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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도시화, 세계화에 따른 유동 

인구 증가로 인하여 대형재난 발생건수가 빠르게 증

가하고 있다1). 

한국 역시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비롯하여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2)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경주 일대에서 

지진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자연 재난으로 인한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주 주변은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에 의한 건물 붕괴에 따른 1차적인 피해와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에 관련된 2차 피해를 

예상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Fig. 1 International disaster trends1) (1930∼2010)

지진을 비롯한 인적 및 자연 재난이 발생하면 건

축물과 시설물의 붕괴 및 파손에 따른 인명피해가 

동반되기 때문에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붕괴사고에서 초반의 구조 시

간을 골든타임이라고 지칭하며 골든타임은 구조된 

사람의 생사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난 초동 대

응을 위한 장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는 기존의 굴삭기와 크레인, 핸드 유압 장비에 의존

하고 있어서 재난발생시 초동대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존의 중장비와 차별화된 재난 대응 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미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의 

국가에서 재난 대응을 위한 특수한 형태의 장비 및 

로봇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재난 대응 장비는 중량물의 인양 및 이동을 위하

여 상부에 1개 이상의 매니퓰레이터를 부착하고, 하

부에는 험지 극복과 신속한 현장 접근을 위하여 보

행이나 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러한 재난 초동 대응 장비 개발을 위한 요소 기술로

는 엔진/유압 시스템 기술, 양팔형 다자유도 작업기 

기술, 시스템 새시 및 레이아웃 설계 기술, 유압 전

자 제어 기술, 주행 시스템 메커니즘 설계 기술, 주

행 제어 기술, 상부체 자세 제어 및 전복 방지 제어 

기술, 재난 현장 환경인지 기술, 원격  양팔 작업기 

조종 기술, 장비 제어를 위한 통합제어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재난 상황의 환경 및 구조 작업의 

목적에 특화되어 개발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 대응 장비의 험지 주행 시스

템에 대한 기술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국/내

외 연구사례를 소개하고 재난 초동 대응을 위한 장

비의 주행 시스템 요구사항 정리와 개발 장비의 주

행 시스템 형상 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2. 국․내외 연구개발 황

2.1 유럽  미국 황

재난·재해 초동 대응용 장비는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및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붕괴현장과 같

은 비정형화된 재난·재해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이 가

능한 험지 주행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재

난·재해 현장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유럽 및 

미국 장비들을 소개하면 Table 1과 같다. 

스웨덴의 BROKK은 주로 건물 철거 현장에서 사

용되는 원격으로 조정하는 5.5ton 장비로 다수의 

end-effector(크러셔/브레이커/버킷) 등이 장착 가능하

며, 원격 비디오 콘솔을 이용하여 원자력발전소, 광

산 현장과 같이 위험지역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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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BROKK 400D Menzi Muck A91 KAISER-S3

제조국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장비명

Big Arm BEAR John Deere Walking Harvester 

제조국 미국 미국 미국

Table 1 Special purpose machines in Europe and USA

한, KRAFT社의 6자유도 유압구동 매니퓰레이터와 

결합하면 힘 피드-백 기반 정밀제어가 가능하다2). 

BROKK은 건설현장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굴삭기

와 같이 두 개의 크롤러를 장착하여 이동이 가능하

도록 제작되었으며, 작업시 전복 방지를 위해 앞뒤 

좌우 4개의 아웃트리거를 펼칠 수 있도록 제작되었

다. 스위스의 Menzi Muck社의 A40은 산악지역 및 험

지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4개의 다리를 독립적으로 

제어가 가능하게 하부 주행 메커니즘을 구성하였고, 

네 개의 다리를 각각 수평 및 수직으로 조절하여 급

경사와 같은 자체가 기울어지는 환경에서 차체 자세

를 안정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A40은 별도의 아웃

트리거를 장착하여 유럽의 급경사인 산악지역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3). 리

히텐슈타인 KAISER社의 KAISER-S3 TRACK는 4개

의 무한궤도 및 수평/수직하게 독립적으로 제어가 가

능한 다리 메커니즘을 장착하여 산악지형 및 진흙과 

같은 험지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70%(35˚)의 등판각도에서 작업이 가능하고 평지에서 

6km/h의 속도록 주행이 가능하며, 4개의 독립제어가 

가능한 다리를 이용한 보행, 주행, 속도 선택 등의 

모드 조작이 가능하다4). 미국 Raytheon-Sarcos社의 

Big Arm은 1.2m의 7자유도 양팔을 이용하여 비정형

화된 중량물 조작이 가능하게 개발되었다. 로봇의 양

팔은 로봇에 탑승한 조작자와 마스터-슬레이브  원격

조작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어되며, 조작자는 상지 착

용형 조작기를 이용하여 직관적 조작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비정형화된 환경에서 원활한 이동을 위

해 디젤엔진으로 운용되는 두 개의 크롤러를 장착하

여 개발되었다5). 미국의 Vecna Technologies의 BEAR 

(Battlefield Extraction-Assist Robot)는 휴머노이드 로봇

형태로 전장에서 부상병을 후송시키는 역할을 하며, 

원격조종기나 음성인식을 통해 제어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BEAR의 하부체 주행 시스템은 크롤러 

형태의 2개의 다리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이용하여 

전장과 같은 험지에 주행이 가능하며, 필요시 

DBB(Dynamic Balance Behavior) 제어 기술을 이용하

여 크롤러의 모서리 부분으로 인간처럼 몸을 세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6). 미국의 John 

Deere社에서 개발한 Walking Harvester는 6개의 다리

를 이용하여 험지인 벌목지역을 가볍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다리에 내장된 센서를 이용하여 

장비가 걷거나 서 있을 때 지면의 상태나 경사를 측

정하여 장비의 무게를 분산할 수 있도록 제어의 피

드백 신호를 주며, 이를 이용하여 험지의 장애물을 

뛰어 넘거나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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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ASTACO-Neo ASTACO-SoRa MHI-MEISTeR

제조국 일본 일본 일본

장비명

Tmsuk Enryu T-53 Robocue TADANO Robotops

제조국 일본 일본 일본

장비명

Machine Monster ET-110 WL-2000

제조국 중국 중국 중국

Table 2 Special purpose machines in Japan and China

2.2 일본  국 황

지진이나 화산폭발과 같은 자연재해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자연재해를 통해 발생한 인공재해

를 경험한 일본과 중국은 Table 2와 같이 다양한 재

난재해 복구용 장비를 개발하였다. 일본 HITACH社
에서 개발된 ASTACO(Advanced Systems, Twin Arm, 

Complex Operations)-Neo는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재난현장에서 심하게 손상된 구조물을 신속하게 복

구하거나 철거할 때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한팔

로 물건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팔로 물건을 자르거

나 양팔을 이용하여 긴 물체를 구부리는 등의 복잡

한 동작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8). ASTACO-Neo의 

하부주행 시스템은 일반굴삭기와 같이 2개의 크롤러 

시스템을 적용하여 험지에서 주행이 가능하도록 제

작되었다. 일본 HITACH社에서 개발된 ASTACO- 

SoRa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노출 등으

로 인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재해 현장에서 환

경측정이나 건물 내에 잔해 제거와 같은 다양한 작

업을 수행하도록 개발된 무선으로 원격제어가 가능

한 소형의 양팔 중장비 로봇이다9). 하부 주행시스템

은 굴삭기와 같은 2개의 크롤러를 이용하여 재난현

장에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미쓰비시 중

공업에서 개발한 MEISTeR은 양팔을 보유하고 작업

기 교체를 통해 다양한 작업(물체운반, 드릴링 및 밸

브 개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재해 복구작업 로봇이

다. MEISTeR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작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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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Rotem Fire Fighting Robot KAEROT-QuadTrack DRB Fatec FIRO-F

제조국 한국 한국 한국

Table 3 Special purpose machines in Korea

수 있도록 원격제어가 가능하고 방사선 방호 기능을 

보유한 장비이며, MEISTeR의 하부 주행 시스템은 4

개 고무 트랙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개발되

었다10). 일본 소방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Tmsuk의 

Enryu T-53은 지진이나 쓰나미 같이 자연재해 및 화

재, 사고와 같은 인공재해 복구 및 대응에 인간을 도

울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조작자가 탑승하거나 원격

으로 마스터-슬레이브 조종기를 이용하여 로봇의 양

팔을 이용한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

였으며, 하부 주행 시스템은 일반 굴삭기와 같은 크

롤러 시스템을 적용하였다11). 도쿄 소방청과 Kikuchi 

Manufacturing에서 개발한 Robocue는 재난 현장에서 

부상당한 인명을 탐색하고 거동이 불가능한 부상자

를 장비에 장착된 양팔과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이

용하여 로봇 안으로 이송한 후 안전한 지역으로 이

송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인명구조 장비이다. 인명구조

를 위해 험지인 재난현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2개의 

크롤러 시스템을 장착하였고, 장비무게를 350kg으로 

줄여 건물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이동성을 원활

하게 갖추었다12). TADANO社에서 개발한 Robotops는 

미래의 크레인 개념으로 개발하여 크레인 형태의 양

팔을 갖춘 것이 특징이며, 기존 크레인의 고정된 아

웃트리거를 벋어나 장비를 이동시킬 수 있는 걸어 

다니는 아웃트리거를 개발하였다. 평상시에는 하부에 

장착된 크롤러로 이동하며, 크롤러로 이동이 어려운 

장애물이 많은 험지에서는 이동식 아웃트리거를 이

용하여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13). 

최근 대형 지진이나 홍수와 같이 재난재해 피해를 

당한 중국은 재난재해용 복구 장비 개발에 많은 연

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내의 중장비 업체 또한 

험지에서 작업이 가능한 장비 개발에 연구를 집중하

고 있다. 그 중에서 BADA 중공업이 개발한 Machine 

Monster는 일본의 ASTACO와 같은 양팔형 굴삭기와 

같은 장비를 개발하였다. 장비에 장착된 양팔을 이용

하여 물건을 잡고 자르거나 위험물을 정밀하게 옮길 

수 있도록 정밀한 제어가 가능한 조종기를 개발하였

고, 하부체 주행시스템은 굴삭기와 같은 크롤러와 아

웃트리거에 4개의 바퀴를 장착한 복합형태의 주행시

스템으로 개발하였다. 도로 주행시 4개의 바퀴를 이

용하여 고속으로 이동하고, 험지 주행시 크롤러를 이

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개발한 특징을 가지고 있

다14). XCMG의 ET-110은 산악 및 험지에서 작업이 

가능한 스위스 Menzi Muck社와 유사한 장비를 개발

하였다15). 중국의 소방당국은 대형화재 진압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소방로봇을 

개발하였다. 원격 조종이 가능한 WL-2000은 화재 지

역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하여 화재 진압이 가능하고, 

필요시 소방로봇 앞 쪽 암에 굴삭기와 같은 버켓이

나 브레이커를 장착하여 건물 일부분 해체가 가능하

도록 개발되었다. 하부 주행 시스템은 굴삭기와 같은 

크롤러 시스템을 적용하였다16). 

2.3 국내 황

국내에서는 화재 진압 및 탐색지원을 위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대로템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무

인 소방로봇은 고온에서 견딜 수 있고, 원격 조종기

를 이용하여 화재 및 폭발현장에 로봇이 접근하여 

인명피해 없이 소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고,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내장하여 6륜 전기구동방식으

로 개발되었다12). 한국원자력 연구소는 화재, 지진, 

테러 등과 같은 대형 재난지역에서 생존자 탐색이 

가능한 탐색로봇 KAEROT-QuadTrack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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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로봇은 다양한 지형을 신속하게 이동하며, 주행 

안정성을 갖도록 다관절형태의 4개의 독립 트랙 시

스템으로 개발하였다12). 디알비파텍에서 실내 화재 

진압을 위해 개발한 FIRO-F는 열영상 카메라를 장착

하여 짙은 연기 속에서 생존자를 파악할 수 있고, 독

립적 소화 작업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하였다. 현장의 

원활한 이동 및 실내 계단 승월이 가능하도록 트랙 

시스템을 적용하였다17).

3. 재난 응용 주행 시스템의 개발을 한 

기술 제언

3.1 재난 응 장비의 주행 시스템이 극복해야 

할 험지 조건  역할

재난 환경

판교 

공사현장 

붕괴사고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Table 4 Examples of disaster environment

재난 사고 현장은 Table 4와 같이 비정형 요철 장

애물과 가파른 경사로, 협소한 공간을 보유하여 진입

이 어렵다. 판교 공사현장 붕괴사고에서도 현장의 무

너진 철근과 가파른 경사로 및 추가붕괴 위험으로 

구조가 오래 걸렸고, 경주 마우나리조트 역시 현장에 

내린 폭설과 협소한 공간 및 비정형화된 요철 장애

물로 인하여 현장의 접근이 어려워 구조가 지연되

었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 현장에서 재난대응 장비의 주

행 시스템이 극복해야 하는 환경을 Table 5와 같이 

총 5개의 환경으로 정의하였다. 재난 대응용 주행 시

스템은 사고현장 인근에서 트럭으로부터 하차하여 

사고지점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하며, 콘크리트 파편 

Table 5 The task for mobile system of disaster 

response equipment

재난 환경의 험지 조건 주행 시스템의 과업

사고현장으로 이동

비정형 장애물 

지대 통과

(50cm 이하 비정형 

요철 장애물)

30˚ 이하 경사로 이동

협소 공간 선회

상부체 자세 제어

및 철근과 같은 비정형 요철 장애물을 상부체의 자

세를 유지하며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 마우나리조트 

같이 재난 현장이 산 정상에 있는 경우 30˚의 경사로

를 등판 가능해야 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선회 및 이

동이 가능해야  현장의 접근이 유리하다. 그리고 작

업 현장에 도착하면 상부체의 자세를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여 상부체의 작업을 돕도록 해야 한다.

3.2 기존 주행 시스템의 기술  한계

주행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시스템으로 

구분된다18). 궤도형 주행 시스템은 트랙이 지면과 접

촉하는 접지 면적이 넓고 접지 면의 압력이 낮아 암

석 및 콘크리트 파편과 같은 비정형 장애물 형태의 

요철이 있는 지형과 진흙, 눈과 같은 미끄러지기 쉬

운 지형에서 주행이 가능하여 높은 주행 안정성을 

갖고, 기구의 크기에 비해 회전 반경이 작다는 장점

을 보유한다. 하지만 차륜형 방식에 비하여 구조가 

복잡하고 비용이 높으며, 트랙의 탈거 문제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차륜형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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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일반 차량과 같은 4개의 바퀴를 이용하여 

일반도로에서 고속 주행이 가능하지만 비정형 장애

물 형태의 요철이 있는 험지 지형과 진흙 길, 눈 길 

등의 노면에서는 지형에 대한 적응성이 떨어져 이동

이 어렵다. 다리가 부착된 보행형 주행 시스템은 다

수의 관절을 이용하여 암석지대, 험지, 산길과 같은 

지형에 대한 높은 적응력을 보유하여 다른 주행 시

스템 보다 이동 성능과 상부체 자세 제어와 지지에 

우수 하지만 기구가 복잡하고 제어부 크기가 커서 

궤도형과 차륜형 시스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동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19).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응을 위해서 재난 대응용 주

행 시스템은 30도 경사로 등판, 콘크리트 파편과 같

은 비정형 장애물 형태의 요철지대 통과, 상부체 작

업을 위한 상부체 자세제어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궤도형 주행 시스템은 비정형 장애물

의 극복에는 유리하지만 상부체의 자세를 제어하지 

못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이동시에 많은 시

간이 소요되는 한계를 지닌다. 차륜형 주행 시스템은 

고속 주행이 가능하지만 비정형 장애물의 요철지대

에서 이동이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보행형 주행 시

스템은 비정형 장애물의 이동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시스템 구조와 궤도형, 차륜형 주행시스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느린 이동 속도를 가지는 한계 점을 가

진다. 따라서 비정형 장애물 형태의 요철지대에서 향

상된 이동성을 위하여 4족 보행 형태의 다리 메커니

즘과 크롤러가 결합된 주행시스템이 필요하다.

3.3 재난 응을 한 주행 시스템 기술 제언

Fig. 2 The mechanism of mobile system for 

disaster response

Fig. 2는 2장에서 국/내외 재난 대응 장비들을 분석

하고 3.1장에서 재난 환경에 대한 험지 조건들을 선

택하여 재난 대응을 위한 주행 시스템에 필요한 메

커니즘과 요소기술을 설명한 것이다. 재난 대응을 위

한 주행 시스템은 Table 5에서 험지조건을 기술한 것

과 같이 재난 지형이 건물 잔해가 쌓인 험지나 습지

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극복하고 재난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하기 위해 4개의 크롤러가 독립적으로 

구동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 현

장의 건물 잔해물들이 일반 자갈크기나 큰 돌 크기

는 굴삭기 크롤러와 같은 경우도 쉽게 이동이 가능

하나 건물 벽이 붕괴된 잔해 같은 경우 일반 굴삭기 

크롤러 자체로는 넘고 이동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어서 50cm 크기 정도의 잔해가 놓여 있을 

경우 양팔이나 다른 메커니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크롤러 자체만으로 타고 넘어갈 수 있는 크기와 형

상을 갖추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재난현장에는 건물 기둥과 같은 50cm 이상의 잔해

들이 접근하는 길목에 놓여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장

애물을 극복하고 현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Menzi 

Muck에서 개발된 장비와 같이 상부 작업기의 도움과 

크롤러를 개별적으로 들어 올려 장애물을 넘어 갈 

수 있는 험지 장애물 극복 4족 보행 다리 메커니즘 

개발이 필요하다.   

건물의 잔해 위를 이동시 또는 경사진 곳에서 복

구 작업이 이루어 질 경우 작업자의 안정성과 장비

의 전복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가 탑승한 케빈을 

기준으로 Roll, Pitch, Yaw제어가 가능하도록 자세유

지를 위한 Self-Leveling 메커니즘이 적용되어야 한다. 

크레인과 같은 중장비의 경우 아웃트리거를 장착

하여 작업 중 작업의 안전성을 높인다. 재난 대응 및 

복구 장비 개발에 있어 지면의 불안정성에 대해 최

대한 작업자의 안전과 장비의 전복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아웃트리거 장착 없이 크롤러의 좌우 간격을 

넓혀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적용하면 작업 중 또는 

불안정한 지형을 이동시에도 보다 안정적인 자세를 

통해 험지 이동이 가능할 것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재난 대응 장비의 연구개발 사례들

에 대하여 조사하여 국내/외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각 장비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재난 대

응 장비가 극복해야 하는 험지 환경 조건 제시 및 재

난 장비의 개발을 위한 기술을 제언하였다. 재난 대

응 장비는 비정형 요철이 있는 재난 환경에서 신속

한 이동과 모바일 장비의 한계를 가지는 특성이 있

기 때문에 개발 시 장비 적용 환경 및 활용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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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구체적인 제한이 필요하고, 장비의 성능을 향상 

할 수 있는 제어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 Korea) 산업핵

심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 10052965, 과제명: 독립 구

동 및 자세제어가 가능한 험지 주행시스템 개발)지원

에 의하여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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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2015년∼현재 한양대학교 융합시스
템학과, 첨단로봇 연구실 소속하에 석사
과정 재학중. 관심 분야는 로봇 임베디

드 제어, 산업로봇, 필드로봇. 

[ 자 소개]

유보
E-mail : zzigee@iae.re.kr

Tel : 031-330-7607

1999년 공주대 기계공학 학사
2009년 한양대학교 메카트로닉스 석사
2015년 한양대학교 메카트로닉스 박사수
료, 2002년 SK C&C 소프트웨어 SI업

무, 2009년∼현재 고등기술연구원 로봇생산기술센터 선임연
구원, 다자유도 로봇 제어 시스템, 로봇 3D 시뮬레이터, 머신
러닝 관련 연구에 종사, 대한기계학회 IT융합분과 이사

한창수
E-mail : cshan@hanyang.ac.kr

Tel : 031-400-5247

1983년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공학사).
1985년 Texas at Austin Mechanical 
Engineering(공학석사). 1989년 Texas 
at Austin Mechanical Engineering(공학

박사). 1990년∼현재 한양대학교 ERICA 로봇공학과 교수. 
관심분야는 외골격 로봇, 로보틱스 및 메카트로닉스, 로봇 메
커니즘 설계 및 해석, 차량동역학, 필드로봇, 서비스 로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