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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our previous paper, we developed an insulator inspection robot system for a suspension insulator string in 

the 345kV power transmission line. However, this robot cannot be applied to a tension insulator string, because its 

constituent insulators are different in diameter and height from those of a suspension insulator string. To solve this 

problem, we developed a new live-line insulator inspection robot system that is applicable to both suspension and tension 

insulator strings. We confirmed its effectiveness through live-line performanc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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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애자련(Insulator String)은 다수의 애자(Insulator)가 서로 

연결되어 구성된 연체로 송 선로의 철탑과 고압 선 사

이에 설치되어 선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애자련은 애자들의 연결 방향에 따라 크게 력방향으로 연

결된 수애자련(Suspension Insulator String)과 력에 수

직 방향으로 연결된 내장애자련(Tension Insulator String)

으로 나 어진다. 애자련을 구성하는 애자는 고 압, 기계 , 

열  스트 스 는 염분⋅진애에 의한 오손(Pollution) 등으

로 인해 차 열화되기 때문에, 애자의 연 성능 하를 사

에 방하기 해 애자 검 작업이 주기 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한 애자 검로 들이 개발되고 있다.

일본 NGK 애자는 그림 1과 같이 활선상태에서 자율 으

로 애자련을 이동하면서 불량애자를 검출하는 자주식 불량

애자검출기를 수애자련과 내장애자련에 하여 각각 개발

하 다[1, 2]. 일본 후지구라에서는 NGK 애자에 비해 경량

화와 이동성을 향상시킨 내장애자련용 검사장치를 개발하

다[3]. 한국 력공사는 수애자련 주행을 한 Wheel-Leg 

구동 방식을 고안하여 구조가 간단하고 애자련 주행 시 

연 성능이 우수하며 소형, 경량화를 통해 작업의 신뢰성과 

능률을 향상시킨 활선 수애자련 정  검용 로 을 그림 

2와 같이 개발하 다[4, 5]. 한 한국 력공사는 하나의 구

동기(actuator)만으로 내장애자련 주행이 가능한 매우 단순

화된 구조의 활선 내장애자련 주행로 도 개발하 다[6].

 (a) 수애자련용            (b) 내장애자련용

그림 1 일본 NGK 애자의 자주식 불량애자검출기구

Fig. 1 Self-advancing deficient insulator detector for tension 

insulator strings

      (a) 로토타입                 (b) 시작품

그림 2 한국 력공사의 활선 수애자련 정  검용 로

Fig. 2 Insulator inspection robot for live-line suspension 

insulator string

표 1 기존 애자 검로 의 용 상

Table 1 Application target of the existing insulator inspection 

robots

종류
NGK 애자

후지구라
한국 력공사

로 1 로 2 로 1 로 2

용
애자련 수 내장 내장 수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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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애자련용 210kN        (b) 내장애자련용 300kN

(직경 280mm, 높이 170mm)    (직경 320mm, 높이 195mm) 

그림 3 로 의 작업 상인 345kV 송 선로용 애자의 종류

Fig. 3 Insulators for 345kV power transmission lines

술한 애자 검로 들은 표 1에서 보여주듯이 수애자

련과 내장애자련 에서 어느 한 종류만을 그 용 상으

로 하고 있다. 이는 그림 3과 같이 수애자련과 내장애자

련은 그 구성 애자의 직경과 높이가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로 으로 상기 두 종류의 애자련을 모두 주행 가능하도록 

설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특정 애

자련을 상으로 개발된 로 들을 실제 송 선로에서 용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운 상의 문제 이 존재한다. 

(1) 국내 송 선로의 경우 부분의 철탑들이 산악지역에 

치해 있어 작업 상 철탑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한 수애자련과 내장애자련이 혼재해있

어 로 을 실제 장에 용하기 해서는 상 철탑까지 

수애자련용과 내장애자련용의 로  2 를 모두 운반해야

하는 문제 이 있다. 이는 장 운송, 운   작업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2) 로 은 고가의 첨단 장비이므로 수애자련용과 내장애

자련용 로 을 각각 구매하는 것은 구매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운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와 같은 종래 로 의 문제 을 해결하

기 하여 동일한 로 으로 높이와 직경이 서로 다른 수

애자련과 내장애자련에 모두 용 가능하도록 세계 최 로 

개발된 수애자련/내장애자련 겸용 활선애자 검로  시

스템을 소개하고 수애자련/내장애자련 시험설비에서 수행한 

기능 시험  활선 성능시험을 통하여 그 효용성을 보인다.

2. 로  기구부 개발

2.1 개념 설계

본 에서는 동일 로 으로 서로 다른 규격의 애자련에 

모두 용 가능한 로  메커니즘의 도출 과정을 설명한다.

먼  기구부 설계의 첫 단계로서 로 의 애자련 주행 메

커니즘을 결정하 다. 애자련을 주행하는데 특화된 이동 메

커니즘으로는 Wheel Type, Cap Clamp Type, Caterpillar 

Type 등이 존재한다. 경제성 측면에서 로 의 이동 속도를 

고려한다면, 구름형 메커니즘인 Wheel Type과 Caterpillar 

Type의 이동 속도가 가장 빠르다. 하지만, Caterpillar Type

은 구동 특성 상 2개 이상의 Caterpillar가 칭 으로 존재

하여야 하며 미끄러지지 않게 큰 힘으로 러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동 메커니즘으로는 Wheel Type이 가장 합하다

고 결론을 내렸다.

그림 4 개발된 로 들의 구동축 간 거리

Fig. 4 Distances between driving shafts of KEPCO robots

다음으로, 애자의 높이와 직경이 서로 다른 경우에 용

될 수 있는 로  메커니즘을 고안하고자 하 다. 그림 3에

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내장애자련용 애자는 수애자련용 

애자에 비해 높이와 직경이 더 크다. 먼  높이 측면에서 

기존에 애자련 별로 개발된 한국 력공사의 로 들을 다시 

살펴보면, 그림 4와 같이 2개의 구동축을 가지고 있고 이 축 

간의 거리가 용 상 애자의 높이에 정확히 맞추어 고정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가 서로 다른 애자에는 용이 불가

능하 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개발되는 로

은 1개의 구동축을 가지되 구동 Wheel의 길이가 가변이 되

어 다양한 높이에 응할 수 있는 구조로 결정하 다. 

마지막으로 직경에 한 에서 그림 4를 살펴보면, 수

애자련용 로 은 수애자련용 애자의 직경에 맞춰서 로   

임이 설계되어 있고, 2련으로 구성된 내장애자련용의 경

우에는 직경보다는 2련 애자 간의 간격에 맞춰서 로  

임 구조가 설계되어 있다. 여기서, 설계에 한 가지 더 고려

해야할 사항이 나오는데 수, 내장애자련 모두 2련 애자련

이 존재하기 때문에 로 은 2련 애자련에도 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로

은 애자련 수에 계없이 용될 수 있도록 기본 으로 1련 

애자련을 용 상으로 하기로 하 고, 신 2련 내장애자

련을 주행할 경우에는 로 이 애자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탈부착 가능한 보조 스키드바를 장착하기로 결정하 다. 이

와 같이 애자련 종류에 계없이 1련 애자련을 용 상으

로 할 경우에는 애자 직경에 상 없이 용 가능해야 하므

로, 로  임 자체가 유연성(flexibility)을 가지는 가변 

구조로 설계하기로 결정하 다.

상기한 로 의 개념 설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1련과 2련 애자련에 모두 용 가능하도록 기본 으로 1

련 애자련을 상으로 설계가 되어야 하고, 2련 내장애자

련 주행 시에는 탈부착 가능한 스키드바를 장착하여 주

행을 보조한다.

② 애자 높이에 상 없이 용 가능하도록 구동축이 하나이

어야 한다. 구동 메커니즘으로는 Wheel Type이 합하다.

③ 애자 직경에 상 없이 용 가능하도록 로  임은 

가변 인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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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세 설계

그림 5는 술한 개념 설계를 기반으로 상세 설계된 로  

기구부를 보여 다. 로  기구부는 핀휠(Pinwheel) 구동 메

커니즘을 채택한 구동 모듈, 검 모듈, 체 인 로  

임을 구성하는 좌⋅우측 윙 모듈, 제어기 모듈, 배터리 모듈, 

탈착형 보조 스키드바 모듈로 구성된다.

Pinwheel구동
모듈

보조 
스키드바 
모듈

배터리 
모듈

제어기
 모듈

배터리 
모듈

좌측
윙 모듈

우측
윙 모듈

검
모듈

그림 5 수/내장애자련 겸용 로  기구부의 상세 설계

Fig. 5 Detailed design of robot mechanism

수애자련용
애자

내장애자련용
애자

탄성력

보조 
스키드바

회  조인트
(용수철)

그림 6 수애자련과 내장애자련에 용된 모습(동시 표기)

Fig. 6 Application to suspension and tension insulator strings

그림 6은 로  기구부가 수애자련과 내장애자련에 각각 

용된 모습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 한 것이다. 개발된 로

 기구부의 원형 임은 기본 으로 직경이 큰 내장애자

련용 애자의 직경에 맞추어 설계가 되어 있으며, 직경이 작

은 수애자련에도 로 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윙 모듈의 조

인트(Joint) 부분에 탄성력이 강한 용수철(Spring)이 장착되

어 있다. 수애자련에 로  기구부를 설치할 경우 그림 6

의 우측에서 볼 수 있듯이 로 의 윙이 용수철의 탄성력으

로 인해 애자 자기 부분을 힘 있게 러 으로써 로 이 애

자련에서 떨어지지 않고 장착되어 있도록 한다. 내장애자련

의 경우에는 항상 2련의 애자가 력 방향에 수직으로 설치

되어 있어서, 로  기구부가 내장애자련을 주행할 때에만 

력에 의해 심을 잃고 애자련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

지 않도록 탈착 가능한 보조 스키드 바 모듈을 로  구동 

모듈의 측면에 장착한다.

     

      (a) 0 deg( 검 치)                (b) 22.5deg

               (c) 45 deg              (d) 67.5 deg     

그림 7 로  기구부의 주행 모습  검 치

Fig. 7 Climbing procedure of robot mechanism

그림 7은 고안된 Pinwheel Type 로  기구부의 주행 과

정을 보여 다. 즉, 로  앙의 구동 모듈에 장착된 2 의 

Pinwheel들을 회 시켜 애자련을 주행하면서 검 치에서 

검 모듈을 구동시켜 각 애자의 정  검 작업을 수행한

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로 기구부는 핀휠들을 90도 

회 시킬 때마다 애자 1개를 주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3 구동 모듈

그림 8은 술한 로 의 구성  구동 모듈의 구조를 보

여 다. 구동 모듈은 2 의 길이 조정이 가능한 핀휠들을 

회 시켜 애자련 주행 기능을 수행하며, 로  설치 는 철

거용 고리가 구동 모듈의 상부와 앙에 1개씩 장착되어 있

다. 2 의 핀휠들을 구동하기 한 2개의 DC 모터가 장착되

어 있으며(구동기용 평기어와 핀휠용 평기어가 맞물려 구동

됨), 센서로는 각 핀휠들의 기  자세 검출을 하여 리미트 

스 치가 1개씩 장착되어 있다. 한, 로  상․하부 방향에 

애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감지하기 하여 거리측정센서가 

구동 모듈 상․하부에 1개씩 장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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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휠용

바퀴

핀휠
거리감지

센서

스키드바

보조 

스키드바

결합부

구동기용

평기어

핀휠용

평기어

리미트

스 치

구동기

그림 8 구동 모듈의 구조

Fig. 8 Structure of actuation module

2.4 검 모듈

그림 9는 검 모듈의 구조를 보여 다. 검 모듈은 RC 

서보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회 축과, 회 축에 장착된 2개

의 검 , 측정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애자의 기  특

성을 측정하기 하여 RC 서보 모터에 의해 회 축을 회

시켜 애자의 캡(cap)에 검 을 시킴으로써 검 기능

을 수행한다. 측정함에는 애자의 기  특성을 측정하기 

한 자회로가 탑재되어 있다. 

측정함

검

구동기

(RC 서보 모터)

그림 9 검 모듈의 구조

Fig. 9 Structure of inspection module

2.5 Double Wheel 구조

로  기구부를 제작하여 실제 주행시험을 수행해본 결과, 

수애자련을 주행할 경우에는 력으로 인해 그림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핀휠의 바퀴 부분과 애자 자기 부분이 

항상 하면서 움직이는 반면, 력방향에 수직인 내장애

자련을 주행할 경우는 그 지 않을 수도 있다. 로  기구부

가 내장애자련을 그림 10(a)와 같이 원측에서 지측으로 

주행할 때에는 핀휠의 바퀴 부분이 애자 자기 부분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동하지만, 이와 역방향인 지측에서 

원측으로 주행할 때에는 로  몸체가 쪽 방향으로 살짝 

들리면서 애자 자기 부분을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

다. 이는 그림 11(a)에서 볼 수 있듯이 Single Wheel 구조에

서는 바퀴가 달리지 않은 측의 핀휠 길이가 바퀴가 달린 측

의 핀휠 길이보다 짧기 때문으로, 그림 10(a)의 선 원에서 

볼 수 있듯이 바퀴가 달리지 않은 측의 상 으로 짧은 핀

휠의 길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주행하지 못하고 모터의 구동

력으로 로  몸체가 살짝 들리면서 애자 자기 부분을 넘어

가기 때문이다. 한, 핀휠이 애자 자기 부분을 넘어간 후에

도 그림 10(b)와 같이 핀휠의 몸체 부분이 애자 자기 부분

과 하면서 이동하게 되어 상 으로 큰 구동력을 요구

할 수 있다. 

주행방향 주행방향

  (a) 지측 ← 원측           (b) 지측 → 원측 

그림 10 Single Wheel 구조를 이용한 내장애자련 주행 모습

Fig. 10 Moving along tension insulator string using single 

wheel structure

 

   (a) Single Wheel 구조        (b) Double Wheel 구조

그림 11 바퀴 구조에 따른 Pinwheel 길이의 변화

Fig. 11 Length of pinwheel according to wheel structure

  이와 같은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그림 11(b)와 같은 

Double Wheel 구조를 고안하 다. 술한 Single Wheel 구

조와 달리, Double Wheel 구조는 그림 11(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양쪽 방향에 모두 Wheel이 장착되어 있고, 특히 내

장애자련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Single Wheel 구조에서 바퀴

가 달리지 않았던 측의 핀휠 길이가 더 길도록 Wheel이 추

가로 장착되어 부드럽게 주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3. 로  제어  검부 개발

3.1 로  제어 시스템

로 의 체 제어 시스템은 그림 12와 같이 크게 ① 로

의 제어기 모듈 내에 장착되어 직  로 을 제어하는 로컬 

제어 시스템, ② 사용자가 로 을 원격으로 제어하기 한 

리모컨, ③ 로  원격 제어, 감시  검 결과 수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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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XP 기반의 Tablet PC로 구성된다. Tablet PC로

도 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긴 하지만, 애자 검의 실제 작

업 장이 철탑 인 을 감안하여 사용자의 작업 효율  

편이성 향상을 하여 리모컨을 통해서도 로  제어가 가능

하도록 하 다. 여기서, 리모컨과 로컬 제어 시스템 간, 그리

고 Tablet PC와 로컬 제어 시스템 간의 데이터 송수신은 

각각 433MHz RF 통신과 블루투스 무선 통신을 통해 수행

된다. 

 

그림 12 로  제어 시스템(좌측부터 로컬 제어 시스템, 리

모컨, Tablet PC)

Fig. 12 Robot control system

3.2 애자 검 시스템

애자 검 시스템은 그림 9에 보이는 로  검 모듈의 

측정함 내에 장착되는데, 활선 상태에서 애자에 인가되는 분

담 압(distribution voltage)과 애자의 연 항(insulation 

resistance)을 검 모듈의 회 축에 장착된 2개의 검 들

을 통하여 직  측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13 애자 검 시스템의 구조

Fig. 13 Structure of live-line insulator tester

측정 원리에 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면, 활선 상태에서 

송 선로의 고 압은 원측으로부터 철탑의 지측까지 애

자련을 따라서 U자형으로 분포하게 되며, 애자련의 애자들

은 각각 압을 분담하게 된다. 활선애자 검모듈은 측정

을 해서 먼  고 압 발생기(high voltage converter)로 

약 2000V의 직류 압을 발생시켜 피측정 애자의 양단에 

인가한다. 이 때, 각 애자의 분담 압을 유지시키면서 측정 

작업을 수행하기 하여 활선애자 검모듈은 300MΩ의 고

항을 통하여 애자의 압을 측정한다. 이 고 항을 통하

여 교류 신호와 직류 바이어스 신호가 같이 유입되게 되는

데, 연 항 측정기는 이  직류 바이어스 신호를 측정하

고 분담 압 측정기는 직류 바이패스 커패시터(capacitor)를 

이용하여 순수 분담 압 신호인 교류신호를 추출한 후 그 

크기를 측정한다. 신호 안정화부(signal conditioner)는 수신

된 분담 압, 연 항 신호를 증폭  필터링 하며, 수신된 

신호를 이용하여 신호 취득의 트리거 신호를 생성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4. 제작  시험

제작된 수/내장애자련 겸용 활선애자 검로  시스템은 

3.35Kg의 무게를 가진다. 그림 14는 수애자련/내장애자련 

모의시험설비에서 수행된 로  시스템의 기능 시험으로, 개

발된 로  시스템은 수애자련과 내장애자련에서 주행과 

애자 검 작업을 성공 으로 수행하 다.

 

  (a) 수애자련용            (b) 내장애자련용

그림 14 모의시험설비에서 수행된 로  시스템의 기능시험

Fig. 14 Functional tests of robot system in mock-up facilities

 

(a) 수애자련용

 

(b) 내장애자련용

그림 15 로  시스템의 활선 성능시험

Fig. 15 Live-line perform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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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으로 로  시스템의 활선 성능시험을 수행하 다. 

먼  그림 15(a)와 같이 18개의 애자로 구성된 수애자련 

시험환경을 구축하고 345kV로 실제 가압한 활선 상태에서 

로  시스템의 활선 성능시험을 실시하 다. 로 은 지측

에서 원측을 향하여 내려간 후, 다시 원측으로부터 지

측으로 올라오면서 애자 검을 실시하 다. 시험 결과 로

은 애자련 상에서 술한 주행과 검 작업을 성공 으로 

수행하 고 상기 애자련에 하여 총 1분 30여 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마찬가지로 그림 15(b)와 같이 18개의 애자로 

구성된 내장애자련 시험환경을 구축하고 성능시험을 실시하

으며, 로 이 주어진 애자 검 작업을 정상 으로 수행하

는 것을 확인하 다. 내장애자련에 해서도 총 1분 30여

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애자 검로 들이 수애자련과 내

장애자련  한 종류만을 용 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

리, 동일한 로 으로 높이와 직경이 서로 다른 수애자련과 

내장애자련에 모두 용 가능한 수/내장애자련 겸용 활선

애자 검로  시스템을 세계 최 로 개발하 다. 본 로  

시스템은 애자 높이에 상 없이 용 가능하도록 구동축이 

하나인 Pinwheel Type 구동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있고, 애

자 직경에 상 없이 용 가능하도록 로  임 자체에 

유연성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종 제작된 로  시스

템은 그 무게가 3.35Kg으로 NGK 애자에서 개발한 기존 시

스템이 13~15Kg인 것에 비해 경량화를 이룰 수 있었다. 개

발한 로  시스템은 기능 시험을 거쳐서 최종 으로 활선 

성능시험을 통해 수/내장애자련 모두에 하여 주행  

검 작업을 성공 으로 수행함을 보 다. 본 로  시스템

이 추후 실용화를 거쳐 상용화되면 송 선로의 안정  운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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