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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로봇의 기구학적 분류에 따른 기술동향

Technical Trend of Mobile Robot According to Kinematic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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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mart mobile robot is a kind of Intelligent Robot. It means that operates manipulate autonomously and recognize the 
external environment. Smart mobile robot moving mechanism has many type and the type depend on the robot shape or 
purpose. Recently, research on the moving mechanism has been actively in many area. The moving mechanism divided to wheel 
type, crawler type, walking type, other type and the moving type choose by the kind of robot or the purpose robot. In this 
paper, describe the kind of moving mechanism on the smart mobile robot and the technical trend of moving mechanism of 
smart mobile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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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적인 2휠 메커니즘

Fig. 1. The general 2 wheel mechanism.

I. 서론

스마트 모바일 로봇은 지능형 로봇(intelligent robots)의 

일종으로 외부환경을 인식(perception)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cognition)하여, 자율적으로 동작(manipulation)하는 로봇

을 의미한다. 기존의 로봇과 차별화되는 것은 상황판단 기

능과 자율동작 기능이 추가 된 것으로 상황판단 기능은 다

시 환경인식 기능과 위치인식 기능으로 나뉘고 자율동작 

기능은 조작제어 기능과 자율이동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스마트 모바일 로봇 주요 기술에서 이동기술은 로봇의 

자율이동과 관련된 주요 기술로써 로봇의 사용용도와 형상

에 따라 결정되며 이동기구의 결정은 곧 로봇의 이동 알고

리즘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로봇의 자율이동에 있어서 

이동기구부의 결정은 로봇의 핵심기술로 분류되고 있다. 
자율이동기술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술로서 적용

되는 방식에 따라 Wheel Mechanism, Crawler Mechanism, 
Walking Mechanism 으로 분류된다[1]. Wheel Mechanism은 

적용이 쉽고 구조가 간단하여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

며 경로계획과 Wheel 제어기술이 주요 기술이다. Crawler 
Mechanism은 전형적으로 험지와 같은 장소에서 주로 사용

되며 속도제어와 방향제어가 주요 기술이다. Walking 
Mechanism은 동물 및 사람의 보행을 묘사한 기술이며 밸런

싱 기술과 구조 제어기술이 핵심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모바일 로봇의 이동기구부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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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 대하여 Wheel Mechanism, Crawler Mechanism, 
Walking Mechanism과 그 외 이동기구부의 특징과 기술동향

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II. WHEEL MECHANISM
휠 이동기구는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동 

mechanism으로 휠의 구름을 이용하여 로봇을 이동시키게 

되며 휠의 개수에 따라 2휠, 4휠, 6휠로 분류된다. 2휠 이동

기구는 밸런싱 기술을 접목하여 로봇이 중심을 잡으면서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이며 4휠, 6휠은 별도의 밸런싱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휠의 굴림을 이용하여 이동한다. 
휠 이동기구는 단순 휠 이동기구뿐 아니라 어려개의 휠

을 사용하거나 반원형태의 휠을 사용하여 형상이 복잡한 

노면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었다.
1. 일반 휠 방식

일반 휠 방식은 2 휠, 4 휠, 6 휠로 나눌 수 있으며 2 휠
의 경우 보조 휠을 추가하여 별도의 밸런싱 기술을 적용하

지 않고 이동 할 수 있는 mechanism을 가지고 있으며 4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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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반적인 4휠 메커니즘

Fig. 2. The general 4 wheel mechanism.

및 6휠의 경우 독립현가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의 자동차와 

유사한 형태의 이동 mechanism을 가진다. 
2 휠 방식은 구동 휠 2개에 보조 휠을 부착하고 2개의 

구동 휠을 이용하여 속도 및 방향제어를 한다. 보조 휠은 

밸런싱 역할만 하는 방식으로 독립적인 구동 휠 제어로 정

지상태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조향성이 좋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내와 같이 주행환경이 좋아야 하며 험지와 

같은 곳에서는 사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2휠 방식의 종류는 그림 1과 같다[2,3].
4 휠방식은 기존의 자동차와 유사한 형태의 mechanism을 

가지며 독립 휠 구동으로 조향 및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다. 
4 휠 방식은 독립구동과 독립조향으로 방향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조향성이 좋으며 비교적 험지에서도 사용이 가능

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바디 형태에 여러 

종류의 장치를 장착할 수 있어 적용범위가 넓다. 현재 개발

되어 있는 4 휠 방식의 종류는 그림 2와 같다[5].

그림 3. 일반적인 6휠 메커니즘

Fig. 3. The general 6 wheel mechanism.

그림 4. 기타 휠 메커니즘

Fig. 4. The others wheel mechanism.

6 휠방식은 4휠과 유사한 형태의 mechanism을 가지며 

종류에 따라 독립휠 구동과 로봇 바디의 형상 변경으로 조

향 및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다. 6 휠은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고 접지력이 높아 하중이 큰 로봇장치를 운용할 수 

있으며 험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실내

보다는 실외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로봇에 많이 적용을 하

고 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6 휠 방식의 종류는 그림 3
과 같다[4].
2. 기타 휠 방식

자이로 직립 휠 방식은 일종의 2 휠 방식으로 2 휠 방식 

로봇에 밸런싱 기술을 접목한 기술이다. 기본적으로 실내와 

같은 평지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험지와 같은 

지역은 운용이 어렵다. 또한 밸런싱 기술과 조향 기술을 동

시에 적용하여 자체적인 운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방식에 

비하여 정지한 상태에서도 지속적인 밸런싱 모니터링을 해

야 하므로 전력손실이 있다.
그 외의 휠 방식으로는 다수의 휠을 장착하여 계단과 같

은 특수한 상황에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mechanism이 

적용된 로봇과 험지와 같은 곳에서 원활한 이동을 가능하

도록 하기 위하여 휠을 반원의 형태로 하여 반원의 탄성을 

이용하는 mechanism이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기타 휠 방식

의 종류는 그림 4와 같다[11].

III. CRAWLER MECHANISM
크롤러 방식의 이동 mechanism은 하나 혹은 다수의 무한

궤도를 적용하여 이동하는 mechanism으로 일반 크롤러 방

식, 저상 크롤러 방식, 무게 중심 이동형 크롤러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일반 크롤러 방식

일반 크롤러 방식의 이동 mechanism은 한 개 혹은 다수

의 무한궤도를 이용하므로 접지력이 높으며 1개의 무한궤

도에 최소 1개의 구동 모터로 로봇을 구동시킬 수 있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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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반적인 크롤러 메커니즘

Fig. 5. The general crawler mechanism.

그림 6. 저상 크롤러 메커니즘

Fig. 6. The low CG crawler mechanism.
그림 8. 2족 보행 메커니즘

Fig. 8. The 2 legs waking mechanism.

은 접지력으로 인하여 주행안정성은 높아지지만 로봇을 운

용하는 에너지 효율은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며 휠 방식 

mechanism에 비하여 구조가 복잡하고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다. 현재 개발된 크롤러 방식의 종류는 그림 5와 같다[5].
2. 저상 크롤러 방식

저상 크롤러 방식은 무게중심을 로봇의 하단에 위치하도

록 설계하여 계단 및 험지에서 전복을 방지하며 주행 안정

성을 높이게 하는 방식이다. 저상 크롤러 방식은 로봇의 전

방에 무한궤도가 높게 설계되어 있어서 험지 주행시 높이 

차이가 높은 곳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무한궤도

을 적용한 로봇의 경우 정지상태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하지만 주행시에는 주행로의 험한 정도에 따라 

전후 혹은 좌우로 큰 진동이 발생하므로 주행과 동시에 로

봇의 작업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개발된 저상 크롤러 방

식의 로봇의 종류는 그림 6과 같다[5].

그림 7. 무게중심 이동형 메커니즘

Fig. 7. The moving CG crawler mechanism.

3. 무게 중심 이동형 크롤러 방식

무게 중심 이동형 크롤러 방식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크롤러를 가지고 있으며 험지나 계단에서 크롤러의 위치를 

변경하여 무게 중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방식이다. 무
게 중심을 변경함으로써 크롤러의 접지력을 확보하고 전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무게 

중심 이동형 크롤러 방식의 종류는 그림 7과 같다[5].

IV. WALKING MECHANISM
1. 2족 보행 

2족 보행 방식은 사람의 보행과 유사한 형태로 보행하며 

로봇 자체 이동과 사람의 보행을 도와주는 어시스트 형태

의 이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2족 직립 보행은 밸런싱 기술

과 기구 제어기술이 접목 되어야 하며 현재 자체적인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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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4족 보행 메커니즘

Fig. 9. The 4 legs waking mechanism.

그림10. 6족 이상의 보행 메커니즘

Fig. 10. The more than 6 legs waking mechanism.

그림11. 하이브리드 메커니즘

Fig. 11. The hybrid moving mechanism.

그림12. 해저 이동 메커니즘

Fig. 12. The under sea moving mechanism.

그림13. 스네이크 이동 메커니즘

Fig. 13. The snake moving mechanism.

보행과 계단 오르내리는 정도의 기술이 개발된 상태이나 

보행로의 높이 차이에 대한 보정에 대하여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2족 보행 로봇의 종류는 그림 8
과 같다[3,9,11].
2. 4족 보행 

4족 방식은 4족 형태의 동물의 움직임과 동일한 형태로 

이동하는 mechanism으로써 모터나 유압액추에이터를 이용

하여 진자의 운동을 발생시킨다. 또한 이동을 위한 다리의 

진자제어와 로봇의 밸런싱 제어와 같은 기술이 요구된다. 4
족 방식의 경우 이미 이동을 위한 기술은 거의 완료된 상

태이며 전방의 사람을 따라가는 기술과 같은 부가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4족 보행 로봇의 종류는 

그림 9와 같다[9,11].
3. 6족 이상의 보행 

6족 이상의 다족 보행 방식의 이동 mechanism은 곤충의 

형태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스파이더 방식으로 다리가 전후 

좌우로 움직이면서 로봇의 위치를 제어하게 된다. 6족 이상

의 다족 보행 방식 로봇의 종류는 그림 10과 같다[9].

V. THE OTHERS MECHANISM
기타 이동기구는 보행과 원형이동이 융합된 하이브리드 

형태와 물고기 혹은 해파리와 같은 해저이동기구, 스네이크 

이동기구, 애벌레 이동기구 등이 있다. 하이브리드 형태는 

6족 혹은 원형의 구름 이동기구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해저

로봇은 물고기, 해파리, 스테이크 형태의 이동기구가 적용

되어 있다. 또한 스테이크 형태의 이동기구는 횡방향의 자

체 굴림으로 나무와 같은 지형지물을 올라갈 수도 있다.
1. 하이브리드형 이동방식 

하이브리드형 이동 mechanism은 6족 형태의 이동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로봇 자체적으로 원형의 형태로 이동할 

수 있는 mechanism으로 로봇이 이동하는 지형의 형태에 따

라 이동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형 이동 

mechanism이 적용된 로봇은 그림 11과 같다[8].
2. 해저로봇 이동방식 

물고기 로봇 혹은 해파리 로봇은 해저에서 이동하므로 

유체 내부에서의 유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고려한 방

법으로 일반 물고기 로봇과 해파리 로봇, 수중 스네이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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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등이 있다. 해저로봇 방식은 그림 12와 같다[9].
3. 스네이크 이동 방식

스네이크 이동 mechanism은 스네이크 형태의 로봇의 마

찰력을 이용하여 이동 방향의 수직으로 진동하여 이동한다. 
스네이크 이동 mechanism이 적용된 로봇의 종류는 그림 12
와 같다[9].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모바일 로봇의 이동기구에 대하여 

그 종류와 특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스마트 모바일 로봇의 이동기구를 휠 방식, 크롤러 방식, 

보행 방식, 기타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휠 이동기구는 휠의 개수에 따라 2휠, 4휠, 6휠, 기타 휠

로 분류하였으며 기타 휠은 다수의 휠과 반원형태의 휠로 

분류하였다.
크롤러 이동기구는 1개 혹은 다수의 무한궤도를 이용한 

이동기구가 있었으며 에너지효율은 떨어지지만 험로에서 

유용하다. 
크롤러 이동기구는 무게중심을 낮게 설계하거나 위치를 

변경하여 전복 안전성을 높인다. 
보행로봇은 이동기구는 2족 보행, 4족 보행, 6족이상의 

다족보행으로 분류하였으며 진자 운동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모터 및 유압액추에이터를 이용한다.
기타 기동기구는 하이브리드형, 해저로봇, 스네이크 로봇

의 세부형태로 분류하였다. 
향후 본 이동기구의 분류를 기반으로 로봇의 환경과 용

도에 적합한 이동기구를 결정할 것이며 새로운 형태의 이

동기구가 제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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