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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로봇의 수직항력 최적 제어를 위한 파이프의 기울기 추정
Estimating slant angle of pipe for optimized normal force control of in-pipe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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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존에 3개의 트랙을 이용하여 구동하는 PAROYS-Ⅱ라 명명

된 관내 주행 로봇이 연구되었다.[1],[2]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지면과 파이프의 기울기에 따라 달라지는 수직항력을 최대값으

로 일정하게 유지하여 주행되었다. 이러한 주행 방식은 구동 

모터 및 다른 부품에도 많은 무리가 생기고, 불필요한 동력을 

소모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면과 파이프의 기울기에 따라 

수직항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가속도 센서와 로봇의 트랙모듈에 

부착된 potentiometer를 이용하여 지면과 파이프의 기울기를 추정

하는 것이다. 지면과 로봇의 기울기는 로봇 몸체에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면 측정이 가능하지만, 이 방법은 로봇과 파이프의 자세가 

일치해야 가능하다. 본 연구에 사용한 로봇은 내부형상이 고르지 

못한 파이프에서도 적응하며 주행하기 위해 몸체와 각 트랙모듈

이 링크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파이프와 로봇의 자세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로봇과 파이프의 상대적인 자세를 

추정하여 지면과 파이프의 기울기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시

하고, 이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방법 및 결과에 대해 

다룬다.

2. 추정 알고리즘

Fig. 1  Estimation of the angle between a pipe and the ground 

파이프와 로봇이 지면에 대해 임의의 기울기로 배치되었을 

때를 2차원 평면상으로 표현하면 Fig. 1과 같다. Fig. 1에서 지면과 

로봇 몸체의 주축(Line 1)이 이루는 각도를 α, 로봇 몸체의 주축

(Line 1)과 파이프 주축(Line 2)이 이루는 각도를 β로 정의한다.
α값은 로봇 몸체에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여 측정이 가능하고, 

β는 트랙과 링크가 이루는 각을 측정하는 potentiometer 값으로

부터 기구학 해석을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 지면과 파이프의 

기울기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는 없지만, 측정 가능한 

α와 계산 가능한 β의 관계를 통하여 지면과 파이프의 기울기를 

추정할 수가 있다. 

Fig. 2  Relative orientation between a pipe and the robot 

파이프 안에서 로봇의 상대적인 자세는 Fig. 2에서와 같이 

A와 B의 2개의 각도로 표현할 수 있다. A는 로봇의 주축과 파이프

의 주축이 이루는 각도를 표현하고, B는 로봇의 주축인 x'축에 

수직한 평면이 파이프와 교차하여 생성되는 타원의 장축과 로봇

의 트랙이 이루는 각도를 표현한다. 
Fig. 2의 타원에서 로봇의 트랙이 장축에 위치하였을 때, 파이

프와 로봇이 이루는 각인 A와 potentiometer로 측정되는 각도 

는 일치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트랙이 장축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하게 되며, 이때 각 A와 는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각 A와 의 상관관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구학 해석이 필요하다. 

Fig. 3  Graph of A and B values during rotation

로봇의 주축이 파이프의 주축으로부터 A만큼 기울어져 있을 

때 로봇을 주축인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면, 값은 Fig. 
3와 같이 크기가 A인 cosine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 그리고 타원의 

장축과 로봇의 트랙이 이루는 각도를 표현하는 각 B는 위의 

cosine 그래프에서 위상차를 의미하게 된다.
다음으로 각 트랙의 potentiometer로 측정된 각도를 , , 

라고 하자. 로봇의 세 트랙들은 모두 Fig. 2에서 만들어진 

타원 위에 위치하고, 로봇의 몸체를 중심으로 간격으로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 , 는 Fig. 3과 같이 그래프 상에 

간격으로 위치하게 된다. 각 트랙의 potentiometer로 측정한 

, , 값으로 다음과 같이 3개의 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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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 (2), (3) 식을 연립하여 풀면  로봇과 파이프의 상대적인 

자세를 표현하는 A와 B 값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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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식으로부터 구한 A와 B 값으로부터 로봇과 파이프의 

transformation matrix인 
를 구할 수 있으며, 가속도 센서 값으로

부터 로봇과 지면과의 transformation matrix인 
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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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두 좌표 변환을 통해 파이프와 지면의 transformation 
matrix인 

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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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2 3 4
A 7.5 -22 -15 15
B 0 0 20 -40

위의 (8)식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파이프와 지면의 기울기를 

추정할 수 있다.
  

3. 실험

알고리즘 확인을 위해 로봇에 IMU센서를 부착하여, 파이프 

안에 table 1과 같이 A값과 B값을 4가지 경우의 특정한 자세로 

위치시키고, Fig. 4와 같이 파이프의 기울기를 특정 각도로 변화시

키면서 파이프 각도 추정 실험을 하였다.  

Table 1  Cases for algorithm verification 

Fig. 4  Experimental setup 

각 실험은 정적인 상태에서 진행하였으며, 받은 데이터의 평균

값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Fig. 5, 6은 table 1의 1, 2번 경우에서의 

결과 그래프로 지면과 파이프의 기울기를 ~ 까지 간

격으로 변화 시켜 측정하였다. 

Fig. 5  Case 1 ( A : ,  B : ) experimental result

Fig. 6  Case 2 ( A : ,  B : ) experimental result

Fig. 7, 8은 table 1의 3, 4번 경우에서의 결과 그래프이나, table 
1, 2번 경우와는 반대로 지면과 파이프의 기울기를 음수의 기울기

인 ~ 까지 간격으로 변화하여 측정하였다.

Fig. 7  Case 3 ( A : ,  B : ) experimental result

Fig. 8  Case 4 ( A : ,  B : ) experimental result

Fig. 5~8의 그래프에서 추정된 지면과 파이프의 기울기와 실제 

지면과 파이프의 기울기가 오차범위가 약 ±이내로 잘 추정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및 추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수직항력 제어를 위해 파이프와 지면과의 기울

기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하였고, 이를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이 오차범위 

±이내에서 잘 추정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후 로봇의 효율적인 주행을 위해 파이프와 지면과의 기울기

에 따라 적절한 수직항력으로 제어하는데 본 알고리즘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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