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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극복을 위한 초고도 도약 메커니즘 설계
The Design High Jumping Robot for Overcoming the High Obst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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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연 재해로 인한 사고 현장 및 전투 상황과 

같은 사람이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 투입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소형 

무인 로봇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소형 로봇은 기존의 대형 차량에서 주로 

사용되어왔던 바퀴와 트랙 또는 최근에 소형 로봇

의 험지 극복성능 향상을 위해 연구되고 있는 휠-레
그를 이동 수단으로 하는 로봇이 대부분이다.1-3

하지만 로봇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상대적으

로 로봇이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의 크기가 커진다. 
기존 이동수단 방식을 이용하는 소형 로봇은 기본

적으로 지면과의 지속적인 견인력이 필요하기 때

문에 이동 수단의 크기에 따라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의 크기와 형태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반면

에 도약이 가능한 로봇은 장애물의 높이가 도약 

높이보다 낮으면 어떤 형태의 장애물이라도 극복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약 높이를 최대화 시키는 관점

을 기반으로 설계한 도약 로봇의 동역학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결과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Fig. 1 spring-2 mass model( :displacement of spring, 
:displacement from end of spring connecting 
  to impact position)

2. 도약 메커니즘 설계

본 연구에서 설계한 로봇은 두 개의 질량이 인장

된 스프링이 압축되면서 충돌한 힘으로 도약한다. 
충돌 후 로봇의 도약 높이는 Fig. 1의 모델을 바탕으

로 유도할 수 있다. 최대 운동에너지와 최대 위치 

에너지를 m ax max , 스프링 상수를 , 스프링

의 인장길이를  , mass1과 mass2을 각각   , 
충돌 직전 속도를 이라 할 때, 충돌 직전의 속도 

은  에너지 보존 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로 구할 수 있고 도약 높이 는 역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유도된 수식에 의하면 로봇의 

총 무게  의 합을 최소화 하고 스프링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최대화 할수록 즉 스프링 상수 

와 인장길이 를 크게 할수록 도약 높이가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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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N/mm 140mm 30g 15g

  

 0 14.7 30

max  3124 3157 3142

m ax  223 228 226

Table 1 Simulation setting

Fig. 2 max (top) and max (bottom) in accordance 

with the impact position 

Table 2 Simulation result

는 것을 알 수 있다. 식 (7)에서 도약 높이 는 

두 질량의 충돌 직후의 속도 
에 비례함을 알 

수 있고, 식 (4)로부터 은 충돌 직전의 속도 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에 연결된 스프

링의 끝단부터 두 질량의 충돌지점까지의 길이인 

는 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

3. 시뮬레이션 검증

2절에서 언급한 충돌지점인 에 따른 도약 높이

의 변화를 Table 1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여 검증하였다. 시뮬레이션 수행 시 스프링의 

길이와 무게는 무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충돌지점이 으로부터 

   을 만족하는 (정적 평형 위치) 만
큼 떨어진 곳에 위치 할 때, 충돌 직전의 속도가 

최대가 되고 또한 도약 높이 가 최대가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Fig. 2, Table 2). 

4. 결론

스프링의 변위로 인하여 발생한 힘에 의해 가속

된 두 질량의 충돌로 도약하는 로봇의 설계에서는 

로봇의 질량 및 스프링에 저장되는 에너지의 양 

뿐만 아니라 충돌지점 위치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도약 높이를 최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시뮬레이션

으로 검증 할 수 있었다. 이 결론을 바탕으로 추후 

스프링을 이용한 도약 로봇 개발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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