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최근 원전 유출 및 부품 결함 등의 사고로 

방사능에 노출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후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원격 점검 
및 조작 로봇의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1 중수 
로의 경우, 중수로 원전의 핵심 설비인 칼란드 
리아 부분을 원격 점검감시하여 중수로 원전의 
정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운영의 안전성을 높여 
주기 위한 로봇이 개발 되어 왔다.2 최근에는 
사고 발생시 비상 조치 및 복구작업 또한 가능 
한 로봇을 개발 중에 있으며, 주행 자유도 
증가 및 원활한 회전 주행을 위하여 옴니휠 
타입으로 개발 중이다.  

본 연구는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옴니휠 

타입 중수로 로봇의 동역학적 모델링 및 

해석을 통하여 옴니휠 로봇의 우수한 회전 
주행 성능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동역학적 모델링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옴니휠 타입 중수 
로 로봇을 ㈜펑션베이 사의 리커다인을 이용 
하여 모델링하였다. 로봇의 기구학적 구성은 
Fig. 1 및 Table 1 과 같으며, 별도의 조향장치 
없이 오른쪽과 왼쪽 바퀴의 속도차를 이용하여 
회전 주행을 한다. 동역학적 모델링은 Fig. 1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조인트와 커플러, 컨택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구동부는 조인트에 
속도 구속 조건을 주어 로봇을 구동시켰다. 

 
 

Fig. 1 Heavy-water Reactor Robot 

 
Table 1 Spec. of Heavy-water Reactor Robot 

 
Size 500 mm × 1028 mm × 400 mm Weight 400 kg 

Roller 
Radius 18 mm Wheel 

Radius 200 mm 
 

 
3. 시뮬레이션 및 결과 

제안된 옴니휠 타입 중수로 로봇의 회전 
주행성능 확인을 위하여 기존휠 타입 로봇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회전주행 
성능 확인을 위한 주행 경로는 반경이 700 
mm 인 원형 곡선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회전 
각속도가 0.65 rad/sec 가 되도록 하는 속도를 
각 구동 모터에 입력시켰다. 
두 로봇의 회전 주행 해석의 결과를 이동 

평균 필터로 보정하여 Fig. 2(구동토크), Fig. 
3(횡방향 추력), Fig. 4(반력토크)및 Table 2 에 
비교하여 나타내었으며, 기재된 수치는 해당 
데이터의 평균값이다. 옴니휠 로봇의 구동토크 
및 횡방향 추력이 기존휠 로봇에 비해 1/3 
정도 감소하였고, 반력토크 역시 감소한 
결과를 통하여 옴니휠 로봇을 사용할 경우 
전력 감소 및 로봇의 내구성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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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riving Torque 

 

 
Fig. 3 Side Force 

 

 
Fig. 4 Reaction Torque 

 
Table 2 Result of Dynamic Analysis 

 Type Right Left 

Omni 
Wheel 

Driving Torque.(Nmm) 500  -400 
Side Force. (N) -200   -200 

Reaction Torque. (Nmm)  60000 -30000  

Normal 
Wheel 

Driving Torque. (Nmm)  1500 -1400  
Side Force. (N)  -600 -600  

Reaction Torque. (Nmm) 80000  -75000 

 
Fig. 5 Displacement of Offset 

 
Fig. 5 는 옴니휠의 회전 주행 추종성을 나 

타낸 것으로 기준경로에서 x, y축 방향으로 각 
각 57 mm, 276 mm정도 옵셋 된 것을 알수있다. 
이는 사용된 옴니휠의 기구학적 특성으로 인해 
구동 시작시의 옵셋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기준궤적에 대한 옵셋보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옴니휠 타입 중수로 로봇의 
주행성능 확인을 위하여 기존휠 타입과 옴니휠 
타입 로봇의 회전 주행 성능을 비교하는 시뮬 
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옴니휠을 적용할 경우 
구동 및 반력토크와 횡방향 추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때 옴니휠의 기구학적 
특성으로 인한 로봇 주행경로의 옵셋 문제는 
간단한 옵셋보상으로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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