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다양한 산업시설과 대형 편의시설이 증감함에 따라, 광대

한 범위에서 발생하는 긴급사항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점검자

가 수시로 점검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산업 장비의 상태 점

검을 위한 로봇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 지고 있다. 특히, 이런 

대형 시설과 터널 같은 사람이 직접 감시가 어려운 시설에서, 

설치된 레일을 따라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구동이 가능한 감시 

로봇(inspection robot)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왔다. 예를 

들어, 건축 구조물 상태 점검을 위한 H-beam 구조물에서의 감

시 로봇[1], 송전탑의 케이블 점검을 위한 감시 로봇[2], 변전소 

내부 시설 상태 점검을 위한 감시 로봇[3] 등이 개발 되어 왔다. 

또한, 통신 케이블과 인터넷 케이블 매장 터널에서의 화재 발

생 여부와 케이블 상태 모니터링, 지하철 및 건물 환기 통풍구 

상태 모니터링, 체육시설 이용자의 상태 모니터링 등에 적용

하기 위한 감시 로봇도 계속하여 개발되고 있다[4-8]. 

레일 트랙(rail track)을 따라 구동되는 감시로봇의 구조는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먼저, [Fig. 1]에서 볼 수 있듯

이, 레일에 고정되어 전후 구동을 위한 기계부품들과 배터리

를 포함 하는 구동부(moving part)와 구동부에 장착되어 다양

한 센서를 이용하여 목적에 맞는 여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센싱부(sensing part)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레일 감시 로봇은 

시설물의 천장 또는 상부에 레일이 설치되어 구동부가 상부에 

위치하고 그 아래에 센싱부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레일을 

왕복하면서 시설의 상태 모니터링 또는 응급상황 알림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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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Developed inspection robot including the moving 

part and sensing part and (b) prototype of the developed inspection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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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 오고 있다.

개발 비용 면에서, 레일 감시 로봇의 경우, 감시 로봇 본체의 

제작비용보다 광대한 범위에 설치되는 레일의 제작비용과 설

치비용이 주를 이룬다. 기존 레일 감시 로봇들은 레일 위에서 

안정적인 구동을 위해서, 이중 레일(double rail track)을 사용

해왔다. [Table 1]에서와 같이 이 경우, 이중 레일을 사용함으

로써, 단일 레일(single rail track) 설치비와 비교하여 제작 및 

설치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또한, 상하좌우 이동을 

위한 곡선 레일 제작 시에도, 외경과 내경 레일에 따라 곡률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설치 시에도 정확

한 간격을 유지해서 설치해야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제어 측면에서도, 이중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레일 감시 로

봇의 경우 외경과 내경 레일에 따라 바퀴의 속도 차이가 있으

므로, 정확한 위치 제어가 필요한 경우 상황에 맞게 바퀴속도

를 조절해야하는 제어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

에서 H-beam 또는 원형 레일을 이용한 단일 레일 감시 로봇 개

념[9,10]도 제안되었지만, 단일 H-beam과 원형 레일에 설치된 

로봇 또한 좌우에 4개의 바퀴가 설치되어, 제어면에서 똑같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각 단일 레일 트랙을 따라 이동이 가능한 

레일 감시 로봇을 제안한다. 단일 레일을 사용함으로써, 레일 

제작과 설치단가를 낮추는 동시에, 하나의 구동 휠만을 통해

서 상하좌우 이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H-beam 또는 원형 단일 레일 트랙을 사용한 감시 장비 로봇에

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부수적인 설계 및 제어 방

식도 단일 사각 레일 트랙을 사용함으로써, 단순화 시키면서, 

시스템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2. 감시 로봇 설계

2.1 설계 조건 및 레일선정

레일로봇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설계 조건은 

[Table 2]과 같이 설정되었다. 대형 시설과 터널을 주기적으로 

문제없이 감시하기 위해서는 6 m/s 이상의 주행속도를 가지도

록 설정되었고, 레일의 설치 환경을 고려하여, 최소 곡률반경

도 40 mm 이상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단일 레일 선정을 위하여, ‘ㅇ’자(circle rail)와 ‘ㅁ’자 

(square rail)형태의 레일이 고려되었다. 우선, ‘ㅇ’자 형태 레일

의 경우 단일 레일로 사용 시에 레일 방향을 회전축으로 하여 

회전을 하게 되어, 안정적인 구동을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해

당 자유도를 제한하는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하여야 한다. 이

에 따라, 제안된 감시 로봇은 [Fig. 2(a)]와 같이 ‘ㅁ’자 형태의 

단일 레일을 사용하였다. 

2.2 구동 메커니즘 설계

사각레일의 4개의 면 중에서, [Fig. 2(b)]에 표시된 #2, #3, #4 

[Table 1] Systems driven on double and single rail tracks

Double rail track Single rail track

System stability Stable Unstable

Installation expense ↑ ↓

Installation difficulty ↑ ↓

Control difficulty ↑ ↓

Available weight ↑ ↓

[Table 2] Design conditions

Desired Velocity over 6 m/s

Available weight (sensing part) 3 kg

Minimum radius of curvature (rail) 40 mm

(a) 

(b)

(c)

[Fig. 2] (a) Single square rail, (b) moving part: active and passive

wheels, and (c) motions of passive parts in the lateral and 

longitudinal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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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는 수동부(passive part)를 구성하고 있는 3면의 수동 휠이, 

각 면으로 2개씩 접촉하도록 하여, 감시 로봇이 레일에서 회전

을 하거나 벗어나지 않도록 구속시키고, 직선 및 곡선 레일울 

따라 안정적으로 구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1 

면에는 구동 휠(active wheel)을 위치시켜, 장치의 무게에 따른 

마찰력을 이용하여, 레일위에서 원활히 구동 될 수 있도록 설

계 되었다. 또한 #2면의 외형 프레임을 개방되도록 설계하여, 

레일 고정을 위한 설치 프레임이 감시 로봇의 구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수동부는 레일과 접촉되는 부위에 수동 휠(passive wheels)

이 레일 3면으로 배치 되어있고, 수동부는 아래에 스프링과 부

시로 본체와 연결되어 있도록 설계 되었다. 이런 구조는 [Fig. 

2(c)]에서와 같이, 수직 운동과 회전 운동이 가능하여, 수평 곡

선 레일 및 수직 곡선 레일을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며, 구동

부가 레일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곡선 

레일의 최소 곡률 반경은 40 mm가 되도록 수동부의 크기와 간

격이 결정되었다.

구동 휠을 구동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은 [Fig. 3]와 같이 구

성되어 있다. 본체 안에 하나의 모터와 모터 드라이버, 제어기, 

배터리가 배치되어 있고, 모터 축은 외부로 연장되어, 구동축

(active wheel)과 풀리(pulley) 및 타이밍 벨트(timing belt)로 연

결되어 동력을 전달한다. 사용된 풀리의 기어 비는 13:20이다. 

감시 로봇의 주행 속도()는 모터의 회전 속도()

와 기어비() 주행 휠의 지름()에 의해서 다음과 같

이 결정되어 진다.







× × (1)

또한, 식 (1)으로부터, 목표 주행 속도() 이상의 성능

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모터의 은 다음과 같이 계

산되어 진다. 








 (2)

식 (2)을 고려하여, 모터 RPM은 선정되어 진다.

2.3 방수처리

감시 로봇이 운용되는 환경은 다양하고, 그런 운용 환경 중

에서 습기가 있는 환경은 구동부의 전장부품들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발된 감시 로봇의 본체는 하나의 파

트로 가공되도록 설계되었으며, 해당 파트는 또 다른 하나의 

커버와 결합되어 밀폐되도록 하였다. 두 파트가 결합되는 부

위는 방수처리를 하였고[Fig. 4], 구동 휠로 동력 전달을 위하

여 외부로 연결된 모터 축에는 방수 베어링을 사용하여[Fig. 

4], 전체적으로 습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하였

다. 수동부를 설치하기 위해 설계된 공간은 습기로 인한 물이 

저장되어, 구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배수구(drain hole)

를 설치하였다. 

또한, [Fig. 5]와 같이 구동부와 센싱부는 탈부착이 가능하

도록 설계되어,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부착 가

용 범위가 360°로, 장착하는 센서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방향

을 목적에 맞게 결정하여 장착이 가능하다.

[Fig. 3] Components of the moving part

[Fig. 4] Waterproofing, waterproof bearing, and drain hole

[Fig. 5] Detachable design of the moving and sensing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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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 및 실험

제작된 감시 로봇의 프로토타입은 [Fig. 1]과 같고, 성능은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와 같이, 개발된 감시 로봇은 [Fig. 6(a)]와 같

은 크기를 가지며, 구동부의 무게는 약 4 kg으로 제작 되었다. 

‘ㅁ’형태의 레일은 알루미늄 레일을 사용하였으며, 25 mm × 

25 mm 크기를 가진다. 본체에 장착된 모터는 식 (2)를 통하여, 

정격 토크와 RPM 성능이 각각 729 mNm와 2490 rpm를 지닌 

모터로 선정되었으며. 구동 휠과 기어 비가 함께 계산되어 최

종적으로 감시 로봇의 최대 속도는 8.0916 m/s를 가지도록 설
계 되었다. 또한, 방수를 위해 설계된 본체 파트는 알루미늄 재질

로 [Fig. 6(b)]와 같이 가공 제작 되었으며, 해당 파트의 볼트 결합 

부위에 방수 처리를 하여 커버를 덮을 수 있도록 제작 되었다.

개발된 감시 로봇의 운용을 위해서 레일에 로봇을 결합 시, 

레일 끝단에서 레일의 축 방향으로 결합하면 쉽게 결합이 가

능하다. 결합이 완료된 후, 사용자가 원하는 구동 속도를 입력

하여 구동을 시작할 수 있다. 설계 목적에 맞게 개발 감시 로봇

은 하나의 레일에서 구동되기 때문에, 미끄럼(slip)이 일어나

지 않는 가정 하에 위치 제어와 속도 제어를 매우 용이하게 할 

수 있다. [Fig. 7]에서와 같이, 개발된 감시 로봇은 RPM의 변화

를 다음 과 같이, 100 rpm, 500 rpm, 1000 rpm으로 변화 시키면

서 주행 실험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큰 무리 없이 레일을 따라 

구동이 원활히 되는 것을 증명하였다. 

주행시간으로 계산된 실제 주행 속도 값은 [Table 4]같이 나

타났으며, 설정 속도와 실제 속도의 차이는 감가속 궤적에 따

른 에러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정사각형 형태를 가지는 단일레일에서 구동

이 가능한 레일 감시 로봇을 개발 하였다. 단일레일을 사용하

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 이중레일 설치 시 생겼던 두 레일의 

곡률과 간격 일치 문제, 제작 단가 문제, 제어 문제 등을 해결 

가능 하였고, 단순한 조작만으로 작은 곡률(최소반경 40 mm)

에서도 구동이 원활히 되었다. 로봇의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레

일로봇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통신케이블 터널, 지하철 및 

건물의 환기구, 해저터널 등에 모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되며, 추후 개발된 감시 로봇을 실제 현장에서 구동 실험해

보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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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pecifications of the developed inspection robot

Size 287 mm × 106 mm × 221.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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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Size of the developed inspection robot and (b) the 

main part manufactured as a single part and the weight of the 

developed inspection robot (4.125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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