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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유효하중 능력과 다양한 벽면전환 능력을 가지는
다관절 등반로봇 개발
Development of a multi-link climbing robot
with high-payload and various transition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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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new climbing robotic mechanism for high-payload climbing and wall-to-wall
transitioning. The proposed robotic platform consists of three magnetic tread-wheel modules that are connected
by links with passive and active compliant joints. The front compliant joints are passive type with a torsion
spring, and the rear compliant joints are active type with torque-controlled motors. A torque-controlled tail is
attached at the end of the third module. The robot can perform two internal and two external transitions against
gravity and every possible transition in the side surface driving direction. The robot can carry 10 kg payloads
on vertical surfaces and on a ce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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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로봇 기구구조

최근 국내외적으로 고층 외벽 청소, 선박 내부 검사
및 외부 도장과 같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의 작업의 안
전과 효율의 향상을 위해 등반로봇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3]. 등반로봇이 실제 이러한 작
업환경에서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벽면전환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작업 도구를 탑재할 수 있는 유효하중
능력이 필수이다.
이러한 벽면전환 능력과 유효하중 능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등반로봇들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로봇의 대표
적인 예로 Fishcher et al. [4]와 Grieco et al. [5]이 있으나,
실제로 작업현장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벽면 전환 능력과 높은 유효하
중 능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로봇 플랫폼을 개발하였
다 [6]. 로봇의 이름은 “Combot” 이며 영구자석을 통해
벽면과 흡착을 한다. 또한 다관절 구조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를 통한 유연한 움직임을 통하여 다양한 벽면
전환 능력 및 높은 유효하중 능력이 가능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진다. 2장에서
는 로봇의 기구구조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 진다. 또한
3장에서는 실험 결과에 대한 그림 및 설명이 이루어지
며,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로봇의 기구구조는 그림 1 과 같이 크게 3개의 자석
벨트 모듈과 이를 연결하는 능동, 수동 회전 관절 및
능동적으로 구동하는 1 개의 꼬리로 이루어져있다. 로
봇은 자석벨트의 회전을 통하여 이동을 하며, 능동 및
수동 회전관절을 이용하여 다양한 벽면에 따라 유연한
벽면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능동 회전관절의 토크 값의
조절을 통해 로봇의 안정적인 벽면전환이 가능하다.

그림 1. 로봇 기구구조: 자석벨트를 구비한 메인모
듈 (A, C, E), 토크센서 (B, D, F), 능동구동 꼬리 (G)
및 비틀림 스프링으로 구동되는 수동관절 (J1, J3) 과
토크-컨트롤 모터로 구동되는 능동관절 (J2, J4, J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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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로봇의 시제품은 그림 1 과 같다. 로봇의 꼬리를 제
외한 전체 크기는 폭 216mm, 길이 522mm, 높이
38mm 이며, 무게는 6.4 kg 이다. 로봇은 외부의 PC 와
전원 공급장치에서 유선으로 제어신호와 에너지를 공
급받는다.
로봇의 벽면전환 능력에 대한 실험은 2 가지의 내각
(0°에서 90°, 270°에서 0°) 및 2 가지의 외각 (0°에
서 270°, 90°에서 0°) 및 내각 및 외각 측면주행에 대
한 벽면전환 능력에 대해 진행되었다. 실험결과는 그림
2 와 그림 3 과 같으며, 6 가지의 벽면전환 능력을 검증하
였다.
또한 로봇의 유효하중 능력에 대한 실험은 수직 벽
상승 시, 하강 시 및 천장 부착 시에 대하여 진행되었
다. 실험결과는 그림 4와 같으며, 10kg 이상의 유효하중
능력을 검증하였다.

그림 4. 로봇의 유효하중 능력: (a) 수직 벽 상승
시 10kg, (b) 수직 벽 하강 시 15kg 유효하중 능력
및 (c) 천장 부착 시 10kg 유효하중 능력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장애물 극복 및 벽면전환 능
력과 높은 유효하중 능력을 가지는 등반로봇을 개발하
였으며, 실험을 통하여 그 능력을 검증하였다. 개발된
로봇의 구조가 위험한 고층 작업환경에서 작업이 가능
한 로봇 플랫폼으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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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내각 벽면전환 그림: 0°에서 90°(a-c),
270°에서 0°(d-f), 외각 벽면전환 그림: 0°에서
270°(h-j), 90°에서 0°(k-m)

그림 3. 내각 측면주행 시 벽면전환 그림: (a-c), 외
각 측면주행 시 벽면전환 그림: (d-f)

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