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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사회에서는 유체의 수송을 위하여 

파이프를 사용하고 있다. 이때 파이프 내부의 

부식, 파괴로 인하여 수송의 기능을 잃게 

되면서 이로 인한 금전적 손실 또는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파이프 내부의 검사 및 보수를 

통하여 파이프의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이프 구조는 보통 Fig. 1 과 같기 

직선관과 분기 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이프 

내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직선관, 분기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분기관과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두 

방향이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기관을 

극복하기 위해 걷는 방식의 로봇[1], 바퀴의 

속도차이를 이용하는 로봇[2], flexible link 를 

이용한 로봇[3] 이 제안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3 개의 압축 스프링을 이용, 

이를 flexible link 로 활용하여 분기관을 극복할 

수 있는 로봇의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기구학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려 한다. 

 Fig. 1 Two types of pipes 

Fig. 2 Locomotion cycle of overcome branch pipe 

  

 

 

 

 

 

Fig. 3 Structure of flexible link 

 

2. In-pipe Robot 

가. 메커니즘 

분기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분기관의 분기되는 방향에 따른 로봇의 

움직임도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Fig. 2 와 

같이 flexible link 를 사용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분기관 극복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link 의 배치 구조는 Fig. 3 과 같다. 

3 개의 스프링이 각각 120°간격으로 위치하여 

있다. 세개의 스프링의 두 모듈간 길이차를 

이용하여 하단 모듈에 대해 상단 모듈의 

orientation 이 바뀌게 된다.  이러한 orientation 

차이를 이용, 분기관을 Fig. 2 와 같이 극복하게 

된다. 

나. 기구학 분석 

원하는 orientation 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의  

스프링 길이를 구해야 한다. 도넛의 반지름이 

유연한 링크를 가진 파이프 로봇의 기구학 분석 

Analysis on kinematic charateristics for in-pipe robot with flexible link 

*이병조 1
, 조웅희 1 

, 
#양현석 1 

*B. Lee
1
,  W. Cho, 

 #
H.S Yang(hsyang@yonsei.ac.kr),  

1
연세대학교 정밀제어시스템연구실 

 

Key words : In-pipe robot, Flexible link, orientation 
 

357



한국정밀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Fig. 4 Kinematics of robots 

r  이라 하고 중심을 기준으로 모듈이 

회전한다고 생각하면 모듈에 고정되어있는 

rotating plane 의 이동 거리는 

                                    (1)L r   

와 같이 정의된다. 

Fig. 4 와 같이 rotating plane 을 기준으로 

상단 모듈이 회전하게 한다. Rotating plane 

으로 부터 각각 스프링의 떨어진 거리는 식 

(2)~(4)와 같이 정의된다. 이를 통하여 각각 

스프링의 길이를 구하면 식 

(5)~(7) 와 같이 된다. 

 

3. 실험 및 

결과 

원하는 모듈의 orientation 값을 이용하여 

통하여 실제 얻어지는 각도와 비교해본다. 

센서를 통하여 얻어지는 값과 원하는 

orientation 값은 euler angle 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조건은 하단 모듈이 중력에 

대하여 수직하게 놓았다.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Table 1 Experiment Condition 
 

 r (mm)  (deg)  (deg) 

#1 300 30 25 

#2 300 30 50 

#3 300 30 75 

Table 2 Experiment data 
 

#1 Computed Experiment Error 

Roll(deg) -21.99 -21.3 0.69 

Pitch(deg) -12.20 -13.2 1 

Yaw(deg) 2.38 3.6 1.22 

#2 Computed Experiment Error 

Roll(deg) -45.90 -42.7 3.2 

Pitch(deg) -22.52 -22.5 0.02 

Yaw(deg) 9.64 11.7 2.06 

#3 Computed Experiment Error 

Roll(deg) -72.81 -67.2 5.61 

Pitch(deg) -28.88 -27.8 1.08 

Yaw(deg) 21.50 22.4 0.9 

 

중력에 의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r , 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값이 증가할수록 중력에 의한 영향이 커져 

오차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추후계획 

분기관 극복을 위한 로봇의 orientation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orientation 차이가 커질수록 각도의 오차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후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한국 산업 기술 평가 관리원의 

산업 융합 원천 기술개발 사업 (산업융합기술-IT 융합)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10043897, 치료시간 30% 단축을 위한 

자동 병변 추적 기술기반 악성종양 치료용 500 cGy 급 dual-

head 갠트리 방사선 치료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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