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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s one man-portable, hazardous gas detecting and capturing robot. The robot can be fit 

in the trunk of a sedan car. Its weight is less than 20 kg. A dedicated gas intake mechanism is proposed for the 

robot. The robot can detect and capture gases at a height of 2 m above the ground, although the height of the 

robot is about 0.2 m. The performance of the gas intake mechanism is verified through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analysis and experiments. Its gas detecting signals were acquired by serial communication and 

processed in Robot Operating System (ROS) based control software. The proposed robot can successfully move on 

rough terrains such as stairs, sand roads, and rock 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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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설명

 : torque of motor

 : torque of acceleration range

 : torque of constant range

  : torque of motor on slope

 : torque of acceleration range on slope

 : torque of constant range on slope

 : moment of inertia

  : wheel speed

 : acceleration time

 : coefficient of friction

  : weight

  : angle of slope

 : number of wheel

 : diameter of wheel

  : factor of safety

  : reduction ratio

 : power of consumption

 : speed of motor

1. 서 론

최근 테러재난범죄 등으로 인하여 ‘위험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테러 위협으로 사회적 긴장감이 고조

되고, 대형화재 및 화학사고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

가하며, 마약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Fig. 1). 이러한 ‘위험 사회’를 타개하기 유해화학물

질을 조속히 파악하고, 신속·적절하게 대응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유해가스가 있는 현장에 경찰관, 소방관 등 대응 

요원들을 무리하게 투입하게 되면 대응 요원들의 인

명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먼저 로봇을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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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하여 유해가스를 탐지하고, 사고 위치와 인명 위

치를 포함한 현장 지도를 생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건의 원인 파악을 위해 휘발되기 쉬운 증거

인 현장 유해가스를 포집해야 한다. 

기존의 원격 이동형 로봇은 Fig. 2와 같이 소방용 

로봇(화재재난)과 국방용 로봇 (감시정찰)이 있는데, 

유해가스 탐지 및 포집이 필요한 테러재난범죄 대

응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DRB Fatec에서 개발한 소

방 로봇은 방수내열 기능을 탑재하고 화재 현장 정

찰을 목적으로 한다1-3). 현대로템은 군사 및 산업지역

에서 감시, 정찰 및 지뢰 탐지가 가능한 이동형 로봇

을 개발하였다. 방재시험연구원에서 개발한 이동형 

로봇은 특수재난지역 정찰용4)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국내 원격 이동형 로봇은 무겁고(>40kg) 부피

가 커서 혼자서 운반할 수 없고, 차량 트렁크 탑재가 

곤란하다. 이로 인해 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대응하기가 어렵다.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재난지역 탐색 및 인명구조

를 위해 제작된 Quince-Furo(일본)5)는 인명 탐색은 가

능하나 유해가스 탐지포집 기능이 없다. 군용으로 

개발된 Packbot(미국)6)은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나, 가

격이 약 20만 달러로 매우 비싸며, 해외 제품으로 

AS(After service)가 어렵고 추가적 기능을 탑재하기

에는 소프트웨어의 개방성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원격 이동형 로봇의 부족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요원들보다 먼저 현장에 투입되

어 유해가스를 탐지하고, 수사를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 기체를 포집하며, 일인 운반 및 쉬운 사용이 가

능한 유해가스 탐지포집 로봇을 소개한다. 먼저 폭

탄 테러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 상황에 대해 

임무 시나리오를 만들고 로봇 요구 기능을 도출하였

다(Fig. 3). 유해가스 탐지포집 로봇의 무게는 혼자서 

운반할 수 있게 20kg의 제한을 두었으며, 크기는 준

중형 세단 차량의 트렁크에 탑재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게 하였다. 로봇의 이동형 플랫폼을 제작하여 

이동속도, 내충격성 및 연속 운용시간을 만족하는지 

점검하였다. 또한 유해가스 탐지포집을 위한 전용 

기체 흡입장치를 제안하고, 제작된 장치를 로봇에 탑

재하였다. 로봇 시스템 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로는 

개방성이 높은 Robot Operating System(ROS)를 활용

하였으며, 조이스틱, 원격 조종 장치, 기체 센서, 포

집 장치 그리고 이동 플랫폼으로 구성된 전체 로봇

시스템의 운용성을 실험으로 검증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유해 

가스 탐지포집 로봇을 위한 이동 플랫폼에 관한 내

용을 기술하고 3장에서는 기체 센서 및 포집 장치 

탑재 모듈의 기체 흡입 메커니즘의 설계, 해석 및 검

증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4장에서는 전체 시스템 

구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계획을 서술한다.

Fig. 1 Examples of a danger society

Fig. 2 Remote mobile robot

Fig. 3 Scenario-based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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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  이동형 랫폼 설계

2.1 경량/소형화를 한 설계 

유해가스 탐지포집 로봇은 혼자서 운반할 수 있도

록 노동자의 작업강도 중 보통 작업에 해당하는 

20kg의 무게를 목표로 설계하였다. 참고로 작업강도

는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기준으로 

작업물의 무게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아주 

가벼운 작업(최고 4kg), 가벼운 작업(최고 8kg), 보통 

작업(최고 20kg), 힘든 작업(최고 40kg) 그리고 아주 

힘든 작업(40kg 이상)으로 분류한다.

또한 쉽고 편리한 운반이 가능하도록 경찰 차량으

로 많이 활용되는 준중형 아반떼급 차량 트렁크 탑

재를 고려하여 로봇을 설계하였다(Fig. 4).

이동형 플랫폼의 경량화를 위해 부품 경량화 방안

을 마련하였다. 우선, 구조를 지지하는 프레임 부와 

높은 강도가 필요 없는 기타 연결부로 이동형 플랫

폼을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Fig. 5와 같이 프레임 부

에는 경량 재질의 강성 확보가 유리한 CFRP(탄소섬

유강화플라스틱)을 적용하였으며, 기타 연결부에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경량 재질 부품을 활용하였다.

Fig. 6 와 같은 구조로 베벨기어를 적용한 동력 전

달 방식을 채택하여 모터를 종 방향으로 배치 설계

함으로써 무게 배분 및 내부 공간의 활용성을 최대

화하였다.

Fig. 4 Minimize the size of a mobile platform

Fig. 5 Lightweight design for the mobile platform

Fig. 6 Transmission of the wheel and flipper

2.2 인공물/험지 극복을 한 설계 

유해가스 탐지포집 로봇을 위한 이동형 플랫폼은 

다양한 인공물 및 험지 극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였다.

먼저 안정적으로 계단을 승강할 수 있도록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

단 치수를 분석하여 플랫폼 설계 인자로 고려하였다. 

표준계단에서 주 트랙과 보조 트랙을 사용하여 항상 

3점 이상의 계단 모서리가 로봇을 지지하도록 설계

하였다(Fig. 7). 그리고 고속 주행, 계단 주행 및 경사

로 주행을 고려하여 각 구동축 모터에 필요한 토크

를 산출하였다. 구동축의 전체 부하토크( )는 Fig. 8

과 식 (1)과 같이 가속 구간에서의 토크()와 등속 

구간에서의 토크()로 나눌 수 있다. 경사로의 가속 

구간에서 필요한 구동 토크( )는 식 (2), 등속 구간

에서 필요한 구동 토크( )는 식 (3)을 통해 계산하

였다.

Fig. 7 Design for climbing a stair

Fig. 8 Motor torque for driving and climbing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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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기서 는 부하 관성 모멘트, 는 휠 속도, 는 

가속시간, 는 마찰계수, 는 무게, 는 경사각, 

은 구동 바퀴 수, 는 바퀴의 지름을 나타낸다.

최종적으로 이동 플랫폼의 경사로 주행을 위한 구

동 토크( )는 식 (4)와 같이 안전율(  : 안전계수)을 

고려하고 적절한 기어비()를 적용하였으며, 모터의 

연속 출력 전력()은 식 (5)와 같이 모터의 구동 토

크와 회전속도( )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보다 높게 

고려하였다.

 

   
 (4)

     


 (5)

인공물험지 극복을 위해 Fig. 9와 같은 플리퍼 메

커니즘을 적용하였다. 플리퍼를 안으로 접으면 소형

화가 가능하고, 밖으로 펼치면 로봇의 전장이 길어져 

계단 승강에 유리한 3점 지지를 할 수 있다. 플리퍼

의 회전을 이용해 인공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이

점을 가지고 있다.

플리퍼 구동을 위한 모터의 필요 토크를 산출하였

다. 식 (6)을 통해 이동형 플랫폼이 지면으로부터 받

는 힘을 구하고, 식 (7)을 통해 필요 토크를 계산하여 

모터를 결정하였다. 

Fig. 9 Flipper mechanism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mobile platform

Dimension 550×830×410[mm]

Weight  19.91[kg]

Max speed 5.248[km/h]

Driven torque 7.619[Nm]

Flip torque 176.841[Nm]

Operating time 30[min]

Sensors
Lidar, Camera,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Gas 
detection, Thermal camera

Devices Gas capturing device

Fig. 10 The mobile platform of a hazardous gas 

detecting and capturing robot

         (6)

        (7)

최종적으로 도출한 유해가스 탐지포집 로봇을 위

한 이동형 플랫폼은 Table 1과 같은 사양으로 제작하

였다(Fig. 10).

2.3 이동형 랫폼 성능 검증

로봇의 운용 환경(테러 또는 재난 환경)을 고려하

여 이동형 플랫폼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주행속도, 무게, 구동 시간, 내충격성, 인공물 및 험

지 극복 능력을 평가하였다. 로봇 상단부에 SMR 측

정 센서를 부착하고 레이저 트래커를 이용하여 로봇

의 위치와 속도를 측정하였는데(Fig. 11 (b)), 최대 주

행속도 5.275m/s, 로봇 연속 운용 시간 30분 을 달성



신주성․표주 ․이명석․박상 ․박서연․서진호․김무림

드라이브 · 컨트롤 2022. 6   31

하였다. 로봇의 무게는 19.91kg으로 노동자 보통 작

업강도(최고 20kg) 수준을 만족하였다.

내충격성 시험은 로봇이 험지, 계단, 인공 장애물 

등에서 주행하다가 추락할 때 로봇의 파손 혹은 오

작동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Fig. 11의 (a)와 같이 충

격 시험기에 결합한 상태에서 0.5m 높이로 3회 낙

하시킨 후 이동형 플랫폼의 전진, 후진, 조향 동작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였다. 이때 낙하 

높이(0.5m)는 국토부에서 규정하는 피난용 계단의 

최대높이(15cm) 3개를 초과하는 것으로 본 시험은 

약 3개의 계단 높이에서 추락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인공물험지 극복 능력 검증을 위해 Fig. 12와 

Table 2에서 나타낸 조건을 가지고 계단, 경사로 및 

험지(암석, 자갈, 모래)에서 주행시험을 통과하였다.

3. 기체 센서  포집 장치 탑재 모듈 설계

기체 센서 및 포집 장치를 탑재하여 목표 높이 인 

1.5~2m 상공의 기체를 흡입하기 위해 Fig. 13과 같이 

로봇 매니퓰레이터 또는 텔레스코픽 암을 사용하는 

방식과 Fan을 사용한 대류 방식의 기체 흡입 메커니

즘을 검토하였다. 

로봇 매니퓰레이터와 텔레스코픽 암 방식은 처짐 

및 굽힘모멘트로 인해 추가 장비가 필요하여 로봇의 

무게를 증가시키게 되는 문제가 있다. 반면 Fan을 이

용하여 로봇 주변의 공기를 순환시켜 기체를 흡입하

는 방식은 추가 구동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로봇 

주변의 유해가스 수집이 가능하다. 구조 또한 단순해

져 로봇 내부에 넉넉히 탑재할 수 있다.

상세설계를 위해 먼저 이동형 플랫폼에 탑재 가능

한 크기의 Fan을 선정하고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을 통해 팬의 풍량 당 손실 압력 및 

실내 공기 순환 정도인 유체속도를 분석하여 Fan의 

풍속 사양을 결정하였다.

CFD 해석은 10×10×2m 공간에서 탑재 모듈의 장

착 위치인 20cm 높이를 기준으로 실내 내부 유동 흐

름이 없다고 가정하여 진행하였다. 분석한 결과 Fig. 

14와 같이 높이 1.5m 기준 0.8m/s 이상을 만족하는 

Fan의 풍속은 60~70CFM 정도이며 장착 가능 크기를 

기준으로 풍속 66.3CFM의 Fan(Fig. 15)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Fig. 11 (a) Impact test, (b) speed and operating 

time test

Fig. 12 Verification of driving on various environment

Table 2 Test conditions to overcome artifact and 

obstacle

Artifact & 
Obstacle

Dimension[m]
Moving 

distance[m]

Stair 4×0.31×0.175 2.5

Rock road 4×10 10

Slope(34˚) 4.1×5 5

Slope(58˚) 0.75×1.8 1.8

Sand road 4×10 10

Fig. 13 Attachment methods for gas sensor and 

captur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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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흡입과 배출을 위해 Fan이 장착될 Air duct의 

모양, 각도 그리고 길이의 형상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Air duct의 모양(일자형, U자형, V자형)에 따른 

1×1×1m 유동장 내 입자 분포를 비교하였다. 입자 추

적 기능을 통해 흡입되는 공기의 유동장 내 분포를 

확인하였다. 다양한 위치의 공기들이 대류 되어 흡입

되어야 한다는 점과 주행 시 공기 저항이 발생한다

는 점을 고려할 때 Fig. 16과 같이 일자형, U형에 비

해 V형의 입자 분포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

은 분석을 통해 가장 넓은 범위에서 입자 분포를 발

생시킬 수 있는 V 형태로 설계하였다.

Air duct의 각도(40˚, 50˚, 60˚)와 길이(5cm, 10cm, 

15cm)로 인한 10×10×2m 유동장 내 평면 유속 분포

를 비교하였다. 탑재 모듈의 장착 위치인 20cm의 높

이에서 유동장 내 높이 2m 지점(각 그래프 상단)까

지 0~10m/s범위의 유속을 분석하였다.

Air duct의 각도가 40˚와 50˚인 경우 높이 2m에서 

유속의 변화가 없는 0m/s의 결과가 관측되었으며 60˚

의 경우 1.5m/s까지 결과를 관측할 수 있었다(Fig. 

17). 따라서 2m 지점까지 충분히 공기를 순환 시킬 

수 있는 60˚로 설계하였다.

유사한 방식으로 Air duct의 길이에 따른 2m 높이

의 유속 변화는 5, 10, 15cm에서 각각 0, 1, 0.75 m/s

의 평균 유속이 관측되었다(Fig. 18). 따라서 2m 높이

에서 유속이 가장 빨라 공간의 공기를 충분히 순환 

시킬 수 있는 10cm 길이로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기 분석 내용을 토대로 기체 흡입 메커니즘이 적

용된 Fig. 19와 같은 형상의 Air duct를 개발하였다.

Fig. 14 The result for a wind speed of the fan

Fig. 15 Specification of the fan

Fig. 16 The result of particle distribution by the 

shape of air duct

Fig. 17 The result of flow velocity by the angle of 

air duct

Fig. 18 The result of flow velocity by the length 

of air duct

Fig. 19 Design of a air duct for gas sensor and 

captur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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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기체 흡입 메커니즘과 개발된 Air duct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20의 

(a)와 같이 높이 조정이 가능한 프레임에 풍속계

(Wind speed gauge)를 장착하고 지면에서 높이 1m, 

1.5m 및 2m 위치에 고정한 상태에서 로봇을 같은 속

도로 전진 주행하였다. 풍속계에서 측정된 유속은 

Fig. 20의 (b)와 같이 1m 높이에서 최대 3.9m/s, 1.5m 

높이에서 최대 2.6m/s, 그리고 2m 높이에서 최대 

1.6m/s 유속이 관찰되었다. CFD 분석 결과 중 2m 높

이에서 최대 1.5m/s 유속과 실제 실험 결과가 유사하

게 나타났으며 2m 높이의 기체를 대류 시켜 흡입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4. 장  소 트웨어 통합

4.1 원 시스템 통합

유해 기체 탐지 및 포집 로봇은 Fig. 21과 같이 

Li-ion 배터리 팩을 전원으로 사용하며, 배터리 기본 

전압은 24VDC로 모터와 모터 드라이버에 전력을 공

급한다. 센서 모듈, 기체 센서, 포집 장치, 제어기 및 

확장 허브 등은 전원 안정성 확보를 위해 DC to DC 

컨버터를 활용하여 24VDC의 전원을 정전압 5VDC, 

12VDC, 19VDC로 변환하여 공급한다.

Fig. 20 Verification test of the gas intake 

mechanism and air duct

Fig. 21 Integration of the power source

4.2 제어 시스템 통합

Fig. 22와 같이 다수 모듈의 인터페이스(CAN, 

RS-485, RS-232)를 USB로 변환하여 통합을 진행하였

다. 배터리 상태 정보 통신과 모터 제어를 위한 통신

을 위해 CAN(Controller Area Network)을 사용하며, 

Lidar, LTE 라우터 및 통합로봇 제어시스템 간의 네

트워크를 Switching hub를 통해 구축하였다. 그 외 

Camera, IMU 및 GPS는 USB를 활용하여 통합하였다.

4.3 운용 소 트웨어 통합

유해 기체 탐지 및 포집 로봇의 운용 소프트웨어

는 ROS(Robot Operating System)7)를 활용한다. ROS의 

장점은 패키지 된 프로그램들의 독립적 실행과 각 

프로그램 간의 통신 기반 데이터 전송이다. Fig. 23과 

같이 장치별(모터, 배터리, 조이스틱, 기체 센서, 포집 

장치 등)로 프로그램(Node)을 구성하였다.각각의 메

시지(Message) 파일에 파라미터를 선언하고, 로봇과 

원격 조종기간의 토픽(Topic)을 정의하여 원격 조종

기에서 로봇의 구동 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

였다. 

Fig. 22 Integration of the control interface

Fig. 23 Integration softwar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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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체 센서  포집 장치의 로  탑재통합

본 로봇에 탑재한 유해가스 탐지 센서는 메탄, 암

모니아, 사이안화수소, 사린 등 4종의 기체를 탐지할 

수 있는데, 기체의 농도에 따라 센서에서 출력하는 

전압 데이터(ADC_DATA)가 변한다. 포집 장치는 사

용자의 지령에 따라 기체를 포집하고 포집이 완료되

면 포집 상태를 로봇에 전송한다. 기체 센서 및 포집 

장치와 로봇의 통신 방법으로 시리얼 통신(RS-232, 

RS-485)을 적용하였으며(Fig. 24), 통신 프로토콜과 

패킷을 구성하여 Fig. 25와 같이 기체 정보 및 포집 

상태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결과적

으로 로봇이 취득한 기체 센서 및 포집 장치 정보와 

생성된 지도는 원격 조종기의 GUI 화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Fig. 26).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응 요원들보다 먼저 투입되어 유

해가스를 탐지하고, 수사를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 

기체를 포집하기 위한 유해가스 탐지포집 로봇을 제

안하였다. 개발한 로봇은 한명이 운반 가능하며

(19.91kg), 준중형급 승용차 트렁크에 실을 수 있다. 

개발한 로봇의 높이는 약 20cm이지만 2m 높이의 기

체를 빨아들여 탐지 및 수집할 수 있도록 기체 포집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CFD 해석과 실험을 통하여 검

증하였다. 개발한 로봇이 탐지한 유해가스 정보는 원

격 조작 장치의 GUI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향후 실증 인프라를 활용한 로봇 성능 검증, 로봇

의 운용 기술 및 원격 제어 환경 개선, 원격조종기 

GUI 소프트웨어의 고도화, 그리고 통합 소프트웨어

의 고도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Fig. 24 Integration of gas sensor and capture 

device

Fig. 25 The communication protocol of gas sensor 

and output data of integration software

Fig. 26 GUI(Graphical User Interface) of the 

remote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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