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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로봇 서비스 분야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로봇개발을 위한 방안연구가 시급하

다. 고장감내에 대한 연구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분야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중 하나이

다. 오랜 기간 로봇에 고장감내 특성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의 연
구들이 제한된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기법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들을 기
반으로 신뢰도 높은 로봇을 개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환경에 따라 적합한 고장감내기법들에 대한 
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로봇이 대상으로 하는 환경과 분야에 적합한 고장감내기

법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적 접근방법을 제안한다. 
 

1. 연구배경 및 목표 

지난 수십년간 로봇은, 청소같은 집안에서 필요한 
작은 일부터, 극한 환경에서의 생산작업까지 인간의 
작업을 보완하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향 
후, 이러한 로봇의 적용분야를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정수준 이상의 신뢰도가 필수적

으로 요구된다[2]. 로봇은 그 특성상 사람과 물리적으

로 접촉하는 일이 빈번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

에 로봇을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신뢰

도수준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
문이다. 즉, 로봇의 신뢰도수준은 인간생활의 안전성 
수준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로봇의 신뢰

도수준을 높이기 위한 많은 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고장감내에 대한 연구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연
구분야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중 하나이다. 고장

감내는 고장감지 와 고장복구 기법에 의해서 구현된

다[1]. Honghai 와 George 는 특정 로봇에 대하여 정상

동작을 기술하는 모델을 몇 개의 주요변수를 이용하

여 정의하고, 로봇의 실행환경하에서의 상태가 이 모
델을 벗어나는지를 체크하여 로봇의 고장을 감지한다

[6]. 하지만, Honghai 가 제시한 기법은 시간과 관련된 
고장은 감지해 내지 못한다. 이와 비슷하게 [5, 7, 3, 4]
연구에서는 액추에이터의 정상상태를 모델로 정의하

고, 주기적으로 액추에이터가 정상상태 내에서 동작

하는지를 체크함으로써 로봇에 고장이 발생하였는지

를 감지해 낸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제한된 환경에서 로봇

의 신뢰도수준을 높이는 단위 기법들의 연구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향후, 로봇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신뢰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법들이 적합한 상황에 따라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각각의 기법들간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특정상황

에 적합한 서로 상호보완 관계를 갖는 고장감내기법

들의 조합을 선정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본 논문의 목표는 현재까지 연구된 고장감내기법들

과 로봇고장들을 분석하여, 고장감내기법들간의 상호

보완 관계 및 이들 기법들이 대상으로 하는 로봇에서

의 고장상황의 명확한 관계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한
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로
봇의 고장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몇 가지의 분류체계로 분류한다. 또한, 현재 연구된 
고장감내기법들을 분석하여 기법들간의 의존관계구조

를 개발한다. 다음으로, 각각의 고장과 고장감내기법

간의 연관관계를 식별하였다. 이렇게 수립된 구조모

델은 개발자들이 자신이 개발하려는 로봇에 적절한 
고장감내기법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2. 고장특성에 기반한 로봇고장감내 접근방법 

지금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부분에 적용 가
능한 고장감지 및 복구기법들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들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의 상황과 위치에 적합한 고장감지 및 복

구기법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보통 문제점들은 여러 가지 원인들의 복합적인 

결과물이므로 한가지 기법만으로는 해결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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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고장 감지 및 복구 기법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과 위치가 명시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각 고장 감지 및 복구 기법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법들간의 의존관계 및 상
호보완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취했다. 

첫째. 로봇에서 발생 가능한 고장을 상황과 위치를 
고려한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둘째. 로봇에서 발생한 고장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
장감지 및 복구 기법들을 체계화 한다. 

셋째. 각각의 고장에 대응하는 기법들의 집합을 도
출한다. 

 로봇에서 발생하는 고장 별로 적용 가능한 고장 
감지 및 복구기법을 파악하기 위해 고장을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78 개의 논문으

로부터 41 가지의 고장 예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고
장은 감지관점과 복구관점에 따라 각각 두가지와 네
가지로 분류되었다. 먼저 감지 관점에서는 고장을 시
간에 연관된 고장과 값에 연관된 고장으로 분류하였

으며, 복구 관점에서는 컴포넌트의 종류에 따라 각각 
센서, 엑츄에이터, 통신, 알고리즘에 의한 고장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은 분류에 사용된 로봇고장 분류

체계를 나타낸다. 

Component 
Type

Resulting 
Failure Type

Sensor Faults

Actuator Faults

Communication Faults

Algorithm Faults

Timing-Related Faults

Value-Related Faults  
(그림 1) 로봇고장 분류체계 

이렇게 분류된 특정 고장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고장 감지 및 복구기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각 기법

들의 특성과 의존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법간

의 의존관계르 파악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그림 2]
와 같이 고장 감지 및 복구 기법들의 특성과 관계에 
대해 기술할 수 있는 UML Profile 을 정의하였다. UML 
Profiled 은 고장기법자체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세
가지의 Class 와, 관계를 기술하기 위한 다섯가지의 
Association 으로 기술된다.  

고장감내기법 UML Profile 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는 9 개의 고장감지 기법과 7 가지 고장복구기법간의 
의존관계를 식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종적으로 
[그림 1]에서 분류한 로봇 고장의 분류체계에 대해 적
절한 고장감지 기법과 복구기법들의 관계를 도출함으

로써, 로봇의 특성에 따른 고장감지 및 복구기법의 
선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 한다 

Class
<<metaclass>>

base
<<stereotype>>

atomic
<<stereotype>>

support
<<stereotype>>

<<based on>>

FT Technique

Association
<<metaclass>>

Dependency Isomorphic

<<based on>> <<based on>>

reqiure
<<stereotype>>

recommend
<<stereotype>>

optional
<<stereotype>>

alternative
<<stereotype>>

complementary
<<stereotype>>

 
(그림 2) 고장감내기법 UML Profile 

3. 결론 

본 논문은 로봇 도메인을 위한 체계적인 고장감지 
및 복구 접근 방안을 제시한다. 접근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로봇에서 발생 가능한 고장을 감
지 관점과 복구 관점에 따라 각각 두가지와 네가지로 
분류하였다. 고장감지 및 복구 기법들 사이의 의존관

계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기존에 쓰여왔던 고장감

지 및 복구 기법들을 세가지의 특성과 다섯가지의 관
계로 표현하였다.이를 통해 각각의 고장과 기법들간

의 연관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로봇 플랫폼의 고

장감지 및 복구 아키텍처의 수립에 활용하였다. 이 
접근방식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자가 가장 최
적의 기법을 선택하는 것을 돕는다. 또한 로봇 고장

의 분류에 대한 이후의 연구는 해당 고장을 위한 보
다 최적화된 접근방식을 찾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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