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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정찰을 위한 이동로봇플랫폼 전용 트랙 모듈 개발
Development of Mobile Track Platform for Fire Reconnaiss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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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로봇 플랫폼 설계

화재 진압용 모바일 플랫폼의 모델은 Fig. 1과 

같이 트랙, 베터리, 구동부로 크게 구분 되며, 트랙

모듈은 트랙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롤러와 트랙의 

장력을 조절하는 텐션장치, 트랙 형상 및 원할한 

구동을 도와주는 아이들러, 트랙 형상에 따른 동기

을 위한 스프라켓 기어박스로 구성된다.

모터 케이스, 아이들러, 롤러를 경량화를 위한 

알류미늄으로 제작하고, 베어링을 포함한 부속품

은 고강도 플라스틱을 채택하여 전체 시스템의 

하중을 최소화 하였으며, 부하가 집중되는 브라켓 

및 연결 파트는 스틸로 강성을 유지하고 트랙 부분

을 모듈화하여 중심의 제어기 공간 및 어플리케이

션 공간의 유동성을 높였다.

Fig. 1 definition of mobile robot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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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션 및 결과

Fig. 2 Dynamic simulation of Track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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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ult of chain contract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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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ult of velocity of mobil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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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화재 정찰을 위한 이동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있어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사 

지형에 대한 등판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주행 시 

발생하는 동적이 요소에 대한 결과를 도출 하였다. 

경사 지형 외에 계단 및 굴곡 지형에 대한 추가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동식 플랫폼에 대한 설계 

검증을 수행하고 동적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

적인 안정성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이동 플랫폼에 

개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가 필요하다.

후기

2012

.

참고문헌

1. Miyanaka, H. Wada, N. Kamegawa, T. Sato, N.

Tsukui, S. Igarashi, H. Matsuno, F., 

“"Development of anunit type robot "KOHGA2" 

with stuck avoidance ability”",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pp.

3877-3882, 2007.

2. Iwamoto, T., Yamamoto, H., "Mechanical Design 

of Variable Configuration Tracked Vehicle." 

Journal of Mechanical Design,

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