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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surveillance throwing robot which is compact, light-weight and has an efficient shock 
absorption mechanism. The throwing robot is designed in a spherical shape to be easily grabbed by a hand for throwing. Also, a 
motor-wheel linking mechanism is designed to be robustly protected from shocks upon landing. The proposed robot has a weight of 
2.2kg and the diameter of its wheels is 150 mm. Through the field experiments, the designed robot is validated to withstand higher 
than 13Ns of im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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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효율적인 감시 · 정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거리의 목
표지점까지 직접 투입이 가능한 투척형 로봇에 대한 연구가 
세계 각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효율적인 감시 및 
정찰을 위하여 로봇의 소형 경량화와 장거리 투척에 따른 효
과적인 충격 흡수 메커니즘 개발 부분이 중요한 연구분야이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투척형 로봇의 경우 이동 메커니즘의 
종류에 따라 Six-wheel, Four-wheel 및 Two-wheel 등의 종류로 
분류 된다. 미국 iRobot社의 Six-wheel Brick [1,2]은 좌우에 각
각 3개씩 총 6개의 바퀴로 이루어진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서 
스키드 조향 방식으로 구동된다. 몸체 한쪽에는 패들(paddle)
이 있어 몸체가 뒤집어졌거나 장애물을 극복할 때 사용된다. 
Four-wheel Brick과 Rebound [1,2] 역시 iRobot社에서 개발되었
으며 모두 플리퍼(flipper)가 장착되어 몸체를 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Carnegie Mellon University에서 개발된 Dragon 
Runner는[3] 약 9m/s의 속도까지 낼 수 있으며 고무 바퀴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충격에 매우 강인하게 설
계되었다. 하지만 상기의 모든 로봇들은 투척에 용이하지 못
한 크기의 자동차 트랙 형상을 갖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로봇 소형화 및 투척에 용이하기 위하여 현재는 Two-wheel 
방식의 투척형 로봇이 주로 개발이 되고 있다. Two-wheel 방
식을 기반으로 하는 로봇의 대부분은 실린더 형태의 몸체와 
몸체 양쪽에 2개의 바퀴가 조립된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자
세 안정화를 위하여 뒤쪽에는 꼬리(tail)가 장착되어있다[4,5]. 
미국의 Draper Lab.의 SpinyBall [1,6]은 구와 같은 형태를 지니

다가 투척 후에는 바퀴살이 전개되어 구동된다. 표 1과 같이 
바퀴살을 이용하여 험지에서 이동성이 높으며 평소에는 구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휴대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부 
구조가 복잡하여 유지 보수가 힘들며 충격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Two-wheel 방식은 투척에 용이한 소형 형상을 갖지만, 
장거리 투척 후에 로봇이 받게 되는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장비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외에 손으로 투척 가능한 로봇의 소형화와 충격흡수 설
계가 고려된 EyeBall R1 [7]이 개발 되었지만 이동 메커니즘
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상기에 명시된 기존에 개발된 로봇들은(표 1)모
두 장거리 투척에 적합한 형상과 투척시 필연적으로 받게 되
는 충격 흡수에 대해서 모두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장거리 투척에 알맞은 소형화 형상을 지니
며 동시에 충격 흡수에 용이한 형상과 자세 안정화 장치 구
조 설계가 고려된 투척 로봇에 대한 설계를 제안한다. 

 
II. 투척로봇 설계 요소 분석 

효과적인 목표지점의 감시 · 정찰을 위해선 투척형 로봇은 
크게 2개의 설계 요소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1. 투척에 용이한 형상과 경량성 

첫 번째 조건은 투척에 알맞은 형상과 경량성이다. 투척 
로봇의 1단계 과정은 투척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로봇의 형
상이 투척에 알맞은 형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안정
된 동적 자세만을 위하여서는 Dragon Runner (표 1)와 같은 
자동차 형상으로 안정화 될 수 있지만, 중량을 크게 설계 할 
경우에는 투척에 알맞지 않은 형상과 무게를 갖게 되고 이는 
투척거리의 저하를 초래한다. 따라서 단순히 동적 안정화 자
세만을 고려한 형상 설계로는 투척에 알맞지 않게 된다. 투
척에 가장 알맞은 형상으로는 손에 쥐기 쉬우며 장거리 투척
에 용이한 형상인 구형 형상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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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형 투척 로봇 요약.  
Table 1. Summary of throwing robot. 

Type Throwing Robot 

Six-wheel 
[1,2] 

 

Four-wheel 
[1-3] 

 

Two-wheel 
[1,4,5, 
6,9,10] 

 

 

 

Etc 
[7] 

 
 
또한 투척형 로봇은 던지기 쉬운 경량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의 투척형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Two wheel type의 Scout 
로봇의 경우 450g으로서 투척에 알맞은 저중량성을 갖지만 
충격 흡수 메커니즘이 없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또한 국내에
서 개발된 HOYA 로봇은 1.5~2.0kg을 갖지만 충격을 견디는 
최대 자유낙하 높이가 2m로서 충격에 취약하며 배터리 운용
시간이 최대 0.5시간으로써 효율적인 내부 전장부 및 배터리 
설계가 요구된다[9,10]. 
2. 전 방향 충격 흡수 용이성 

두 번째 조건으로는 지면과의 충격 시 받게 되는 충격 에

너지 흡수 장치 부분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투척형 로봇의 
경우, 투척에 알맞은 형상을 지니고 있는 작은 Two-wheel 
type의 로봇은 장거리 투척이 가능하지만, 충격 흡수 장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장거리 투척이 불가능하다. 또한, 
Four-wheel, Six-wheel type의 투척 로봇은 타이어 형상의 바퀴
를 지니기 때문에 충격 흡수에는 용이한 형상을 갖고 있지만 
장거리 투척이 힘든 자동차 형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에 명시된 조건들을 만족하기 위
하여 20~30m 장거리 투척이 가능한 구형 형상과 저중량 특
성을 가지며, 원거리 도달 후 받게 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격 흡수 메커니즘을 설계하였다. 

 
III. 설계된 투척 로봇 분석 

제작한 로봇의 전체적인 3-D modeling은 그림 1과 같다. 각 
바퀴가 반구 형상을 가지며 전체 로봇은 구형 형태를 갖는다. 
로봇 내부에는 구동을 위한 2개의 모터부가 존재하며 구동
축 방향으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충격 흡수 장치가 설계되
어 있다.  
1. 투척에 알맞은 직경 

장거리 투척에 적합한 로봇을 설계하기 위해선 로봇이 쉽
게 투척되도록 손의 크기와 형상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
며 가벼워야 한다. 손의 크기에 알맞은 로봇의 형상을 과학
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로봇을 쥘 수 있는 손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한국인의 손가락 길이는 
검지가 69.9 mm이며 손바닥 크기는 둘레 204 mm로서 약 
100~110 mm 정도 길이의 로봇이 알맞은 직경이라고 분석하
였다[11-13]. 
본 논문에서는 로봇을 소형화 및 경량화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모터, 기어 등 내부 부품 크기를 고려하여 로
봇의 크기는 160 mm, 바퀴의 지름을 150 mm로 설계 하여 한 
손으로 투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총 무게는 2.2 kg으
로써 군사 작전 시, 성인이 수십 미터 거리의 작전지역으로 
쉽게 투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1. 제작한 소형 투척 로봇 설계. 
Fig.  1. Small throwing robo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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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척에 용의한 트랙 쓰레드 형상 

일반적으로 트랙의 쓰레드는 로봇이 지면과의 마찰력을 
극대화 시켜 추진력을 얻는 부분으로서 둔턱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쓰레드 형상은 로봇의 추진력 부분과 함께, 로봇을 
잡는 그립(gripper) 형상을 결정짓는 부분으로써 투척을 잘 수
행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로봇 형상을 던지기 쉬운 구의 형태로 설계한 것뿐
만 아니라, 투척자의 각 손가락을 로봇의 트랙 쓰레드에 밀
착시켜서 로봇과 손의 그립 상태가 최적화 되도록 그림 2와 
같이 설계하였다. 트랙 쓰레드의 높이는 약 8.5 mm, 각 트랙 
쓰레드간의 간격은 10.6 mm의 값을 가짐으로써 손가락을 각 
쓰레드 사이에 넣어서 로봇에 최대한 밀착시킬 수 있도록 설
계하였다.  
3. 투척 충격 흡수를 위한 바퀴 설계 

지금까지 개발되어온 투척형 로봇의 바퀴는 일반적인 디
스크 형태의 바퀴 형태를 가짐에 따라 바퀴 축에 수직한 방
향으로 떨어졌을 때에는 바퀴 단면에 충격을 크게 받는 단점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투척에 용이하도록 바퀴를 반구 형
상 및 좌우 대칭 구조로 설계하였다. 바퀴 외면에 돌기를 추
가하여 낙하 시 충격을 흡수하고 둔턱 극복이 용이하도록 설
계되었다. 
반구 형태로 제작된 바퀴의 경우 형상적으로 충격 흡수와 
분산에 용이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충격이 가해질 때 구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형상이 변화되도록 재질을 선
택하여 일정 충격 에너지까지는 흡수되도록 고무 재질로 설계
하였다. 바퀴의 트랙 쓰레드는 그림 3과 같이 지면과 부딪힐 
때, 트랙 쓰레드가 꺾이면서 먼저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되
었다. 또한 단순히 쓰레드만이 형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고무로 만들어진 바퀴 자체가 형상을 변화하면서 충
격력을 흡수하여, 로봇 내부 장치에 충격전달을 최소화 한다. 
이때 설계된 바퀴의 재질은 지면과의 마찰력이 높고 충격 
흡수율이 좋은 우레탄 재질을 사용하였다. 재질의 특성 분석 
후 경도 50 N/mm2 및 마찰계수 약 0.8의 트랙으로 제작하였
으며, 경도에 따른 탄성 계수 값은 실험을 통하여 k = 26.7 
N/cm으로 측정되었다.  
실험을 통하여 구동축에 수직으로 지면과 충돌 할 경우에
는, 각 고무 형상의 바퀴형태는 최대 30 mm의 변화가 가능
하 였고, 각 바퀴당 충격에너지 흡수 Ek 는 식 (1)과 같이 
1.2Nm로써 양쪽 바퀴를 고려하면 총 2.4 Nm에 해당하는 충

격 에너지를 흡수할 있도록 설계하였다. 

 2 1 21 1 (26.73 )(3 ) 1.2
2 2kE kx Ncm cm Nm-= = =  (1) 

4. 충격에 강인한 동력 전달부 

내부 모터들은 양쪽 바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감속
기를 통해 모터의 동력을 바퀴에 전달한다. 모터부는 로봇 내
부에 위치하며 충격 흡수 장치 고정부 부품에 고정되어 있다. 
사용한 모터는 A-Max Motor로써, 6.25 mNm의 토크와 22 

mm, 12 V, DC 5 Watt의 파워를 갖는다. 이는 상대적으로 에너
지 소모가 적은 모터로써, 감속비 46:1을 적용하여 모터의 동
력을 증폭, 감속시켜서 양쪽 바퀴에 큰 토크를 전달한다. 또
한 감속기는 그림 4와 같이, 충격 흡수 장치부와 같은 중심
축을 갖고 있으며,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적으
로 연결되어 장착된다.  
양쪽 모터부 사이에 있는 충격 흡수 장치 고정부는 투척시
에 발생되는 충격력을 줄이기 위하여 고안된 스프링 장치가 
고정되는 부분으로서 양쪽 휠의 축 방향 중심축과 일치하도
록 설계되었다. 
그림 4와 같이, 스프링이 내부에 장착되게 되며 장착되는 
스프링은 바퀴의 회전과 간섭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베어
링 등의 부품을 통하여 연결된다.  
양 바퀴 사이에 있는 둥근 알루미늄은 전장부가 위치하는 
공간으로써 내부 부품을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러한 내부 부품 고정부는 투척 시에 발생되는 충격을 흡수하
기 위하여, 탄성이 좋은 아세탈 재질로 설계 제작하였다. 또

 

 
그림 2. 투척에 용의한 바퀴 쓰레드 모델. 
Fig.  2. Wheel thread design for easy grip. 

 

 
그림 4. 로봇 내부 충격흡수 설계. 
Fig.  4. Shock absorption design for robot body. 

 
그림 3. 아치 형상의 충격 힘 분산도. 
Fig.  3. Distribution of shock force. 

Design of a Miniature Sphere Type Throwing Robot with an Axial Direction Shock Absorp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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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부 부품이 위치하는 전장부의 경우, 지면에 닿는 꼬리
에 의해 회전하지 않고 고정된다. 꼬리에 의해 고정된 내부 
전장부와 그에 상대적으로 회전하는 differential wheel 방식의 
두 바퀴를 이용하여 로봇은 좌우 회전 및 전, 후방으로 이동
을 하게 된다.  
5. 동적 안정성을 위한 무게중심 및 꼬리 제어 

투척 직후, 로봇은 정상적인 구동을 위하여 작동 자세로 
복귀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구동 중에도 보다 동적 안정성
을 높이기 위하여 무게 중심을 아래쪽으로 설계하였다. 그림 
3과 같이 로봇을 양쪽 대칭 구조로 설계하여 무게 중심이 가
운데 오도록 설계하였으며, 아래쪽에 배터리와 양쪽으로 실
린더를 전개하는 모터, 기어 부분을 배치함으로써 무게중심
을 아래쪽에 오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바퀴의 축 부분을 오
목하게 튀어나오도록 설계함으로써 축 방향으로 떨어지더라
도, 바로 두 바퀴가 땅에 닿게 되는 작동 자세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일시적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고정
이 된다 하더라도, 바퀴를 회전하게 되면 회전 모멘트와 함
께 낮은 무게 중심의 위치에 의한 모멘트가 발생하여 작동 
자세로 쉽게 복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로봇이 급 감속을 할 경우 그림 5와 같이 꼬리 부분
이 들리게 되고, 이는 카메라 영상부의 각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영상 안정화를 위하여 꼬리 구동 제어를 
설계하여 이를 극복하였다. 제어 방법으로는 자이로 센서를 이
용하여 꼬리가 달린 내부 쉘 구조가 기준 각도 값 이상으로 
돌게 되면, 모터를 측정된 각도만큼 반대로 돌려주어서 꼬리

를 하단으로 내려주는 방법이 되겠다. 감속을 통해 꼬리가 
들리면, 가속을 하여 각도를 보상하는 방법이다(그림 6). 이
와 같은 방법을 쓰면 카메라 앵글의 오차를 제어 할 수 있다. 

 
IV. 투척 충격 흡수 장치 구조 설계 

투척형 로봇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척의 용이성
과 함께, 로봇이 지면에 충돌 할 때 받는 충격력을 로봇 내
부 전장부 구조에 전달이 되지 않도록 충격 흡수 기구가 충
격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보호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설명 한 것 같이 구동 모터와 감속기가 일체형으
로 물려 있으며, 모터부는 바퀴와 연결되어 있다. 로봇이 지
면과 충돌 할 시, 전달되는 충격력은 바퀴 구동축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충격력은 바퀴 형상 변화를 통한 에너지 흡수를 
통하여 일정 부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하지만 로봇이 구
동축 방향으로 지면과 충돌할 때에는 바퀴의 형상 변화가 일
어나지 않으므로 충격력 흡수를 위해서 부가적인 충격 흡수 
장치를 설계하였다.  
로봇의 내부 구조와 감속기 사이에, 스프링 장치와 O-ring 
및 바퀴의 댐핑으로 충격력을 흡수하도록 설계 하였다. 로봇
의 고무 바퀴와 실질적인 로봇 본체의 구성은 그림 7과 같이 
모델링 할 수 있고 두 물체 사이의 구성요소들은 스프링과 
댐핑은 아래 수식으로 모델링 하여 충격시 전달되는 진동을 
구할 수 있다. 
바퀴 부분의 좌표를 X1,2 로봇 내부 본체를 Xb 좌표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 바퀴에 가해지는 충격력을 F(t)와 같이 정의
하고 Newton의 제2법칙을 이용하여 운동방정식을 세우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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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로봇 시스템 모델링. 
Fig.  7. Modeling of the robot body. 

 

 
그림 5. 로봇 전진 및 감속 시 카메라 앵글. 
Fig.  5. Camera angle when robot is at constant velocity and at 

deceleration. 
 

 
그림 6. 카메라 앵글 보상 제어 Flow chart. 
Fig.  6. Flow chart of the camera angle compensat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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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m1,2 와 mb 는 로봇 바퀴 및 내부 본체 질량이며, k, 
c는 바퀴 재질, 내부 스프링 및 O-ring의 복합적인 스프링 및 
댐퍼 계수이다. 

 
V. 실험결과 

목표 속도 값으로 50 cm/s을 기준으로 모터를 선정하여 제
작하였으며, 기준 길이 2 m를 로봇이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
간을 측정함으로서 로봇의 구동 속도를 측정하였다. 단, 로봇
이 정지하였다가 출발할 때의 가속구간에서의 속도가 아닌,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등속도 구간에서의 속도를 측 
정하였다. 
표 2 실험 결과 값을 보면, 평균으로 2 m 이동하는데 2.54 

sec 시간이 걸리므로 78.7 cm/s의 높은 속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모터 선택 시의 목표치인 50 cm/s의 달성치
를 초과하는 결과 값이다.  
일반적인 구형 형상의 경우 최대 직경의 반지름 높이만을 
극복 가능 가능하지만, 동역학적 불안정성이 극대화 된다. 따
라서 본 실험에서는 개발된 로봇을 이용하여 둔턱 극복 높이
를 테스트 해보았다. 
그림 8과 같이 15 cm의 구동륜 직경을 갖춘 로봇에 4.5 cm
의 둔턱 높이를 장애물로 설치하여도 둔턱을 통과하는 성능
을 보였다. 보통 Two wheel시스템은 둔턱 통과시 불안정해지
는 단점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 설계한 바퀴의 형상과 로봇
의 동적 움직임을 꼬리를 이용하여 로봇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투척 충격에 관한 실험은 그림 9와 같이 투척 후에도 정상
적으로 로봇이 작동하는 것을 통해서 검증을 하였다. 콘크리
트 지면에 최대 10 m 거리로 수 차례 투척을 반복하여 로봇
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 하는 실험이다.  
지면에서 출발하여 직선 거리(dx)까지 투척이 될 시 필요한 
초기 투척 필요 속도 (u)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표   3. 로봇의 투척 실험결과 및 도출된 충격량. 
Table 3. Experiment of robot throwing. 
투척거리(dx) 투척 각도(θ) 투척 속도 FΔt 

10 m 30도 10.6 m/s 13 Ns 
 

 
그림 9. 투척을 통한 충격 테스트. 
Fig.  9. Testing for shock withstand at l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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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면에 낙하 시 지면과의 반발계수(e)를 고려한 로봇
의 내충격량은  

 (1 )impulse yF t mu eD = +  (5) 

으로 계산이 된다. 사용된 반발계수의 경우, 실제 낙하높이 
및 반발 높이 측정 실험을 통하여 도출된 값으로서 e = 0.3의 
값을 적용하였다. 이는 우레탄 바퀴의 약 0.82 반발계수 값보
다[13]. 작은 값으로서 내부에 장착된 모터 및 전장부 등의 
구성 요소에 의한 영향이라고 분석된다. 따라서 투척 각도 θ 
와 직선거리 dx 까지 투척된 로봇이 받는 충격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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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2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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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F t m eq
q

æ 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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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과 같이, 최대 10 m로 투척하였을 시, 제작한 로봇은 
투척 거리, 각도 및 속도 등의 물리량 입력을 통하여 약 13 
Ns의 내충격량을 흡수하여 정상작동 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었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형 정찰 구형 로봇의 개발을 통해 감시, 
정찰 기능을 극대화 하는 로봇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로봇의 
핵심 내용으로는 투척에 용이한 형상을 분석하였으며 충격 
흡수에 용이한 반구 형상의 설계와 모터의 축 방향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스프링과 O-ring 고무 형태의 충격 흡수부
를 설계하였다. 투척시의 내충격량으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
한 로봇의 경우 13 Ns의 충격량을 흡수함에 따라, 기존에 개
발된 Recon Scout의 9.44 Ns의 값보다 약 1.8배의 내충격성 증
가를 이루었다.  
투척형 정찰 로봇으로 개발된 로봇은 투척과 충격 분산 및 
흡수에 용이하도록 구형 형태의 형상으로 개발되었다. 하지
만 실질적인 충격 흡수 부분은 스프링이 장착된 축방향의 충

 

 
그림 8. 둔턱 극복 실험. 
Fig.  8. Experiment for overcoming obstacle. 
 
표   2. 로봇의 구동 속도 실험. 
Table 2. Velocity of the robot. 

 1차 2차 3차 4차 5차 평균 
속도 (cm/s) 79.1 80.1 77.5 77.2 78.7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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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흡수 부분만 강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로봇이 축방향 및 다른 전 방향으로의 강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으며, 절대적인 충격량을 줄이기 위하여 추가적
인 소형 경량화 설계가 연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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