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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기반 실내 감시 로봇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n Indoor Networked Security Robo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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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obile robots can offer services like intelligent monitoring in an indoor environment 

using network connection with remote users. In this paper, we designed and developed a 

networked security robot system with various sensors, such as flame detector, gas detector, 

sound monitoring module, and temperature sensor, etc. The robot can be accessed through a 

web service and the user can check the status of the environment. Using ADAMS software, we 

defined the motor specification for a worst-case condition of climbing over a obstacle. We 

applied the robot system in monitoring offic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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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재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서비스 로봇은 

여러 로봇 분야 중에서 일상적인 인간의 활동과 가

장 관련이 있는 분야이다. 서비스 로봇의 특징이라

고 하면 사용하는 목적에 맞도록 프로그램이 가능

하고 여러 가지 센서를 사용하여 로봇이 활동하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물

건의 이송, 청소, 경비 등의 기본적인 인간의 활동

을 유용하게 도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최근

에는 심전도 및 혈압 등 사람의 기초적인 생체 신

호를 계측하여 노약자나 환자의 건강관리까지 담당 

할 서비스 로봇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지능형 서비스 로봇은 센서를 통한 환경의 인식, 

정보의 획득 및 획득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능적 판

단, 자율적인 행동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을 지원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을 대신하거

나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 전자, 정보, 생체

공학 기술의 복합체이다.[2] 또한 산업용 로봇과 달

리 하드웨어적인 구동기술 보다는 인공지능, 휴먼 

인터페이스, Ubiquitous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 

IT 기술이 집적된 퓨전 시스템으로서 인간과 서로 

상호작용 하면서 가사지원,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말한다

[3,4]. 

 서비스 로봇에는 소니에서 개발된 AIBO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로봇에서부터 가장 최초의 양산된 로

봇인 청소로봇, 공공장소의 안내로봇 및 경비로봇, 

환자의 재활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재활로봇 등이 

속한다. 경비로봇은 서비스 로봇의 여러 분야 중 경

비를 주목적으로 연구 및 제작 되는 로봇으로써, 경

비 시스템과의 연동 또는 독립적으로 제한적인 지

역의 감시와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재산 및 인명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인간에게 안정

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비 서비스 로

봇이다[5]. 경비로봇이 활용될 수 있는 곳은 좁게는 

일반 가정에서부터 넓게는 빌딩 및 주요 시설용을 

예로 들 수 있다. 낮 시간에 비어 있는 집이 많은 

최근 가정에서는 청소기능 다음으로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으며, 또한 경비원의 대체를 통한 인건비 절

감 및 인텔리전트 빌딩과 같은 중앙 통제를 통한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원하는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개발 필요성 및 요구가 사회 전반에 

걸쳐 증대되고 있다. 경비로봇의 예로 Also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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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Robo I, Sanyo의 Banryu, SECOM의 

RobotX 등이 있다 [6].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에서는 로봇기반기술을 바탕으로 국가주도로 지능

형로봇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경비용 로봇에 

대한 연구 또한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지능형 

로봇 기술개발에서 확보된 경비 로봇의 핵심기반기

술을 기반으로 경비 로봇 시장도 점차 성장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자율이동로봇을 사용한 실내 환경의 감시 및 보안

을 위해, 전통적인 로봇기술인 장애물 회피 및 주행 

등의 성능과 함께,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 사

람의 이동 등을 감시하는 로봇에 관해 얼굴 추적 

및 이동체 감시기법을 적용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7]. 또한, 여러 대의 이동로봇을 사용하여 확률적

인 접근을 통해 실내 환경을 모니터링 하는 기법과 

지능형 센서 네트워크 및 유비쿼터스 환경을 응용

한 기법도 연구되었다 [8][9][10].

 원격지 감시를 위해 CCD카메라를 유선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던 것이 오늘날의 IT기술 및 인터

넷의 발달과 보급으로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원격

지에서 웹 또는 PDA를 통해 CCD카메라로부터 들

어오는 영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현재 활용되고 있다. 이는 CCD카메라가 네트워크

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인터넷에 접속이 되어 있는 

컴퓨터 또는 PDA를 통해 어디서든지 CCD카메라에 

접속을 하여 영상을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비

워져 있는 시간이 많은 가정이나 야간의 사무실을 

원격지에서 확인 하는 방법으로 최근에는 많이 활

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카메라의 설치 및 네트워크 

연결만으로도 수년전에 많은 비용을 들여야 했던 

방범/경비용 CCD카메라의 영상을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확인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지만 이 역시 넓은 지역과 여러 곳을 감시하기 위

해서는 여러대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가정용 방범 로봇을 네트워

크 기반 CCD카메라를 활용하여 원격지에서 조종이 

가능하고 영상정보와 음성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였다. 실질적인 가정 경비로봇을 구현

하기 위하여 무선 네트워크와 연동된 가정 경비로

봇의 개발과정과 주요기능을 소개한다. 본 과제에서 

개발된 로봇은 반자동 원격이동 로봇시스템이며 주

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음성 및 화상 데이터 양방향 전송 기능

․ 순찰 주행 기능

․ 가정 방범 기능

․ 원격 조작/감시 기능

․ 위급 상황(화재/가스누출/창문 깨짐) 통보 기능

․ 5cm의 문턱 넘기 가능

 본 논문에서 소개되는 경비로봇은 원격지에서 네

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에 의해서 수동으로 조작하도

록 되어 있으며,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화재, 가스

누출, 외부의 침입을 감시하여 가정의 경비 및 방범

을 담당하게 된다. 로봇이 동작되는 과정에서 센서

에서 측정된 값을 판독하면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

될 때 사용자에게 경고 표시와 같은 알람의 형식으

로 위험사항을 알리고 파악 하여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한다. 경비로봇은 문턱과 같은 가정 내에

서의 로봇의 이동을 방해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고 

장판 또는 카펫과 같은 주로 사용되는 바닥에 대한  

조사를 거쳐 바퀴의 크기와 적절한 토크의 모터를 

선정하여 제작하였다. 바퀴의 크기와 모터를 선정하

는데 있어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용 소프트웨어인 ADAMS를 사용하여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이 결과에 근거하여 선정하

였다.[11, 12]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절에서는 경

비로봇과 전체 로봇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

고, III절에서는 ADAMS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

로 한 로봇 구동기 선정에 관해 기술하고, IV절에서

는 실험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며, 마지막 

V절에서는 추후 연구 내용을 포함한 결론을 맺는

다.

II 시스템 구성

 전체적인 시스템은 그림 1과 같다. 차동 구동방식

으로 구동되는 두 바퀴와 로봇의 균형을 위한 캐스

터로 이루어진 경비로봇부와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원격지로 영상정보와 음성정보를 전달 할 수 있도

록 해주는 네트워크 카메라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로봇의 이동과 각종 센서를 인터페이스 하기 위하

여 마이크로프로세서로 ATmega128을 사용하였고, 

네트워크 카메라와 마이크로프로세서는 RS-232통

신을 통하여 센서정보 및 동작명령을 서로 주고 받 

는다. 네트워크카메라는 무선 또는 유선으로 가정에

서 사용되고 있는 라우터에 접속하여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사용자는 인터넷이 사용가능한 원격지에

서 네트워크 카메라로 접속을 하고 웹상에서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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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작을 조종하여 가정이나 실내의 감시하고자 

하는 곳으로 방범로봇을 이동 시킬 수 있다.

  

그림 1. 전체 시스템의 구성도

Fig. 1. System Layout

 

실험에 사용된 경비로봇은 그림 2와 같다. 로봇

의 구동에는 엔코더가 부착된 DC모터가 사용되었

고, PID제어를 통하여 로봇의 속도를 제어한다. 

그림 2. 경비로봇의 모습

Fig. 2. The developed security robot

최고 속도는 0.5m/s이고, 카메라가 로봇의 상단

에 부착되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로봇 

하단 전방에는 충돌 감지를 위한 범퍼를 부착하여 

좌/우/전방의 충돌을 사용자에게 알려 줄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가정에서는 네트워크 카메라에 접속하

지 않아도 방범로봇을 쉽게 조종할 수 있도록 리모

콘 센서를 부착하여 리모콘으로 조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웹상의 컨트롤 버튼을 이용하여 로봇의 

이동을 인터넷을 통하여 조종 할 수 있다. 아울러 

네트워크 카메라에서 지원하는 양방향 음성데이터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집안에 있는 사람과 음성 통

화를 할 수 있다. 네트워크 카메라의 무선 연결은 

때에 따라서 접속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다. 이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로봇을 이동 시

킬 때 사용자로부터 1분간 신호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로봇을 자동으로 멈추도록 해 놓았다. 

 경비로봇의 세부적인 시스템구성은 표1 과 같

다. 구동방식으로는 2축 차동 구동방식을 선택하였

으며, 등반의 안정성 및 주행성을 고려하여 구동축

을 앞쪽에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뒤쪽에는 바퀴형 

캐스터를 장착하였다. 

성능 내용

크기 W380 L500 H650 mm

무게 20kg

이동속도 Max. 0.5m/s

장애물높이 Max 50mm

구동방식 2바퀴 차동 구동방식

센서시스템

◆주행

  초음파 센서

  전방 범퍼 센서

◆화재감시

  불꽃감지센서

◆가스검출

  가스센서 

◆실내상태측정

  온/습도센서 

  마이크로폰

메인 제어모듈 Atmega128

표 1 경비로봇의 시스템 구성

Table1. Specifications of security robot

바퀴직경과 구동에 필요한 모터 토크는 5cm 의 

턱을 넘는 것을 조건으로 설계되었다. 위에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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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구조는 사용 소프트웨어인 ADAMS을 통하여 검

증하였다. 바퀴의 크기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나머

지 설계를 적용하여 가용 모터 토크를 산출하였다. 

시뮬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I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방범로봇의 제어부는 앞에서 설명한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 통신 모듈, 센서모듈, 메인 제어모듈, 

구동 모터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부품들은 

모듈화를 통해 센서의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체를 용이하게 하였고, 제작한 센서모듈은 다른 

지능형 로봇들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을 선정하여 

사용함으로써 신뢰성과 경제성을 확보 하였다. 센서

모듈의 센서들은 Analog-to-digital converter, I2 

C통신 및 외부인터럽트를 이용하여 인터페이스 하

였고, 내부 감시를 위한 화상카메라는 이더넷을 통

하여 연결되어 무선LAN을 통하여 원격지의 장치인 

PC로 정보를 전달한다. 경비로봇에 장착된 센서들

은 다음과 같다. 장애물을 인식하기 위한 범퍼, 로

봇의 기울어짐과 넘어짐을 감지하기 위한 TILT 센

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온/습도센서, 실

내 가스누출 여부 검출을 위한 가스센서, 내부 화재 

발생을 감지하기 위한 불꽃감지센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파악하기위한 마이크로폰으로 구성된다. 

원격지에서 로봇을 조종하게 되면 시간지연이 발생

하게 되는데 범퍼 센서는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

여 로봇이 이동 중 전방의 장애물과 부딪혔을 때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착되어있다. 

TILT센서는 로봇이 장애물을 넘거나 이동 중 자세

의 기울어짐이 크게 발생하게 되면 로봇이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경보를 사용자에게 알려 주기 위한 

장치이다. 가스센서는 가스 누출로 발생할 수 있는 

중독 혹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불꽃센서

는 화재 시 주인에게 신속하게 화재경보를 하고 큰

불로 번지기 전에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이

크로폰은 생활소음 이상의 즉, 창문의 깨짐과 같은 

충격음 등을 감지하여 외부로 부터의 침입을 감시

한다. 각 센서에서 발생된 신호는 메인 컨트롤 보드

에서 처리, 분석 후 단말기로 정보를 전달한다. 구

동 모터는 PID 제어를 위해 광학식 엔코더가 장착

된 제품을 선정하였다. 

III. 시뮬레이션

다물체 동역학 시스템의 해석에 있어 ADAMS와 

DADS와 같은 범용 다물체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대규모의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양

한 동적 거동에 대한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여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과다한 설계 적용을 줄일 수 있고, 

주행 상태에서 발생하는 반력과 동적 거동 등을 예

측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 제작된 로봇은 가

정 내 사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

을 고려하여 최대한 단가를 낮추면서 요구되는 성

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실내에서 존재할 수 있는 장

애요소들을 선정하여 가장 험한 조건에서도 문제없

이 구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를 위해 ADAMS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의 검증을 수행하

였다.

그림 3. 모터 전류 시뮬레이션 결과

Fig. 3. Simulation result for motor current

 

 그림 4는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

프로써 턱을 넘을 때의 모터에 걸리는 전류의 변화

를 나타낸다. 약 0.8초 지점에서 로봇이 턱을 넘기 

시작하고 그때 순간적으로 1000mA의 전류가 필요

하고 넘고 나서는 순간적으로 전류의 양이 감소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DAMS는 기계 조립품

의 복잡한 거동을 해석하기 위한 운동 시뮬레이션 

제품으로 물리적인 조립과 시험 없이 성능, 안전성 

등을 가상 시험을 통하여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초

기 설계오류로 인한 부적절한 역학적 거동을 미리 

알아내어 설계를 수정할 수 있다. ADAMS를 사용

함으로서 설계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제품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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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실내에 존재할 수 있는 장애물들은 각종 문

턱과 실내 바닥 재질이 있다. 이 중 가장 높은 현관 

문턱 높이와 카펫의 재질을 설계변수로 정하고 시

뮬레이션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과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재료는 모두 기성품을 원칙으로 하여 추가

적인 가공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우선 50mm의 문턱을 안정적이게 넘을 수 

있는 지름 250mm의 휠을 가정하고 후보로 선정한 

모터의 스펙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최종 

구동 모터를 정하였다. 모터를 정할 때 필요한 데이

터는 구동을 위한 토크와 원하는 속도를 내는데 필

요한 RPM이다. 

그림 4 시뮬레이션 과정에서의 토크 변화치

Fig. 4. Torque profile in the simulation

그림 5. 다양한 연속 장애물 통과 시뮬레이션

Fig. 5. Simulation of obstacle climbing

기타 외부요소들 즉, 바퀴의 재질, 바퀴와 바닥의 

마찰력 및 각 부분 무게가 있다. 바퀴의 재질은 기

존 타이어의 재질에서 X, Y, Z 축의 단면 2차 관성

모멘트 값을 찾아 적용하고, 바닥과 바퀴의 마찰계

수는 문턱의 재질을 나무로 지정하고 그에 따라 타

이어 재질과 관련된 마찰계수를 ADAMS 메뉴얼에

서 미리 제공하는 수치에 따라 적용하였다. 초기 토

크 값은 홀센서 타입의 엔코더를 내장한 모터의 출

력 토크 값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5는 시물

레이션 과정동안의 토크 변형값을 나타낸다.

시뮬레이션은 총 2초 동안 수행되는데, 출발점을 문

턱에서 1cm 떨어진 장소로 하여 정지 상태에서 바

로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데이터를 얻고자 하였다.  

휠 직경이  200mm인 경우의 평판 바디로 가정하

였을 때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문턱을 넘을 수 있

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추후 장비될 카메라 모듈과 

모터위치 등을 고려하여 휠 직경을 250mm로 고정

하였다. 그림 6은 로봇과 연속 장애물의 시물레이션

을 모델링한 모습이다. 로봇의 진행속도를 0에서 점

진적으로 50cm/s가 되도록 설정하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약 

0.3초인 지점에서 문턱을 올라 넘어가면서 충격이 

있은 후 50cm/s의 속도에 가까운 수치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약 0.3초에서 바퀴의 회전

중심축에 걸리는 토크가 근사적으로 85N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무게를 지탱하며 최대속력

과 진행 토크를 얻기 위해 67RPM에 9kg/cm 이상

의 출력이 나오는 모터를 선정하면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구부의 설계의 신

뢰성을 높일 수 있고, 설계 오류로 인한 비용의 발

생을 줄일 수 있다.

IV 실험

실험실 환경에서, 경비로봇을 원격으로 제어하면

서, 가스, 불꽃감지 등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6. 로봇의 이동 궤적 및 불꽃 소스와 가스 

소스의 위치

Fig. 6. Robot trajectory and the positions of 

flame source and gas leakage

가스는 부탄가스의 로봇 주변에 임의로 누출하

여 테스트하였고, 불꽃은 라이터 불꽃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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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능력을 실험하였다. 그림 7은 로봇의 이동 궤적

을 나타내었으며, 임의로 구성한 불꽃 소스의 위치

와 가스 누출 위치를 표현하였다.

실험결과, 불꽃 감지는 불꽃과 센서의 각도에 따

라 영향을 받으나, 3m 내외의 거리에서 불꽃을 감

지할 수 있어, 실내 화재시 초기 대응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가스 센서는 알코올과 연기에는 둔감하고 

200ppm이상의 가스 농도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였다. 정확한 가스농도에 따른 인식 실험은 

향후 연구계획으로 하고, 로봇의 센서에 부탄가스가 

직접 접촉할 때를 기준으로 인식여부를 실험하였다. 

실내 감시를 위한 실험에서 충분히 그 활용성을 파

악하였고, 향후, 가스의 농도, 온도의 분포 등을 로

봇의 이동 궤적에 따른 결과를 가시화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V. 결론

가정 및 빌딩의 감시를 위한 경비로봇의 필요성

이 높아지고 있고, IT와 인터넷의 발달 및 보급으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감시 카메라 및 감시 로봇

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연구

에서는 반자동 또는 완전 자율형 양방향 정보 전달

이 이루어지는 경비로봇이 개발되어 실제 경비 업

체와 로봇의 온라인으로 연동되어 사용되는 실례도 

있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반인들이 구

입하여 사용하기에는 힘든 실정이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카메라 기반에서 

로봇의 자율성을 없앤 사용자의 조종에 의해서 움

직이는 로봇을 개발하였다.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하

여 네트워크 카메라에 접속을 하여 전송되는 화상

정보를 통하여 가정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로봇

을 자신이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다. 아울러 

네트워크 카메라에서 지원하는 음성 데이터 통신 

기능을 활용하여 가정에 있는 다른 가족들과 음성 

통화도 가능하다. 또한, 로봇에 모듈 형식으로 부착

되어 있는 불꽃센서, 가스센서, 온/습도 센서 및 마

이크로폰을 통하여 화재감지 및 가스누출, 외부의 

침입과 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종 감지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가 네트워크 카메

라에 접속을 한 경우에만 확인 할 수 있다는 단점

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각종 이동통신사와 협조

가 된다면 화재감지, 가스누출, 외부의 침입과 같은 

위급상황에 대한 경보는 SMS나 전화를 통한 위급

상황을 알려주는 기능이 구현이 된다면 보다 더 확

실한 감시 및 경비 로봇의 기능이 될 것이라 생각

한다. 아울러 네트워크 카메라의 무선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져서 보다 높은 안정성을 갖는 경비로봇을 구

현해야 하겠다. 또한, 여러개의 불꽃 또는 가스의 

누출이 있는 경우 이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 과 

원격제어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실내를 모니

터링하는 기능 등에 관하여 연구할 계획이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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