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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다중 이동 로봇(omni-directional robot)은 

홀로노믹 구속조건 (holonomic constraint)을 

가지고 있어 어느 방향으로나 이동 및 회전이 

용이한 높은 구동성을 가지고 있다.1 이와 

같은 다중 이동 로봇의 구동성은 개별 

바퀴들의 구동력의 벡터 합을 통하여 구현되기 

때문에 다중 이동 로봇의 개별 바퀴의 

구동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바퀴와 

지면과의 마찰에 의해 생성되는 개별 바퀴의 

구동력은 여러 인자들에 의한 마찰계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마찰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다중 이동 로봇은 Fig. 1 과 같이 바퀴 

배치가 질량 중심의 원주방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홀로노믹 구속조건을 가진다. 2 로봇의 

이동방향과 바퀴의 회전 방향이 다른 기하학적 

특징으로 인하여 구동 시에 미끄러짐이 

발생하게 된다.3 또한 바퀴의 선 속도와 

로봇의 이동속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끄러짐이 발생한다. 이러한 미끄러짐은 

로봇의 바퀴와 지면의 마찰계수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구동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4 

 

 

또한 탄성체로 이루어진 바퀴에 가해지는 

압력에 의해서도 마찰계수는 변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중 이동 로봇의 각 

개별바퀴의 마찰실험을 통하여 다중 이동 

로봇의 구동력에 영향을 미치는 마찰계수에 

대한 미끄러짐과 압력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2. 마찰실험 장치 구성 
 

Fig. 2 와 같은 실험장치를 통해 마찰실험을 

수행하였다. 모터에는 우레탄 재질의 바퀴를 

장착하고, 모터가 장착된 리니어 스테이지와 

스피드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바퀴의 이동 

속도와 회전 속도를 제어하여 일정한 

상대속도를 만들어 내었다. 바퀴의 이동방향과 

회전방향의 사이각(θ)에 따른 마찰계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리니어 스테이지에 

바퀴의 회전 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 리그를 

장착하였다 . 또한  압력에  따른  마찰계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바퀴와 접촉하는 

지면에는 3 축 로드셀을 장착하고 로드셀에 

일정한 압력이 주어지게 하여 바퀴를 이동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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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perimental setup for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velocity and friction coefficient  
Fig. 1 Schematic of individual w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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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지 면 에 는  바 닥 재 로  광 범 위 하 게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PVC)을 부착하였다. 

본 실험에서 구동력은 바퀴가 이동하는 방

향의 힘에 해당하며, 수직항력은 바퀴가 로드

셀을 누르는 힘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동력과 

수직항력을 분석함으로써 사이각과 압력에 따

른 마찰계수의 관계를 알 수 있다. 

 

3. 마찰계수 실험 결과 
 

Fig. 3 에서 보는 바와 상대속도가 낮은 

구간에서 사이각이 커짐에 따라서 마찰계수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바퀴의 

이동속도와 회전속도에 차이에 따라서도 

마찰계수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상대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마찰계수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에서는 바퀴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질 수록 마찰계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바퀴가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면 탄성체로 이루어진 바퀴는 지면과 접촉 

 
 

 

 

하는 면적이 커지게 되는 반면 표면 거칠기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중 이동 로봇의 구동성에 

영향을 주는 마찰계수의 변화를 진행방향에 

따른 사이각 및 압력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마찰실험을 통해 낮은 상대속도 구간에서 

사이각에 따라 마찰계수가 낮아지는 것과 

바퀴가 지면에 가하는 압력에 따라 마찰계수가 

낮아지는 마찰계수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마찰계수의 추이를 이용해 개별 

바퀴에서 발생하는 구동력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다중 이동 로봇의 구동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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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essure according to friction coefficient 

 
 

Fig. 3 Angel between heading direction and wheel 

direction according to fric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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