서 이동이 가

 

그림 13. 6개의 링크를 이용한 수직배관 버팀이동. 

Fig.  13. Bracing movement in a vertical pipe using 6 links. 

 

 

그림 14. 버팀 모듈의 자유 물체도. 

Fig.  14. Free body diagram of holding modules. 

 

그림 15. KAEROT-snake IV의 수직배관 상승 이동. 

Fig.  15. Climbing of KAEROT-snake IV in a vertical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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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함을 보였다. 추후 협소배관 내부에서 이동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머리부에 포함된 스테레오 카메라

와 3차원 기울기 센서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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