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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bil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for search and rescue robots. To increase mobility for small size robot we 

have focused on the mechanism and algorithm inspired from centipede. In spite of small size, using many legs and flexible long body, 

centipede can overcome high obstacles and move in rough terrains stably. This research focused on those points and imitated their 

legs and body that are good for obstacle negotiation. Based on similarity of a centipede’s legs and tracks, serially connected tracks 

are used for climbing obstacles higher than the robot’s height. And a centipede perceives environments using antennae on its head 

instead of eyes. Inspired from that, 3 IR sensors are attached on the front, top and bottom of the first module to imitate the antenna. 

Using the information gotten from the sensors, the robot decides next behavior automatically. In experiments, the robot can climb up 

to 45 cm height vertical wall and it is 600 % of the robot’s height and 58 % of the robot’s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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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험지주행기술은 행성탐사, 군사용 정찰, 재난구조 등 극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로봇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공장 내부의 무인 이동 시스템, 산업용 검사 로봇, 

건물 내부 감시 로봇, 무인 농기계, 가정용 서비스 로봇, 장

애인 도우미 로봇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험

지주행기술에 대한 요구가 매우 다양하고 그 접근 방법 또한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로봇이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필요한 험지주행기술은 달라질 수 있

다. 어떤 로봇은 자갈과 바위 사이에서 빠르게 다닐 수 있어

야 하며, 어떤 로봇은 사막에서 모래에 빠지지 않고 다닐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계단을 잘 오를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최대한 흔들림이 없이 주행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로봇이 수행해야 할 임무나 환경

이 다르고, 또한 로봇의 크기와 형태, 이동 메커니즘도 다르

기 때문에 메커니즘적인 측면, 제어 측면 등 매우 다양한 방

법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인류는 바퀴라는 매우 효율적인 이동수단을 발명함으로써 

이동과 운송에 혁명을 맞이했다. 바퀴는 매우 효율적이지만, 

잘 닦여진 길이 없으면 이동하기가 불편하다. 따라서 울퉁불

퉁한 지형이나, 장애물이 있는 지형에서 로봇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보다 향상된 이동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바퀴를 응용하거나 몸체에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하여야 

한다. 정찰용 소형로봇에 많이 사용되었던 방식은 휠 타입

(Shrimp-EPFL [6], JPL GOFOR-MIT [12], Genbu-Tokyo Tech [13], 

ROBHAZ-KAIST [15]), 레그타입(little dog-Boston Dynamics), 트

랙타입(Packbot-iRobot [8], Souryu-Tokyo Tech [10,11])이 있다[14]. 

최근에는 생체를 모방하여 로봇의 이동성을 향상시키려는 

시도가 많이 있으며, 이것은 자연에 가장 잘 적응한 형태인 

생체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퀴벌레의 다리 움직임을 모방한 

RHex [1], 개를 모방한 Big dog [2], 개구리의 점핑 메커니즘을 

모방한 Grillo [3], 도마뱀의 움직임을 모방한 Salamender [4] 

등 생체의 이동 메커니즘을 모방한 연구가 세계각지에서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정찰을 위한 소형 

로봇들이 그 크기로 인해 이동성이 제약되는 문제점들을 해

결하기 위하여 생물체 중 험지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움

직일 수 있는 지네를 모티브로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네

가 자신보다 큰 높이의 장애물을 넘을 수 있기 위하여 지네

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 연구하고 지네가 험지에서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통하여 로봇에 적용가능한 알

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II 장은 지네가 험지 

주행에 적합하도록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하고 

로봇에 적용가능한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III 장에서는 지네

가 지느러미를 사용하여 물체를 인식하고 자신의 체절들을 

이용하여 장애물을 극복하는 모습에 착안한 알고리즘을 제

시하였다. IV 장에서는 앞서 말한 메커니즘과 알고리즘으로 

구현된 로봇을 가지고 실제 높은 장애물을 극복가능한지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와 다른 로봇들과 대조를 해보

았다.  

 

II. 지네를 모방한 험지주행 메커니즘 제안 

1. 지네의 메커니즘 

지네는 외관상 수십개의 마디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물을 

넘을 때 마디마다 있는 한쌍의 다리가 모두 이용 될 수 있도

록 자신의 형태를 변형시킨다. 이러한 지네의 메커니즘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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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지형에서도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며 작은 몸에 비하

여 높은 장애물을 극복할 때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지네는 길고 체절로 이루어진 몸과 수많은 다리를 

이용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움직

일 수 있다. 이러한 지네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모습으로부터 

작은 트랙을 모듈별로 연결한 형태를 도출하였다. 여기서 모

듈별로 연결한 형태는 지네의 마디인 체절을 모사하여 로봇

의 구동부가 바닥면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

도록 한 것이고, 트랙형태는 지네의 다리와 같이 트랙의 돌

기가 장애물에 걸쳐서 로봇이 장애물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

록 하게 한 것이다. 그림 2는 지네의 다리와 이 기능을 모사

한 트랙의 돌기부분을 나타낸 그림이며 그림 3은 지네가 높

은 장애물을 넘을 때 체절들이 유연하게 움직여 장애물을 넘

을 때 다리가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2. 메커니즘 설계 

본문 2.1에서 제시한 지네의 특성을 이용하여 험지 주행의 

효율적인 이동을 위하여 트랙모듈의 확장을 이용하였다. 일

반적으로 트랙은 험지에서 이동성이 뛰어나다. 그러나 트랙

이 소형이 되면, 트랙은 자신의 높이 보다 높은 장애물은 넘

기 힘들기 때문에,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의 높이가 작아진다. 

또한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단일 모듈의 경우 안정성이 떨어

지게 되는데, 크기가 소형이 되면 더욱 불안정한 주행을 하

게 된다. 하지만 소형의 트랙모듈을 길게 연결하여서 긴 몸

체를 통해 떨어지는 이동성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울퉁불

퉁한 지형에서도 관절로 연결되어서 지면과 자연스럽게 접

촉하게 함으로써 지면과 접촉면적을 넓히고 주행시 안정성

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설계개념은 이동성의 향상 측

면 이외에도 운용과 효율성 면에서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 

로봇이 만나는 환경은 너무나 다양하다. 바닥이 평평한 실내

일수도 있고, 울퉁불퉁한 계단일수도 있다. 또는 자갈이거나, 

모래거나, 바위지형일수도 있다. 각각의 환경은 높은 이동성

을 요구하는 환경일 수도 있으며, 높은 이동성을 요구하지 

않는 환경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로봇은 각각의 

환경에 맞추어 필요한 만큼의 트랙을 연결함으로 운용효율

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중간에 고장난 부분을 쉽게 교체 할 

수 있으며, 분리하여 가지고 있다가 운용시 합침으로써 편리

하게 소지하며 이동할 수 있다. 또한 각각 추가하는 모듈에

는 서로 다른 기능을 탑제함으로써 운용시 필요한 기능만을 

골라서 작업할 수 있다. 이런 설계개념을 바탕으로 베터리와 

메인 컨트롤러를 가지고 전체 로봇을 컨트롤 하는 brain 

module과 로봇의 길이를 연장시키는 connecting module를 설

계, 제작하였다. 

3. 시스템 구성 

로봇의 이름은 지네의 모습과 움직임에 착안되어 개발된 

로봇이라는 의미로 Censation (The centipede robot inspired from 

its appearance and motion)이라고 정했다. 또한 Brain module과 

connecting module에는 각각 구동모터 2개와 관절 연결모터가 

1개가 있으며, 사용된 모터는 로보티즈사의 다이나믹셀 AX-

12가 사용되었다. 관절 연결모터는 상하로 움직일 수 있으며, 

모터 내부의 센서로부터 현재의 각도, 하중, 속도 값을 얻을 

수 있다. 구동모터는 모듈당 양쪽에 하나씩 있으며, 속도로 

컨트롤이 가능하다. Brain module은 connecting module 보다 약

간 크며, 로봇 전체를 제어하는 main controller와 battery를 내

장하고 있다. 모든 모터와 센서들은 main controller에 TTL통

 

그림 1. 지네의 모습. 

Fig.  1. Centipede. 

 

그림 2. 지네의 다리와 트랙 돌기 기능. 

Fig.  2. Functions of centipede’s leg and track’s bump. 

 

그림 3. 지네의 마디형태와 트랙 형태. 

Fig.  3. Centipede’s joint and robot’s track. 

 

(a) (b) 

그림 4. (a) 브레인 파트, (b) 연결 모듈. 

Fig.  4. Brain module (a), connecting module (b). 

 

그림 5. 로봇의 결합 예. 

Fig.  5. Example of connected 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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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main controller에서 센서값을 받아

서 제어를 할 수 있으며, 로봇은 zigbee 무선통신으로 연결되

어 있어서 외부 조종기로 로봇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모터마다 고유의 ID가 있으며 main controller는 

각 관절연결모터의 위치 및 하중의 값을 얻어 상황에 맞게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물을 올라갈 때, 관절 

연결모터의 각도가 일정각 이상이 되면 관절연결모터가 로

봇을 지지할 수 있도록 토크를 모터에 부하하게 되며, 내려

올 때는 관절연결 모터에 걸리는 부하가 적을 시 모터의 토

크를 꺼진상태로 만들어 passive하게 지형에 적응하도록 만든

다.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은 그림 6과 같다.  

Brain module과 connecting module의 폭은 200 mm로 동일하

며, brain module이 main controller와 battery 공간으로 인해 25 

mm가 길다. Connecting module의 무게는 0.64 Kg이며, brain 

module의 무게는 connecting module의 두 배 정도 된다. 개발

된 로봇은 동작시 걸리는 최대 토크와 로봇의 무게와 안전계

수를 약 1.8로 고려하여 brain module 1개와 connecting module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봇의 전체의 사이즈는 길이가 770 

mm, 너비가 200 m, 높이가 75 mm이며, 총 무게는 약 3.76 kg 

이다. 로봇의 사양을 표 1에 정리하였다. 

 

III. 지네 더듬이에서 착안한 장애물 극복 제어 알고리즘 

수동형의 링크를 가진 로봇의 경우, 특별한 조작 없이 조

작자가 로봇의 방향과 전/후진만 결정하여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9]. 그러나 active joint를 가지고 있는 로봇의 경우

[7,10], 로봇이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조작자

가 로봇의 관절을 직접 제어하면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조작자에게 부담을 안겨줄 뿐 아니라, 실제로 

로봇을 사용할 때는 로봇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놓여 

있는지 알기가 어려울뿐더러,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을 일

일이 조작자가 조작을 한다면 장애물을 극복하는 시간도 길

어지게 된다. 따라서 active joint를 가진 로봇은 수동형 링크

를 가진 로봇처럼 사용자의 최소한의 개입만으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제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네가 장애물을 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

보았고 그 결과 간단한 룰로 지형을 파악하고 장애물을 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관찰에 근거해 지네가 장애물을 넘

는 방법을 로봇에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사용자의 전진/후진 

결정만으로 조작자가 극복하겠다고 결정한 장애물을 로봇이 

스스로 파악해 넘도록 제어를 하였다. 

1. 지네의 장애물 극복 방법 

지네의 눈은 홑눈이 모인 원시적인 겹눈으로 퇴화되어 거

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 대신에 지네는 머리 앞쪽에 있는 더

듬이가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눈, 코, 귀 등 많은 감각기관

의 역할을 더듬이가 관장한다. 지네의 더듬이는 수많은 섬모

로 덮여 있으며, 주변의 습도와 온도를 측정할 수 있고, 냄새

와 접촉에 관한 정보도 더듬이를 통해 얻을 수 있다[5]. 

지네는 더듬이의 접촉 정보를 주로 이용하여 주변 환경을 

파악한 후, 장애물에 오르거나 장애물에서 내려온다. 지네의 

움직임을 살펴본 결과 지네의 판단 프로세스가 비교적 간단

하며, 주변의(지네의 더듬이가 닿는 범위) 정보(장애물의 유/

무)를 이용하여 지형을 극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

네는 각각의 마디가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근육은 필

요에 따라서 힘을 줄 수도 있고, 힘을 빼게도 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지네는 더듬이로부터 들어온 정보, 그리고 지네가 

느끼는 몸의 정보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몸을 제어하여 장애

물을 넘게 된다. 

지네의 움직임에 착안해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 지네가 장

애물을 넘는 과정을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었다. 지네가 

장애물을 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먼저 지네의 더듬

그림 6. 시스템 구성. 

Fig.  6. System architecture. 

 

표   1. 개발된 로봇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developed robot. 

 Length Width Height Weight

Brain Module 160 mm 200 mm 75 mm 1.2 kg 

Connecting Module 135 mm 200 mm 75 mm 0.64 kg

Total Length 770 mm 200 mm 75 mm 3.76 kg

 

 

그림 7. 지네가 장애물 극복하는 모습. 

Fig.  7. Negotiation of obstacle for centipede. 



윤 병 호, 정 태 일, 고 두 열, 김 수 현 

 

196

이가 앞부분에 장애물을 탐지하면 지네는 몸을 들어서 장애

물 위에 오른다. 지네는 더듬이로 주변 환경을 파악하면서 

장애물을 계속타고 올라간다. 그러다가 장애물의 위쪽에 올

라가면 지네의 더듬이는 앞부분에는 장애물이 없음을 깨닫

고 아래 바닥을 확인한 후 몸을 굽혀 장애물에 올라타게 된

다. 일단 장애물 위에 오르면 몸 앞부분에 힘을 주어서 나머

지 몸이 장애물 위로 올라오도록 끌어 올린다. 그리하여 마

침내 지네는 장애물 위에 완전히 오른다. 장애물 위에서 다

시 바닥으로 내려올 때는 지네의 더듬이가 아래쪽에 빈 공간

을 발견하고 몸을 굽혀 장애물을 타고 내려오게 된다. 장애

물을 타고 내려오다가 지네의 더듬이가 바닥을 감지하면 다

시 몸을 들어서 바닥에 부드럽게 접촉하면서 장애물에서 내

려오게 된다. 또한 지네는 장애물을 오를 때는 몸 전체에 힘

을 주어 몸에 걸리는 토크를 지지하고, 내려올 때는 몸에 힘

을 빼서 부드럽게 바닥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한다. 지네가 

장애물을 극복하는 모습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2. 장애물 극복 알고리즘 

3.1절에서 설명한 지네의 움직임과 같이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 로봇의 첫 번째 모듈의 앞, 위, 아래 이 세 부분에 IR 

센서를 부착하였다. 이것은 지네가 더듬이로 파악한 주변의 

거리 정보에 따라 장애물을 인식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

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로봇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작은 트랙 모듈들이 모터로 연결되어 있고 3개의 IR 센서가 

머리에 해당하는 첫 번째 모듈의 앞, 위, 아래 부분의 거리 

값을 얻고 있다. 이것은 지네의 몸이 10-20여 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마디는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고, 머리 부분의 더

듬이가 주변의 환경을 파악하는 것과 흡사하다. 이런 지네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로봇을 이용하여 지네가 장애물을 넘는 

방법을 모사하여 로봇을 제어하고자 하였다. 

먼저 앞에 있는 센서 값이 일정한 값 이상이 되면 앞쪽에 

장애물을 감지한 것으로 인식한다. 센서 값은 거리 값과 반

비례 관계다. 따라서 센서 값이 일정한 값 이상이 된다는 것

은 일정 거리 이내에 장애물을 감지하였다는 의미다. 로봇이 

앞부분에 장애물을 인식하면, 첫 번째 모듈을 들어 장애물을 

타고 올라가게 된다. 장애물을 타고 쭉 올라가다가 로봇 아

래쪽 센서에 바닥이 감지가 되지 않으면(센서 값이 일정 값 

이하가 되면) 로봇은 아래로 머리를 숙여서 장애물 위로 올

라타게 된다. 이 상태로 앞부분이 뒷부분을 끌어올리면서 로

봇이 장애물을 넘게 된다. 또한 지네가 장애물을 오를 때 몸

에 힘이 들어가고, 장애물을 오른 후나 평지에서 힘을 빼는 

것처럼, 로봇의 관절이 일정한 각도이내에서는 torque off되고, 

일정각 이상에서는 torque on되어 각도를 고정함으로써 장애

물을 오를 때, 몸에 걸리는 토크를 지지하게 하였다. 장애물

그림 8. 로봇의 장애물 극복 알고리즘. 

Fig.  8. Algorithm of obstacle navigation. 

 

표   2. IR 센서와 각 관절 연결 모터값에 따른 알고리즘 구현 표. 

Table 2. Table for algorithm with respect to the values of IR sensors and joint motor angles. 

 IR 감지 Joint 1 Joint 2 Joint 3 Joint 4 

 Front Bottom 
Angle 
(deg) 

Torque 
(on/off) 

motion 
Angle 
(deg) 

Torque
(on/off)

Joint 

하중방향

(up/down)

Angle 
(deg) 

Torque 
(on/off) 

Joint 

하중방향 

(up/down) 

Angle 
(deg) 

Torque 
(on/off) 

Joint 

하중방향

(up/down)

1 O O 30 On 
up (raise up 

head) 
0 off - 0 off - 0 off - 

2 O O 45 On 
up (limit angle: 

45deg) 
5 off - 0 off - 0 off - 

3 - O 30 On 
down (until 

ground) 
30 (limit 
angle) 

on up 5 off - 0 off - 

4 - - -10 On 
down (detect 

vacancy) 
30 (limit 
angle) 

e up 
30 (limit 
angle) 

on up 0 off - 

5 - - -30 On 
down (detect 

vacancy) 
5 off down 

30 (limit 
angle) 

on up 
30 (limit 
angle) 

on up 

6 - O -45 On 
down (until 

ground) 
-30 off - 5 off down 5 off down 

7 O O -30 On 
up (raise up 

head) 
-45 off - -5 off - -5 off - 

8 O O 0 On 
up (raise up 

head) 
-45 off - -45 off - 0 off - 

9 - O 0 Off  -5 off - -50 off - 0 off - 

10 - O 0 Off  0 off - -60 off - 0 off - 

11 - O 0 Off  5 off - -30 off - -10 off - 

12 - O 0 Off  15 off - -10 off - -10 o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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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내려올 때도 지네의 움직임과 비슷하다. 장애물을 내려

올 때는 전체적으로 torque off되어 각 링크가 passive joint처럼 

역할을 하다가 장애물에서 내려와 지면에 닿을 때에는 마치 

앞에 장애물을 탐지 한 것처럼 앞부분을 들어올려서, 지면과 

부드럽게 접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그림 8에 flow 

chart로 표현하였다. 

알고리즘 구현을 위해 IR 센서와 각 관절 연결 모터의 각

도에 따른 로봇의 상태 인식에 대한 결과를 표 2에 나타 내

었다. 로봇에 사용된 IR 센서의 개수는 3개로 로봇의 윗방향, 

아래방향, 정면방향에 장착되어 있다. 하지만 윗 방향은 로봇

이 험지 주행 중 뒤집어 졌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본 논문 

표 2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2에서 angle은 현재 관절 연결

모터의 값을 나타낸 것이고 limit angle은 로봇의 관절 값을 

증가 시키거나 감소 시킬 때 주어진 상태에서는 그 이상의 

값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값들은 실험을 통

하여 얻을 수 있었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표 2와 같이 정면

과 바닥면에 IR 센서들과 각 모터의 위치로 로봇의 현재 상

태와 장애물의 상태를 예측하여 로봇이 효율적으로 장애물

을 넘을 수 있게 한다. 

 

IV. 실험 및 결과 

1. 성능 지수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로봇보다 큰 로봇일수록 높은 장

애물을 넘을 수 있다. 따라서 각기 크기가 다른 로봇들이 장

애물을 넘는데 있어서 그 수행의 정도를 정량적인 평가를 하

기 위해서는 특별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장애물 극복 평가 지수로 로봇의 크기를 나타내는 높이

와 길이 방향에 따른 장애물 높이의 비를 성능지수로 정의하

였다(식 (1), 식 (2)). 

 
WH WallHeight

RL TotalLength
=  (1) 

 
WH WallHeight

RH RobotHeight
=  (2) 

모듈의 크기가 작고 숫자가 많을 수록 더 높은 벽을 올라

갈 수 있지만 이것은 로봇의 마지막 부분에 연결된 모터의 

토크가 로봇의 전체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하는 전제 조

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즉 로봇을 길게 연결시킬 수록 모터

에 의해 로봇 자체의 크기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능지수는 로봇에 설치된 모터가 정상적

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한도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로봇이 가

질 수 있는 최대의 길이를 가졌다는 가정하에 정의된 것이다. 

 

 

그림 9. 성능지수 정의. 

Fig.  9. Definition of figure of merit. 

2. 실험 

지네에서 착안한 메커니즘과 알고리즘으로 제작된 로봇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다양한 높이의 수직 장애물 극복 

실험과 다양한 크기의 장애물을 혼합한 지형 주행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모든 실험은 앞선 알고리즘에서 제안한 것처럼 

사용자가 전진 명령만을 내림으로써 로봇이 다양한 조합의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실험한 것이다. 

2.1 수직 장애물 등반 

이 실험에서는 주로 계단형태의 장애물에서 실험하였으며, 

단면이 가로/세로 9 cm인 사각기둥을 이용하여 높이를 증가

시키거나 형태을 변형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

에서 사용된 장애물은 9 cm, 18 cm, 27 cm, 36 cm, 45 cm의 수직 

장애물로써 그 단면을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그림 11은 45 

cm의 장애물을 넘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사진이다. 또한, 높

이 17 cm, 너비 30 cm인 실제 계단에서 계단등반에 대한 실

험을 수행하였으며, 그림 12에 그 모습을 나타내었다. 

2.2 그외 장애물  

수직 장애물 이외에 여러 환경에서의 주행 테스트를 위하

여 둥근 돌, 사각 돌, 통나무, 높이가 다른 사각나무로 구성

된 환경을 구축하고 그것을 통과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로

 

(a) 9 cm (b) 18 cm (c) 27 cm 

   (d) 36 cm (e) 45 cm 

그림 10. 실험에 사용된 장애물 종류. 

Fig.  10. Obstacles used in experiment. 

 

그림 11. 수직 장애물 45 cm 통과 실험. 

Fig.  11. Experiment of 45 cm obstacle nav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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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의 높이보다 높지 않은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는 torque off 

되어 각 관절이 지형에 맞게 적응하면서 부드럽게 지형을 지

나가게 된다. 그리고 앞쪽의 센서에 센싱되는 장애물일 경우 

고개를 들어서 장애물을 스스로 극복하게 된다. 따라서 울퉁

불퉁한 지형이든, 높은 수직 장애물이 있는 지형이든 로봇이 

지형을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방법으로 지형을 지나게 된다. 

다양한 지형에서 로봇이 이동하는 모습을 그림 13에 나타내

었다. 

3. 결과 

로봇의 최대 속도는 15 cm/sec이며, 제자리에서 양쪽바퀴의 

속도차를 이용하여 회전을 할 수 있다. 로봇은 주변환경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로봇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컨트롤하

기 때문에 넘을 수 있는 최대 수직 장애물의 높이 이하에서

는 다양한 높이의 조합 수직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로봇

은 최대 45 cm의 수직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이는 

로봇 높이의 600 %, 로봇의 길이의 58 %에 해당하는 높이이

다. 또한 통나무나 자갈 지형 등 수직 장애물이 아닌 울퉁불

퉁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지형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이

는 로봇의 높이보다 장애물의 높이가 낮은 지형에서는 로봇

의 각 관절에 있는 모터의 torque가 off 되어 마치 수동링크

를 가진 로봇처럼 지형에 잘 적응하며 주행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기존의 험지 주행용 로봇과 비교를 

해보았다. 본 연구는 소형 주행 로봇이 높은 수직의 장애물

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며, 이와 같은 측면

에서 다른 로봇과의 수직 장애물 극복성능을 비교해 보았다. 

비교 수치로는 로봇의 소형성, 넘을 수 있는 수직 장애물의 

높이, 크기를 고려한 수직 장애물 극복성능, 이 세 가지 측면

에서 비교를 해보았다. 비교 대상 로봇은 비교적 소형으로 

개발된 험지 주행용 로봇 3가지(Shrimp, PackBot, OhniTread)를 

선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항을 표 3에 나타내었다. 비교 결

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로봇인 연결형 트랙 로봇, Censation

이 다른 로봇 보다 절대적인 면에서 본 수직 장애물 극복 성

능 뿐만 아니라, 로봇의 크기를 고려한 성능에서도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것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결형 트

랙 타입이 수직 장애물 극복에 있어서 우수하고, 효율적이어

서 소형 주행 로봇의 이동성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좋은 메커

니즘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형 주행 로봇의 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로봇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로봇의 이동성도 작아지기 때문에 소형이면서도 높은 

이동성을 갖는 로봇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소형 주행 로봇

이 보다 높은 수직의 장애물을 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그림 12. 계단(17 cm(H)*30 cm(W)) 주행 실험. 

Fig.  12. Experiment of climbing steps. 

 

 

그림 13.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 실험. 

Fig.  13. Experiment of navigation in unstructured terrain. 

 

표   3. 다른 로봇과의 수직 장애물 극복성능비교. 

Table 3. Comparison of performance of overcoming obstacles with 

other robots. 

Robot Height Length Performance Result 

Shrimp [6] 23cm 60cm 22cm 

37% of robot’s 

length 

96% of robot’s 

height 

PackBot 

(Flipper 

extended)  

[8] 

19cm 88cm 33cm 

38% of robot’s 

length 

174% of robot’s 

height 

OhniTread-4

[7] 
8.2cm 94cm 40cm 

43% of robot’s 

length 

488% of robot’s 

height 

Censation 

(4connecting 

modules + 

Brain module)

7.5cm 77cm 45cm 

58% of robot’s 

length 

600% of robot’s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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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장애물 극복시 보다 효율적으

로 극복과정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지네는 크기가 작지만 유연하고 긴 몸, 그리고 몸 전체에 

달려 있는 수많은 다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지형에서 자유롭

게 이동한다. 지네의 수십 개의 마디로 이루어진 분절화 된 

몸은 험한 지형에서도 지형 적응성을 높여주고, 긴 몸체에 

둘러 있는 다리는 장애물에 다리를 걸쳐서 장애물을 쉽게 타

고 올라갈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지네의 특징을 트랙이 연결

된 형태의 로봇으로 제안하였다. 로봇이 모듈 구조로 이루어

져 있기 때문에 지네와 마찬가지로 지형 적응성이 우수하고, 

트랙의 돌기가 장애물에 걸쳐서 장애물을 쉽게 오를수 있도

록 하기 때문에 지네의 다리와 비슷한 역할을 트랙이 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트랙 모듈을 연결함으로써 소형 주행 로봇

이 높은 수직의 장애물을 오를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제안하

였다. 

로봇의 모듈과 모듈 사이에는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1자

유도의 active joint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제어하여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지네가 장애물을 넘는 방

법을 연구하였다. 지네는 시력이 거의 퇴화되었으나 더듬이

를 이용하여 머리주변의 거리정보를 얻고, 이러한 정보를 바

탕으로 주변의 장애물을 인식하고 극복한다. 이에 착안하여 

로봇의 첫 번째 모듈의 위, 아래, 앞에 거리센서인 IR 센서를 

부착하여 머리주변의 거리정보를 획득함으로써, 만나게 되는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만나게 되는 장

애물의 조건에 따라 머리를 숙이고, 들고, 관절을 제어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제어하여 사용자가 로봇의 관절을 직접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 스스로 장애물을 넘도록 하였다. 

또한 지네에서 착안한 연결형 트랙 메커니즘에 이를 제어

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소형 주행 로봇의 이동성 평

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극복 가능한 최대 수직 장애물의 높

이를 측정하는 실험에서, 로봇은 최대 45 cm의 수직의 장애

물을 극복하였으며 이는 로봇 길이의 56 %, 로봇 높이의 

600 %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치는 비슷한 크기의 험지 주행 

로봇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또한 수직 장애물 이외

에 돌, 자갈, 통나무 등의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로봇이 주행

성을 잃지 않고 잘 주행하는지를 실험하였는데, 로봇의 높이 

보다 낮은 장애물로 이루어진 지형에서는 로봇의 관절에 있

는 torque가 off되고 마치 passive joint와 같이 되도록 로봇의 

관절을 제어했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안정성을 

잃지 않고 주행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연결형 트랙 타입이 소형로봇의 이동성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제안한 장애물 자동극복 알

고리즘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

에서 제안한 로봇은 크기에 비해 높은 이동성을 가지고 있어 

군사용 정찰, 동굴 탐사, 재난 구조용 로봇으로 유용하게 사

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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