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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서론서론서론 
 

송전선로에 절연물로 사용되는 애자(Insulator)는 장기간 

동안 받는 고전압 스트레스, 기계적 스트레스, 열 스트레스 

및 환경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열화가 발생될 수 있다. 

애자 점검 작업은 이로 인한 애자의 절연 저하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양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작업이다. 송전선로의 애자련은 크게 현수애자련

(Suspension Insulator String)과 내장애자련(Tension Insulator 

String)으로 나누어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 현수애

자련용 정밀 점검용 로봇 기구부를 개발한 내용에 대하여 

다룬다.  

기존의 현수애자련 점검용 기구부들은 애자련을 자율적

으로 이동하는 로봇이 아니라 모두 사람이 절연봉(Hot 

Stick)을 통해 수작업으로 움직이는 수동식 기구[1, 2]이거나 

또는 자체 무게(自重)에 의해 애자련을 따라 내려갔다가 로

프를 통해 다시 끌어올려지는 기구[3] 형태에 불과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활선애자 점검 작업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

지만, 활선 현수애자련을 주행하면서 애자 청소작업을 수

행하는 기존의 로봇들이 존재한다[4~6]. 하지만, 이 청소로

봇들은 애자를 청소하기 위한 장치의 장착으로 그 크기가 

크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항상 2 개 이상의 애자와 접촉하

고 있기 때문에 절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수애자련 주행을 위한 Wheel-Leg 형 로봇 이동 

메커니즘을 새로이 제안하였고, 이를 채택하여 활선 상태

에서 현수애자련을 주행하면서 애자를 정밀 점검할 수 있

는 로봇 기구부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로봇 기구부는 구조

가 간단하면서도 주행 시 1 개의 애자만을 접촉하므로, 기

존 메커니즘에 비해 절연성능 및 안전성이 뛰어나며 로봇 

기구부의 소형•경량화가 가능하다. 
 

2. Wheel-Leg 형형형형 로봇로봇로봇로봇 이동이동이동이동 메커니즘메커니즘메커니즘메커니즘 
 

로봇 기구부의 설명에 앞서, 먼저 Wheel-Leg 구조를 이

용하여 현수애자련을 따라 이동 가능한 Wheel-Leg 형 로봇 

이동 메커니즘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림 1 은 현수애자련을 

주행하기 위한 Wheel-Leg 형 로봇 이동 메커니즘의 동작 

과정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Wheel-Leg 구조에 의해 

로봇기구부가 기준자세로부터 애자련을 따라 애자 1 개만

큼 하강하는 동작 과정을 보여준다. Wheel-Leg형 로봇 이동 

메커니즘은 그림 1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로봇의 골격을 

형성하면서 Wheel-Leg 의 회전축의 역할을 하는 상∙ 하 프

레임에 각각 장착된 Wheel-Leg 를 이용하여 애자의 자기

(Porcelain) 부분을 번갈아 지지하면서 애자련을 따라 이동

한다. 상∙ 하부 Wheel-Leg 는 2 개의 모터를 이용하여 각각 

구동할 수도 있지만, 둘 다 동일한 속도로 회전하므로 타

이밍 벨트와 같은 동력 전달 장치로 서로 연결한 후 1 개

의 모터로도 구동할 수 있다. 그림 1 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로봇기구부는 상∙ 하부 Wheel-Legs가 180도 회전할 때

마다 애자 1 개를 이동할 수 있다. 애자련 상승 동작은 그

림 1 의 역순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Wheel-Leg 구조는 

로봇의 안정적 구동을 위하여 3 조(組)가 장착되어야 한다.  

 
(a) 0 deg (reference posture) 

  
(b) 45 deg                     (c) 90 deg 

  
        (d) 135 deg                   (e) 180 deg 

Fig. 1 Downward movement of Wheel-Leg type mechanism 
 

3. 로봇로봇로봇로봇 기구부기구부기구부기구부 설계설계설계설계 
 

그림 2 는 일반용 210kN 애자로 구성된 345kV 송전선

로의 현수애자련을 적용 대상으로 상세 설계된 현수애자련 

정밀 점검용 로봇 기구부를 보여준다. 로봇 기구부의 구성

을 살펴보면, 애자련 이동을 위하여 Wheel-Leg 구조를 이

용하는 3 조(組)의 구동 모듈(Actuation Module), 전기적으로 

애자를 점검하는 점검 모듈(Inspection Module), 로봇을 애자

련에 설치 또는 철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치 기구와 로봇

을 결합해주는 결합 모듈(Connection Module), 로봇 구동 상

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절연봉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로봇

을 애자련에서 이탈시키기 위한 윙 개폐 모듈(Wing Opening 

Module)과, 이 외에 애자 전기적 특성 측정 모듈, 제어기 

모듈, 배터리 모듈, 크랙(Crack) 검출부로 이루어져 현수애

자련 주행 및 애자 점검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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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Mechanism for Inspection of Live-line Suspension Insulator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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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tailed design of robot mechanism for insulator inspection 

 

 
Fig. 3 Actuation module for robot mechanism 

 

구동 모듈은 그림 3 에서 볼 수 있듯이 상∙ 하부 

Wheel-Legs, 타이밍 벨트와 풀리, 벨트 텐셔너, DC 기어드 

모터, 평기어와 스키드바 어셈블리로 이루어져 있다. 하부 

Wheel-Leg 는 기어드 모터에 의해 직접 구동되고 상부 

Wheel-Leg 는 타이밍 벨트에 의해 전달되는 힘에 의해 구

동된다. 점검 모듈은 RC 서보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회전축

과 이 회전축에 장착된 2 개의 검출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회전축을 회전시킴으로써 활선애자의 캡(Cap)에 검출봉

을 접촉시켜 애자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4. 제작제작제작제작 및및및및 시험시험시험시험 
 

그림 4 는 제작된 활선 현수애자련 정밀 점검용 로봇 

기구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5 는 로봇기구부의 기능 

시험으로서 수행한 애자련 주행 및 점검 작업의 동작 과정

들을 보여준다. 그림 5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발된 현수

애자련 정밀 점검용 로봇 기구부는 현수애자련 주행과 애

자 점검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Fig. 4 Robot mechanism for insulator inspection 

 

   
(a) Reference posture             (b) Moving up 

   
    (c) Reference posture        (d) Inspecting (Probes ON) 

Fig. 5 Experimental results of robot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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