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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novel indoor mobile platform using hybrid link structure was designed to perform
efficient and stable moving in harsh indoor environment. Indoor environment contains many various obstacles
including stairs, thresholds and so on. In order to develop the novel indoor mobile platform, creative product
development methodology was used to complete conceptual design of th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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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존 연구 조사

1. 서론

기존 수동링크 구조를 차용한 로봇[3][4]들은 무한궤도
를 사용하거나 다족 보행 메커니즘을 사용한 다른 로봇
들에 비해서 간단하며 경량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한
적인 장애물 등반 능력을 가지며 전복, 정체, 미끄러짐
현상을 제어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 앞서 로커-보기 구조를 사용한 계단 등반
플랫폼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하였다.[5] 해당 연구에서
는 계단 형상에 관계없이 최대한의 등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적화를 진행하였으며 시제품을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해당 플랫폼은 경량화에 성공하였고
간단한 구조를 가졌으나 기존 수동링크 구조의 한계점
인 전복, 정체, 미끄러짐 현상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
였다.

현재 로봇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가정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실내 환경에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주행 플랫
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현존하는
로커-보기(Rocker-Bogie) 메커니즘은 수동링크를 사용하
여 장애물을 극복하는 구조이며[1], 메커니즘이 간단하
고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비용이 적게 사용되므로 가정
용 로봇에 적용하기에 알맞다. 그러나 해당 구조는 다양
한 장애물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세 및 무게중심 위치
등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수동링크 구조의 한계
점을 지니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실내의 단차 및 계단 등을 극복하여 안정성을
가지고 자율적인 이동이 가능한 새로운 플랫폼의 개발
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의 대표적인 장애물인 계단 등반
을 위해서 기존 로커-보기 메커니즘에 능동 구조를 추가
하여 계단 적응 능력과 등반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
여 새로운 하이브리드 링크 구조의 개념 설계를 진행하
였다. 이를 위해서 창의적 신제품 개발방법론[2]을 사용
하여 새로운 링크 구조를 효율적으로 창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의적 신제품 개발방법론을 이용하여 기존 계
단 및 장애물 등반 로봇들을 분석하고 수동링크 구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구상하였다.

그림 2. 선행 연구에서 개발된 계단 등반 플랫폼의 3
차원 모델링 및 2차원 CAD 도면
2.2 요구사항 목록 작성
계단 등반 플랫폼의 목적에 따라서 실내에 존재하는
계단의 형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플랫폼이 만족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을 고객 요구사항 목록으로 정리하였다.

2. 신규 메커니즘 창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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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표 1에서는 주요 요구사항목록을 나타내었다. 이
를 기반으로 하여 개념설계를 수행하고 전체 개발에 있
어서 각 단계에서 그 기준으로 사용한다.
(a)

표 1. 계단 등반 플랫폼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 목록
항목

힘
환경
조건

운동

그림 4. 동작원리 조합으로 산출된 다양한 설계 대안
(a) 최종 설계 대안 (b) 기타 설계 대안

요구사항

기하학적
형상

(b)

가로 x 세로 x 높이 <
600 mm x 600 mm x 450 mm
본체 무게: 최대 20 kg
유효 하중: 최소 10 kg

3.3 설계 대안 최종 선정

- 단 너비 254 mm 이상, 단 높이 196 mm
이하, 유효 폭 914 mm 이상
(이상 국제 주거 규약 기준)
- 높이 2m 넘는 계단은 너비 1200 mm 이상
계단참 설치 (주택건설기준 규정 16조)
- 600mm < (단 너비) + 2 × (단높이) < 660
(ISO 14122-3)
평평한 바닥에서의 최대 이동속도 :
사람의 걷는 이동속도 2/3 (0.8m/s) 이상
계단 등반/하강 속도: 0.2 m/s

최종적으로 선정된 설계 대안은 기존 로커-보기 구조
의 보기 구조에 앞뒤로 이동 가능한 슬라이드 구조를
추가하여 플랫폼의 무게중심을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그림 5는 최종 설계 대안의 모습과
계단 등반에서의 슬라이드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3. 이동 플랫폼의 개념설계 수행
그림 5. 새로운 하이브리드 링크 계단 등반 플랫폼 최종
설계 대안의 3차원 모델링 및 계단 등반 장면

3.1 동작원리 탐색 수행
창의적 신제품 개발방법론을 사용하여 계단 등반 플
랫폼의 필수적인 기능을 5가지로 분류하여 해당 분류
별로 다양한 동작원리를 구상하였다. 구상된 동작원리들
은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신제품 개발방법론에 따
라 새로운 하이브리드 링크 구조를 사용한 플랫폼
을 구상하였다. 해당 플랫폼은 무게중심의 이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장애물을 극복하여 높은 적응력을
가질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다음 단계로 본 메커니즘에 대한 최
적화를 통해 잠재적인 안정성과 등반 성능을 최대
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J. Matijcvic, “Sojourner, The Mars Pathfinder Microrover
Flight Experiment,” Space Technology, 17, 143-149,
1997
[2] 김종원, “공학설계”, 문운당, 2009
[3] H.S. Hong and T.W. Seo et al., “Optimal design of handcarrying rocker-bogie mechanism for stair climbing,”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 27,
no. 1, pp. 125-132, 2013.
[4] D. Chugo and K.Kawabata et al., “Development of omnidirectional vehicle with step-climbing abilit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 Automation, Sep.,
2003.
[5] D. Kim, H. Hong, H. S. Kim and J. Kim, “Optimal
design and kinetic analysis of a stair climbing mobile
robot with rocker-bogie mechanism”, Mechanism and
Machine Theory, Vol.50, pp. 90–108, 2012

그림 3. 동작원리 탐색 진행 결과
3.2 동작원리 조합 결과
구상된 동작원리를 조합하여 다양한 설계 대안을 구
상하였다. 해당 설계 대안들을 평가하여 기존 이동 플랫
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과정을 거쳐 다양한 설계 대안 중 가장 높
은 성능을 가질 것이라 예상된 대안을 선정하였다. 설계
된 대안중의 일부와 최종적으로 선택된 대안은 그림 4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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