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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structural reinforcement approach of the throwing-type 

firefighter assistance robot which can be thrown into a fire site to monitor inside the place and 

search trapped people while ensuring a firefighter’s safety. The reinforcement design is focused 

on high strength with low weight for the robot. The in-depth structural analysis of the platform 

is carried out to track down the weakest part, especially with the 1.8m height of drop test. The 

analysis is verified by comparing with the 1.8m height of the drop test of the throwing-type 

firefighter assistance robot. The optimal approach for improving the strength of the weakest part 

aims at topological equivalent and equivalently stress distributed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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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Rainbow5 [1]를 시작으로, 최근 소방관련 로봇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소방관련 로

봇들은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효과적인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소방관련 로봇은 크게 화재 진압 로봇과 소방

관 보조 로봇이 있다. 화재 진압용 로봇은 [2-6] 

화점에 물 포를 발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소방관 보조로봇은 [6-11] 화재 초기

에 투입되어 요구조자의 파악과 소방관 투입여부를 

판단하는데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

이다.

일본 도쿄 소방청에서는 화재진압로봇(Jet 

Fighter), 화재 현장 모니터링용 로봇(Fire 

Searcher), 조난자 구조 로봇 (RoboCue)의 재난 

방재용 로봇들을 제작하였다 [6]. Jet Fighter는 실

외 화재 진압용 로봇으로, 공동구와 같은 협소 공간 

내의 화재에 응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Fire 

Searcher는 열기, 가스 등 재해실태의 파악이 곤란

한 경우 원격조작에 의해 건물 내부 상황과 조난자 

유무를 파악하는 정찰로봇으로 화재 현장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RoboCue는 매니퓰레이터를 이용

하여 조난자를 구출할 수 있는 로봇이며 모니터링 

및 장애물 회피 이외에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하여 

농연 내 작업도 가능하게 하였다. 국내에서는 바퀴 

구동형 실외 화재 진압용 로봇과 [4], 트랙 구동형 

실내 화재 진압용 로봇이 [5] 개발되었으며, 실내 

화재 진압용 로봇의 경우 실내에서 접할 수 있는 

험지인 계단을 오를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화재 진압로봇은 주요 기술로써 소화기능뿐만 

아니라 현장 내부 모니터링, 장애물 회피, 환경정보 

전송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방재 및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로봇들은 사용자가 휴 하기 

어려운 형 구조를 가지며, 고가의 장비와 장치로 

구성되어 화재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사용하기에는 

유지보수의 비용과 어려움이 크다. 더욱이 극한의 

화재에 의해서 로봇이 산화할 경우, 사후 처리 비용

이 막 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소방관의 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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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출동에 저가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휴

가 간편한 로봇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는 저가의 투척형 소방

관 보조로봇 관련 기존 연구에서는 [7-9] 소방관 

보조로봇의 작동 철학에 한 규명과, 방수 및 내열

을 위한 설계, 그리고 조작반 설계에 해 기술하였

다. 아울러 최근 수행된 일련의 연구에서는  

[10-11] GUI 설계의 개선에 해 논의하였다. 소

방관 보조로봇의 경우, 휴 와 투척이 용이하도록 

작은 부피와 경량의 구조를 가져야 하면서, 동시에 

투척 시 받는 충격과 화재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낙하물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내충격성

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

구에서 [7-11] 수행되지 않았던, 내충격 검증 실험

과 내충격 성능 향상을 위한 소방관 보조로봇의 경

량 고강도 접근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

음과 같다. 2장에서는 소방관 보조로봇 개요에 

해, 3장에서는 구조 해석 결과에 해, 4장에서는 1

층 창문을 통한 투척을 모사할 수 있는 1.8m 낙하 

시험을 통한 플랫폼의 내충격 능력에 해, 5장에서

는 내충격 성능 향상을 위한 취약 부품의 경량 고

강도 설계에 해 기술한다. 6장에서는 보완된 시스

템의 1.8m 낙하 시험과, 보다 가혹한 조건의 투척 

실험에 해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본 연

구의 결과에 해 기술한다.

Ⅱ. 소방관 보조로봇 개요

화재 현장에 선 투입되는 소방관 보조로봇은 구

출해야 할 인명 파악, 화점 파악, 실내 온도, 유독 

가스 농도 파악 등 화재 진압과 소방관 진입 판단

에 적합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와 같은 정보 전달을  

위해 플랫폼에 카메라, 마이크로폰, LED, 산소센서, 

유독가스센서 그리고 통신 모듈이 장착되어 있다. 

그림 1은 투척형 소방관 보조로봇의 3D모델과 실

물 사진을, 표 1은 하드웨어 사양을 나타낸다. 좌우

측 휠(Wheel) 각각의 정회전, 역회전 방식에 따라 

기본적인 이동, 즉 직진, 후진, 조향과 같은 동작이 

이루어지고, 정지 상태에서 테일(Tail) 각 변위에 의

해 모니터링을 위한 카메라의 상하 조정이 이루어

진다. 

 

그림 1. 소방관 보조로봇 플랫폼

Fig. 1. Firefighter assistance robot platform

표 1. 하드웨어 사양

Table 1. Hardware specification

Category Specification

Battery Type Lithium Polymer

Maximum Speed 282mm/sec

Weight 2kg

Size Φ125mm X 160mm

Ⅲ. 구조 해석

먼저 200kg 물체가 플랫폼 상부에 떨어져 하중

으로 작용하는 조건을 반영하여 전체 플랫폼 구조

물에서의 취약부 도출을 위한 해석에 해 기술한

다. 해석 상은 전체 플랫폼이며, 부품간 접촉 조

건은 볼트 체결을 모사할 수 있는 Bonded 조건으

로 적용하였다. 해석 조건은 플랫폼의 하단에 고정 

조건을 반영하였으며, 플랫폼 상단에 200kg의 힘을 

부여하였다. 표 2는 각 구조 부품들의 인장강도를, 

그림 2는 해석결과 안전률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2와 같이, 해석단계에서 도출된 취약부는 구동부와 

휠(Wheel) 사이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휠 축(Wheel 

Shaft) 및 체결 부품인 휠 체결판(Wheel Plate)이

다. 그림 3 (a)는 휠 체결판을, 그림 4는 휠 축을 

포함한 구동부를 나타낸다. 그림 3 (a)와 같이 휠 

체결판 중심에 배치된 사각형 홈은 휠 축의 사각형 

단과 접촉이 되고, 휠 체결판의 120도 간격으로 배

치된 3개의 원형 홈은 휠과 체결하는데 사용된다. 

취약부의 응력 집중부 파악을 위해 단품에 한 상

세 재해석을 실시하였으며, 그림 3 (b)는 휠 체결판

의 하중, 구속 조건과 구조해석 결과 큰 응력을 받

는 휠 축 체결부를 확 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해석 

조건은 그림 3 (a)와 같이, 휠과의 볼트 체결부(원

주형) 세 곳의 원주 내면에 고정(fixed) 조건을 부

여하고, 중간에 위치한 휠 축과의 접촉부(직사각형) 

중력방향(그림 3 (a)의 –z축 방향) 면에 100k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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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을 적용하였다. 이는 200kg의 하중을 좌우측 

휠이 나누어 받게 되는 물리적 상황에 기인한다.

구동, 정보취득 및 정보전달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전자부품들이 장착된 코어부를 상으로 구조 

안전성에 기술한다.

표 2. 구조 부품들의 물성치

Table 2. Structural parts’ property

Part Name Material Tensile Stress (MPa)

Base Plate ADC12 310

Main Body ZYTEL 186

Wheel Plate STC-5 833

Wheel ADC12 310

그림 2. 안전율 분포

Fig. 2. The Distribution of safety factor

(a) 하중 조건, 경계 조건

(Load, boundary condition)

(b) 등가 응력 분포 

(Equivalent stress distribution)

그림. 3 휠 체결판

Fig. 3. Wheel plate

그림 4. 구동부

Fig. 4. Driving parts

그림. 5 코어부의 3D 모델

Fig. 5. 3D Model of core parts

그림 6. 하중 조건

Fig. 6. Load condition

(a) 등가 응력 분포

(Equivalent stress distribution)

(b) 변형량 분포

(Deformation distribution)

그림 7. 등가응력, 변형량 분포

Fig. 7. Equivalent stress and deformation 

distribution

그림 5는 베이스플레이트를 포함한 코어부의 

3D 모델을 나타낸다.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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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측 하단에 각각의 휠을 구동하는 모터와 기어

헤드가 배치되어 있고, 모터 동력을 휠에 전달하는 

휠 샤프트 및 구동부를 고정하기 위한 부품들이 체

결 되어 있다. 베이스 플레이트 상단에는 인쇄회로

기판(PCB)가 장착되고, 이 기판 위에 무선통신을 

위한 안테나가 체결되어 있으며, 기판 좌 우측에는 

각종 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배치하

고 있다. 표 3은 휠 체결판 재료의 물성치를 나타낸

다. 그림 2의 해석 결과와 같이, 외부에서 플랫폼에 

가해지는 하중은 기본적으로 우레탄 휠을 비롯한 

주요 구조물들이 흡수하여, 코어부에 직접적으로 전

달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코어부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위해 다음의 해석 조건을 반영하여 

모사하였다. 한쪽바퀴가 험지에 끼여 움직일 수 없

게 된 상태에서, 모터 기어 헤드 단에서 최  토르

크(1000Nmm)가 발생되는 조건을 적용하였고, 그림 

5와 같이 코어부를 상으로 비트는 힘을 적용하였

다. 그림 6은 해석을 위한 하중 및 경계 조건을 나

타내고, 그림 7은 등가 응력 분포와 변형량 분포를 

나타낸다.

인쇄회로기판(PCB)의 재료는 PI계열(인장강도 

는 72.52MPa, 영률은 0.36GPa임)이며, 그림 6과 

같은 하중 조건에서 인쇄회로기판에 발생되는 응력

은 무시할만한 수준이다. 한편 코어부에서 최  등

가 응력이 발생되는 응력 집중부는 구동축의 고정

부품(Shaft Housing의 재료는 ADC12이며, ADC12

의 항복강도는 280MPa, 인장강도는 310MPa임)이

며 31.742MPa의 크기로 발생하나, 항복강도의 약 

10%이며 탄성영역 내에 있으므로, 응력관점에서 안

전함을 알 수 있다. 변형량의 경우, 최  변형량이 

5.08㎛ 크기로 인쇄회로기판의 모서리부를 중심으

로 발생하나 탄성 영역 내에 있어 하중 제거 시 복

귀되며 그 값이 크지 않아, 인쇄회로기판에 장착된 

칩, 센서, 안테나와 같은 전자부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모터의 최  토르

크로 코어부를 비트는 하중 조건에도, 코어부가 구

조적 안전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Ⅳ. 낙하 시험

여기에서는 낙하 시험을 통한 플랫폼의 내충격 

능력 평가에 해 기술한다. 낙하 시험을 위한 실험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다. 낙하 높이는 1.8m이며, 총 

네 의 시험품을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낙하시켰

다. 그림 8은 낙하 시험기(Lansmont社, PDT56ED 

모델)를 나타낸다. 시험 결과 통신모듈 및 센서들의 

모니터링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해

석 단계에서 예측된 바와 같이, 4 의 플랫폼에서 

공통적으로 바퀴축의 고정 부위가 파손되었다. 파단

이 발생한 부품은 휠과 휠 축을 연결하는 휠 체결

판이다. 그림 9는 낙하 시험 결과 파손된 휠 체결판

의 파단 형상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3장의 구조해

석 결과와, 1층 유리창 높이에서 화재 현장에 투입 

시 발생되는 충격을 모사할 수 있는 1.8m 높이의 

낙하시험 결과, 플랫폼의 내충격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휠 체결판의 안전율을 향상시키는 보강 관점

의 설계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8. 낙하 시험기

Fig. 8. The dropping tester

그림 9. 휠 체결판의 파단 

Fig. 9. Wheel plate fracture

그림 3 (b) 단품 해석결과와 그림 9의 파단 결

과를 통해, 해석 단계에서 예측된 응력 집중부와 실

제 파단 위치가 일치함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해

석 전처리 조건이 바람직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Ⅴ. 휠 체결판 최적 형상 설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약 부품의 강도 향상

과 더불어 휴 성과 투척용이성을 함께 만족하기 

위해서는, 고강도화는 물론 경량화를 함께 고려한 



                    대한임베디드공학회논문지  제 6 권 제 5 호  2011년 10월                    277

최적화 접근이 필요하다. 취약 부품인 휠 체결판은 

기능적으로 휠 축과 휠의 체결이 주목적이며, 그림 

10은 보강을 위해 도출된 초기 컨셉 형상과 하중 

조건을 반영한 응력분포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3에 

적용한 경계조건, 하중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해석 

최  등가 응력 값은 417.64MPa로 휠 축 접촉 부 

모서리에서 발생된다. 해당 부품을 실제 플랫폼에 

적용하여 4장의 낙하시험 조건(낙하높이 1.8m)과 

동일하게 시험한 결과 파손 부품 없이 정상 작동하

였다. 하지만, 경량화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공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그림 11 (a)와 같이 설계변수를 설정하였다. 그림 

10의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응력이 거의 생기지 않

으면서 가공이 용이한 부위, 즉 그림 11 (a)와 같이 

중심축으로부터 15mm 거리에 원을 120deg 간격으

로 생성하여 제거하는 방식을 선정하였다. 설계 변

수 변화에 따른 특성치 즉 반응 변수(Response 

Variable)는 휠 체결판의 체적과 최  등가 응력으

로 설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작은 체적을 가지면서, 

낮은 값의 최  등가 응력을 가지는 최적의 설계 

변수 산출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같은 최적의 설계 

변수 산출을 위해 설계변수 정의, 실험계획법, 그리

고 설계 변수와 반응 변수 간 Fitting으로 산출된 

비선형관계식을 메타모델로 적용하여 최적의 설계

변수 산출에 사용한 사례가 있다 [12]. 여기에서는 

그림 3과 그림 10의 해석에 사용된 경계 조건 및 

하중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그림 11(b)는 

설계변수(DS_R)의 값으로 16.8mm이 적용된 경우

의 등가 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초기 컨셉 형상의 

응력분포와 비교하면 상단 체결부에 응력이 새로이 

생겼으나, 최 응력 값에 비해 무시할 만한 수준이

다. 또한 부재가 골고루 응력을 받아 모서리 부에서 

발생하는 최  등가 응력 값이 감소하였으며, 결과

적으로 응력집중계수가 낮아져 구조적으로 바람직

한 형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초기 컨셉 형상 및 응력분포

Fig. 10. Initial concept shape and stress 

distribution

(a) 설계 변수 설정 (Design variable define)  

(b) 등가응력분포

(Equivalent stress distribution)

그림 11. 휠 체결판의 최적화 접근

Fig. 11. The Optimal approach of wheel plate

(a) DS_R과 체적간의 관계

(a) Relation of volume vs DS_R

(b) DS_R과 최  등가응력 간의 관계

(b) Relation of equivalent max stress vs DS_R 

그림 12. 해석 결과

Fig. 12.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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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는 설계 변수에 따른, 체적과 최  등가 

응력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설계 변수 DS_R의 상한

치는 휠 체결을 위한 원형 홀과의 가공 및 조립 시 

추가변형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원형 홀의 중심으로

부터 3mm 두께를 만족시키는 한계치이다. 그림 12

를 통해 DS_R이 16mm일 때, 상 적으로 작은 체

적을 가지면서, 최  등가 응력이 가장 낮게 발생되

는, 최적의 설계값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체적은 

358.19mm³, 최  등가 응력은 369.56 MPa이다. 

표 3은 휠 체결판의 초기 컨셉 안과 최적화 안의 

체적, 최  등가 응력을 나타낸다.

표 3. 휠 체결판의 최적화 결과

Table 3. Optimization result of wheel plate

Volume
[mm3]

Max Stress
[MPa]

Before Optimization 577.7 417.67
After Optimization 358.19 369.56

Reduction Ratio [%] 38 11.52

결과적으로 최적화 안을 적용하였을 때, 초기 컨

셉안보다 경량(체적 38%감소), 고강도(최  등가 

응력 11.52%감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Ⅵ. 추가 낙하 시험

향상된 내충격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13의 

1.8m 높이의 낙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추가적으

로 그림 14의 포물선 투척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림 14의 포물선 투척 실험은 투척 각도, 초기 속도 

등이 실험 규정에 입각한 정밀한 실험이 아니며, 재

현성에도 한계가 있는 실험 방법이지만 기존 1.8m 

낙하 실험 보다 더 가혹한 실험 조건으로 포물선 

정점의 최  높이는 략 5m로, 1.8m 낙하 실험 

비 2.5배 정도의 위치 에너지를 로봇 플랫폼이 

받게 된다. 1.8m 낙하 실험 결과, V장에서 예측된 

바와 같이, 휠 체결판의 파손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

으며, 모든 전기적, 기계적 요소들이 정상적으로 작

동하였다. 하지만, 정점의 높이 5m를 가지는 포물

선 투척 실험의 경우, 그림 15와 같이 파손이 발생

되었다.

그림 13. 보강 후 추가 낙하 실험 

Fig. 13. Additional drop test after reinforcement

 

 

그림 14. 보강 후 포물선 투척 실험

Fig. 14. Parabolic throwing test after 

reinforcement

그림 15. 포물선 투척 실험 후 파손 부품 

Fig. 15. Fracture parts after parabolic 

throwing test

정점의 높이 5m를 가지는 포물선 투척 실험 결

과 Tail Wheel 부위가 파손되었으며 파손 원인에 

한 검토 결과, 낙하 시 Tail Wheel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Tail Wheel이 벌려지면서 지면에 먼저 닿

아 이 외력이 Tail Wheel과 연계된 구조물에 전달

되어 그림 15와 같은 파손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

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Tail Wheel이 본

질적으로 지면에 닿지 않도록 메커니즘적 보완 접

근(토션 스프링 상수 및 예압 선정)과, 구조적 보강

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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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토의

소방관 보조로봇은 화재 초기에 투입되어 구출

해야 할 인명 파악, 화점 파악, 실내 온도, 유독 가

스 농도 파악 등 요구조자의 파악과 화재 진압 및 

소방관 진입 판단에 적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를 위해 소방관 보조로봇은 초기 화

재 현장에 빠르게 접근하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우수한 휴 성, 투척의 용이성 및 빠른 기동성

을 가질 수 있는 소형, 경량 구조를 가져야 한다. 

또한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의 충격 및 투

척 후에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소방관 로봇 플랫폼의 경량 고강도 검토

를 통한 설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검토되지 않은, 투척형 소방관 보조로봇의 

내충격 성능 평가와 향상의 일환으로, 1.8m 자유 

낙하 실험을 통한 내충격 성능 평가와 구조 경량 

고강도화 접근을 수행하였다. 

차후 연구(Further Work)로 투척형 소방관 보조

로봇의 실용성과 완성도 향상을 위해, 소방관 보조

로봇의 이동성능(Mobility) 개선 즉 등판 성능과 직

진속도 향상을 위해 변경이 될 모터와 모터 사이즈 

증가에 따라 설계 변경되는 주요 구조물들(베이스 

플레이트 외)을 포함하는 로봇 시스템을 상으로, 

1.8m 낙하 시험보다 더 가혹한 그림 14와 같은 조

건의 실험 및 해석을 통해 내충격 성능 개선을 지

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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