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제36권 제3호, pp. 289~295, 2012 

 

 

289 

<학술논문>                DOI http://dx.doi.org/10.3795/KSME-A.2012.36.3.289                 ISSN 1226-4873 
 

허브형 구동모듈 기반의 가변접지 기능을 갖는  

전방향 이동로봇 
 

김효중*
· 조창노**

· 김휘수**
· 송재복**† 

* LIG넥스원/고려대학교 메카트로닉스학과,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Omnidirectional Mobile Robot Capable of Variable Footprinting 

Based on Hub-Type Drive Module 
 

Hyo-Joong Kim
*
, Chang-Nho Cho

**
, Hwi-Su Kim

**
 and Jae-Bok Song

**†
 

* LIG Nex1/Dept. of Mechatronics, Korea Univ., 

**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Korea Univ. 

 

(Received September 22, 2011; Revised December 25, 2011; Accepted December 26, 2011) 

 

 

1. 서 론 

로봇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일상 생활에 활

용할 수 있는 서비스 로봇에 대한 필요성도 증대

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로봇의 경우 다양한 공

간에서 작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작업을 

해야 하므로 로봇의 이동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이동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동로봇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1) 

이동로봇의 접지면은 바퀴와 지면의 접점으로 

구성된 다각면을 의미하며, 이 접지면은 이동로봇

의 이동성(mobility) 및 안정성(stability)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즉, 접지면이 넓으면 안정성은 향상되지

만, 이동성은 저하되어 장애물이 있는 환경에서 

이동을 하는 데 제약을 받으며, 방향 전환을 위한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MIT

와 프랑스의 LRP에서는 이동로봇의 높낮이를 조

절하여 이동로봇의 이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향

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2,3) 그러나 이러한 방

Key Words : Omni-Directional(전방향), Mobile Robot(이동로봇), Mobility(이동성), Stability(안정성), Variable 

Footprint Mechanism(가변접지면 메커니즘), Hub-Type Driving Module(허브형 구동모듈) 

초록: 최근에 들어 서비스 로봇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이동로봇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이동로봇은 

서비스 로봇의 이동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다양한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기존의 

서비스 로봇은 높은 무게중심으로 인하여 작업 중 전복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동로봇에 사용되는 

바퀴는 작고 가벼우며, 환경에 따라 바퀴의 종류를 바꿔야 하므로 기존의 허브형 모터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동로봇에 적합한 허브형 구동모듈과 가변접지면 메커니즘을 개

발하였으며, 전방향 이동로봇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이동성 및 안정성을 향상과 다양한 작업공간에

서의 효율성 향상시켰다. 또한 다양한 시험을 통하여 제안한 메커니즘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Abstract: In recent years, an increased amount of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on mobile robot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service robots. Mobile robots maximize the mobility of service robots, thus allowing them to work in 

different areas. However, conventional service robots have their center of mass placed high above the ground, which 

may cause them to fall when moving at high speed. Furthermore, hub-type actuators, which are often used for mobile 

robots, are large and expensive. In this study, we propose a mobile robot with a hub-type actuator unit and a variable 

footprint mechanism. The proposed variable footprint mechanism greatly improves the stability and mobility of the 

robot, allowing it to move freely in a narrow space and carry out various tasks.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robot 

is verified experiment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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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동로봇의 가반하중이 큰 경우에는 다리의 

높낮이 조절이 어려워서 안정성 유지에 한계가 있

다. 또한, 일본과 국내의 연구소에서는 구 형태의 

바퀴 또는 전방향 바퀴를 이용하는 전방향 이동로

봇을 제안하였으며, 접지면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현하였다.(4,5) 그러나 접지면의 

변화량이 제한적이므로 성능 향상을 크게 기대하

기는 힘들다. 독일의 DLR에서는 로봇 상체의 움

직임에 따라서 접지면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

도록 4절 링크로 구성된 4륜 로봇을 개발하여 로

봇의 안정성을 향상시켰다.(6) 그러나 동작 구현에 

너무 많은 모터(12개)를 사용함으로써 제어가 복

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접지면의 면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 접지면 메

커니즘(variable footprint mechanism, VFM)과 효과적인 

구동을 위한 허브형 구동 모듈(hub-type drive module, 

HDM)을 개발하였다. 또한, VFM과 HDM이 탑재된 

전방향 이동로봇을 개발함으로써, 이동로봇의 이동

성 및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전방

향 이동로봇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한다. HDM과 

VFM, 제어부는 3장에서 설명하며, ZMP를 이용한 

로봇의 안정성 해석 결과를 4장에 제시하였다. 5장

은 정�동적 및 미로 통과 실험의 결과를 다루며, 6

장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2. 전방향 이동로봇의 특징 

서비스 로봇이 다양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동

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접지면 확보를 통한 안정

성 및 이동성의 향상이 중요하다. 로봇이 좁은 곳

을 통과하거나 이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로봇

의 접지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빠른 이

동 및 작업 시에 이동로봇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접지면의 최대화가 유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접지면을 가변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

을 구현함으로써, Table 1과 같이 로봇의 접지면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작업에서 안정성과 이동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VFM을 개발하였다. 

 

Table 1 Variation of VFM in various conditions 

Conditions VFM 

In the narrow space Min. 

Slope/ramp Max. 

Acceleration/deceleration Max. 

Bending upper body Max. 

또한, VFM과 더불어 이동성 향상을 위한 전방

향 이동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작업 시에 효율적인 

방향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4개의 액추에이터를 사용해 전방향 이동을 

구현하던 기존의 이동로봇과 달리 두 개의 모터만

을 사용함으로써, 이동로봇의 가격을 낮추고, 제어

를 용이하게 하였다. 즉, Fig. 1(a)와 같이 대각선 

방향의 바퀴를 한 쌍으로 묶어 동시에 조향함으로

써 전방향 이동을 구현하였고, (b)와 같이 바퀴의 

구동을 통하여 접지면을 가변한다. 

3. 전방향 이동로봇의 개발 

본 연구에서는 이동로봇의 효과적인 구동을 위

한 HDM과 이동성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해 접지면

을 가변할 수 있는 VFM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

비스 로봇의 작업 성능 향상을 위해서 HDM과 

VFM이 탑재된 전방향 이동로봇을 개발하였다. 개

발한 전방향 이동로봇은 HDM, VFM, 제어기 및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각각의 구

성요소에 대하여 설명한다. 

 

3.1 허브형 구동모듈(HDM) 

기존에 개발된 대부분의 구동부는 바퀴 외부에 

모터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이물질 오염에 취약하

며, 부피가 커지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바퀴 내부에 모터가 장착되는 HDM을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개발한 

HDM은 Fig. 2와 같이 차체에 고정된 모터부와 모

터부의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회전부로 구성된

다. 모터부는 모터와 감속기, 벨트/풀리, 평기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벨트/풀리를 병렬로 연결하여 공

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 모터는 감속기를 통

해 평기어를 회전시킨다. 평기어와 연결된 회전부

는 내치기어와 덮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터부의 

동력을 내치기어로 전달받아 바퀴를 회전시킨다. 

또한, 구동모듈이 지지하는 상체의 질량을 고려하

여 모듈의 양단에 복열로 베어링을 배치하였다. 

 

 

 
Fig. 1 Omni-directional motion with: (a) minimum 

footprint, and (b) maximum foo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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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cifications of hub-type drive module 

Motor Decelerator 

Speed 

(rpm) 

Torque 

(Nm) 
Pulley 

Gear 

head 

Spur-internal 

gear 

16,800 0.07 1.9:1 51:1 2:1 

 

Spur gear

Cross-roller 
bearing

< Cross section >

Wire

Bearing

Pulley

Motor

Gear head

E
n
co
d
er

M
o
to
r 
p
ar
t

Rotational part

Internal gear
 

Fig. 2 Cross section of hub-type drive module 
 

(b) (c)(a)

120 mm

100 mm

Tire

HDM

 

Fig. 3 (a) Hub-type drive module, (b) HDM with rubber 
tire, and (c) HDM with urethane tire 

 

본 연구에서 제안한 HDM은 16,800rpm, 0.07Nm의 

성능을 갖는 100W 모터와 193:1의 기어비를 갖는 

감속기를 사용한다. 따라서 직경이 220mm의 바퀴를 

장착할 경우 최대 1.0m/s의 속력을 낼 수 있다. Fig. 

3(a)는 제작한 허브형 구동모듈을 나타내며 (b), (c)와 

같이 다양한 바퀴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실

내외 주행 등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 

 

3.2 가변 접지면 메커니즘(VFM) 

제안한 VFM 및 전방향 이동 메커니즘을 구현하

기 위해서는 별도의 액추에이터 없이 HDM을 구동

하여 대각선상에 위치한 바퀴 사이의 거리가 가변되

어야 하며, 동시에 전방향 조향을 위한 동력이 연속

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Fig. 4와 같이 웜과 웜휠, 벨트/풀리 등으로 구성된 

VFM을 개발하였다. VFM 1에 장착된 모터가 회전하

면 연결된 웜(i)이 회전하고 웜휠(ii), 주동풀리(iii), 피

동풀리(iv) 순으로 동력이 전달된다. 또한, 1:1 기어비

의 풀리(III, IV)를 사용하여 VFM 2에 동력을 전달함

으로써 두 개의 바퀴를 동시에 조향할 수 있다. 

 

Fig. 4 Power transmission mechanism for steering 
 

(a) (b)

Pulley

Cam
Steering axis

Driving axis Timing belt

Idler

 
Fig. 5 Concept of steering device with VFM: (a) 

overview, and (b) tension maintaining device 

 

D
i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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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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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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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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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Fig. 6 Design of nonlinear cam: (a) displacement of idler 

versus steering axis, and (b) designed nonlinear 
cam 

 

개발된 이동로봇에는 Fig. 5(a)와 같이 벨트와 아

이들러를 사용한 조향장치가 개발되었다. 이동로

봇의 접지면 가변을 위해 조향축이 이동하는 경우, 

아이들러가 캠의 빗면을 따라 이동함으로써 벨트

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이를 이용

하여 조향축은 위치에 상관 없이 구동축으로부터 

동력을 전달 받을 수 있다. 

아이들러가 벨트의 장력을 유지하며 이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캠의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Fig. 6(a)와 같이 CAD상의 위치데이터를 

사용하여 비선형 모양의 캠을 설계하였다. 즉, 조

향축의 위치를 1cm 간격으로 이동시켜 변화하는 

아이들러의 위치를 측정하였으며, 이 값을 3차 스

플라인 보간법(cubic spline interpolation)으로 커브 

피팅하여 (b)와 같은 비선형 캠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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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ing 

belt

Pulley

Nonlinear 

cam

Driving 

axis

Steering axis

Idler

 
Fig. 7 Design of VFM: power transmission at different 

steering axis positions 
 

 

Fig. 8 Steering test with VFM 
 

Fig. 7과 같이 설계된 비선형 캠을 이용함으로써, 

접지면의 변화 시에도 벨트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

지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조향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VFM을 설계하였으며, 이를 통해 접지면

을 최대 17cm까지 가변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Fig. 8과 같이 프로토타입의 구동을 통해 조향

축이 이동할 경우에도 연속적인 동력 전달이 가능

함을 검증하였다. 개발한 VFM은 HDM과 동일한 

100W의 모터를 사용하였으며, 모터의 출력으로부

터 조향축까지의 감속비는 517:1을 적용하였다. 따

라서 대각선에 위치한 두 바퀴를 하나의 모터를 

사용하여 180
ㅇ
/s 각속도로 조향할 수 있다. 

 

3.3 제어기와 배터리 

개발한 이동로봇의 제어기는 Fig. 9와 같이 상위 

제어기인 PC와 하위 제어기인 모터 드라이브로 구

성된다. 제어에는 National Instrument의 CVI가 사용되

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UI를 제작,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로봇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PC는 로

봇에 내장된 4개의 모터 드라이브와 RS-485통신을 

통해 10ms의 주기로 이동로봇을 제어한다. 

Table 3 Specifications of battery. 

Type Lithium iron phosphate 

Cell 16 x 2 

Voltage (V) 52.8 

Capacity (Ah) 4.6 

Dimensions (mm) 220 x 70 x 110 

Mass (kg) 4 

 

 

UI PC

Controller Motor drive

RS-485

Mobile robot  

Fig. 9 Overview of control system 
 

Table 3과 같이 이동로봇에 장착된 6개의 100W 

모터를 최대 2.5시간 구동하기 위해 4.6Ah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하였다. 외부 충격에 강인하고 순간 

방전율이 높은 리튬인산철(LiFePO4) 계열의 배터

리를 직렬(16개) 및 병렬(2개)로 연결하였다. 

4. ZMP를 이용한 이동로봇의 안정성 

ZMP(zero moment point)를 이용하여 이동로봇 및 

휴머노이드 로봇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ZMP는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모든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는 지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동로봇의 

ZMP가 접지면의 중앙에 위치할수록 안정성이 향

상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VFM이 적용된 이동

로봇은 접지면을 변경하여 ZMP를 접지면 내부에 

위치시킬 수 있어서 안정적인 제어에 유리하다. 

Fig. 10은 4개의 구동모듈 A, B, C, D와 차체 E, 

로봇 팔이 장착된 상체 F의 무게중심을 각각 나

타내며, 상체는 하체에 비해 상대운동을 하지 않

는다고 가정하여 계산을 단순화하였다. ZMP는 다

음 식을 만족시키는 점으로 이를 이용하여 안정성

을 평가할 수 있다. 
 

), ... ,,( 0 FBAiM i ==∑                   (1) 

 

이때, 구하고자 하는 ZMP에서부터 각 무게중심까

지의 거리 벡터를 ri, 각 파트의 질량을 mi (i = A, B, 

…, F)라 할 때, 가속도 a와 중력가속도 g가 고려

된 합력과 거리 벡터의 외적으로부터 모멘트 M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ii magrM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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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ZMP of a mobile robot using VFM 
 

 

Fig. 11 Omni-directional mobile robot with HDM and 
VFM 

 

5. 실험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제시된 메커니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Fig. 11과 같이 HDM과 VFM이 적용된 전방

향 이동로봇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이동로봇을 바탕

으로 안정성 평가를 위한 정적 및 동적 실험과 이동

성 평가를 위한 미로 통과 실험을 수행하였다. 

 

5.1 정적 실험 

서비스 로봇이 바닥에 있는 물건을 파지할 경우 

ZMP의 위치가 접지면 밖으로 이탈되어 전복될 위험

성이 있다. 따라서 로봇의 상체가 기울어지더라도 

ZMP는 이동로봇의 접지면 안에 반드시 위치하여야 

한다. 이를 실험하기 위해 Fig. 12와 같이 허리(6kg)

와 가슴(4kg), 머니퓰레이터(30kg)로 구성된 서비스 

로봇이 바닥에 있는 물건을 파지하는 상황을 가정하

여, 상체의 무게중심 위치를 산정하였다. 이를 이용

하여 접지면의 크기에 따라 이동로봇이 견딜 수 있

는 하중을 ZMP를 통해 추정하였다. 또한, 산정한 상

체의 무게중심 위치에 추를 장착하여 실험을 수행함

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0.6 m

Mobile 

platform

Manipulators: 30 kgChest: 4 kg

Waist: 6 kg
Center of mass 
of upper body

 
 

Fig. 12 Stability evaluation in static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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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Maximum allowable payloads for different 

footprints: (a) 19 kg, and (b) 40 kg 
 

Fig. 13과 같이 상체의 무게중심 위치에 추를 추

가하여 이동로봇이 견딜 수 있는 최대 허용하중을 

측정하였다. 최소 접지면(a)과 최대 접지면(b)일 경

우, 각각 19kg와 40kg의 가반하중에서 이동로봇이 

전복되었다. 뿐만 아니라, ZMP도 접지면의 경계에 

위치하여 이동로봇이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VFM을 통한 가변 접지면을 이용하여 

로봇이 더 큰 가반하중에도 안정적인 동작이 가능

하다. 

 

5.2 동적 실험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이동로봇에 로봇의 상체

가 결합된 상태를 가정하여 동적 실험을 수행하였

다. 이를 위하여 Fig. 14와 같이 접지면의 중심으

로부터 이동방향으로 0.3m, 높이 1.5m에 30kg의 

질량을 장착하였으며, ±x축 방향으로 0.3m/s2의 

가감속 운동을 하는 동적 실험을 수행하였다. 장

착된 무게 추와 가속도를 고려하여 ZMP를 계산

한 결과, Fig. 15와 같이 ZMP는 접지면 내부에 안

정적으로 위치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동로봇의 경우 바퀴의 유연성과 

기구부의 오차로 인하여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진동은 모바일 머니퓰레이션 성능을 저하

시키며, 기구부의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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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etup for dynamic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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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ZMP for grasping objects for different footpr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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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omparison of vibration at acceleration & 

deceleration with: (a) min. footprint, and (b) 
max. foo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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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omparison of FFT analysis at acceleration/ 

deceleration with: (a) min. footprint, and (b) 
max. footprint 

 

서 이동로봇의 중심에 IMU센서(MI-GA3350M)를 

부착하여 이동방향에 대한 진동을 측정하였다. 이

동로봇을 ±x 방향으로 가감속하는 경우 접지면의 

크기에 따른 진동은 Fig. 16의 (a), (b)와 같다. 최소 

접지면에 비하여 최대 접지면에서 진동의 진폭이 

약  50% 감소하였다 . 또한 , 발생한  진동을 FFT  

Wall

Direction of robot
Path of robot

(a)
(a)

(b) (c)

(c)

(b)

Start

Goa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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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Maze experiment: (a) rotation on its own axis, 
(b) minimum footprint at the narrow path, and 
(c) rotation with orientation maintained 

 

(Fast Fourier Transform)을 통해 주파수 해석을 수행

한 결과, Fig. 17의 (a),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

소 접지면에서 존재하던 1~3Hz 영역(A)의 진동이 

접지면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감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접지면이 커짐에 따라서 이동로봇이 보

다 안정적인 주행 및 머니퓰레이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5.1 미로 통과 실험 

제작한 이동로봇의 이동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Fig. 18과 같은 이동경로를 설정하였다. 이동경로

는 폭에 따라 (A)와 (B)로 나눌 수 있으며, (A) 구

간은 0.8m, (B) 구간은 1.2m이었다.  (A) 구간에서

는 최대 접지면을, (B) 구간에서는 최소 접지면을 

유지하며 이동하였으며, (a)에서는 제자리 회전, (b)

에서는 접지면 변화, (c)에서는 정면을 바라보며 

이동함으로써, 전방향 이동 및 접지면 변화를 통

한 이동로봇의 안정성과 이동성을 검증하였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며, 필요

에 따라 접지면을 가변할 수 있는 이동로봇을 개

발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이동로봇

의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바퀴 내부에 액추에이터가 장착된 허브형 

구동모듈을 개발하여, 부피가 작고 이물질 오염에 

강인한 이동로봇을 구현하였다. 

(2) 대각선에 위치한 조향축을 연동하여 두 개

의 액추에이터로 전방향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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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수의 액추에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이동로봇의 

제작 단가를 낮추고, 제어시스템을 단순화하였다. 

(3) 가변 접지면 메커니즘을 통하여 출입문과 

같은 좁은 이동성이 요구되는 환경에서는 접지면

을 축소하고, 안정성이 요구되는 환경에서는 접지

면을 확장하여 이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향상시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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