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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가변 토폴로지 트러스(Variable topology truss: VTT)는 기하학적 

형과 토폴로지의 자체적 재구성이 가능한 트러스 구조의 모듈 로봇이다. 

기존의 VTT의 자체적 재구축 과정은 서로 다른 3개 이상의 선형 

액츄에이터를 이용한 3차원 공간 상의 모듈들의 이동과 재결집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재구축 과정은 3개 이상의 다수의 모듈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기에 이들 모듈들의 안정정인 이동을 위해 실제로 재구축에 관여하는 

모듈보다 더 많은 수의 모듈이 동시에 제어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발생하는 토폴로지 설계의 어려움과 구성 모듈들 간의 

의존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단위의 모듈 이동을 통한 확장성 

높은 토폴로지 재구축이 가능한 자체적 재구축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면좌표계 기반의 체인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한 마스터 노드와 이를 통한 단일 이동이 가능한 

다수의 수동적 모듈들로 이루어진 노드를 설계하여 이를 통하여 다른 

모듈에 의존하기 않는 자체적인 단일 모듈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VTT 플랫폼의 자체적 토폴로지 재구축은 서로 다른 기능을 

구현하는 두 토폴로지 간에 이루어지며 모듈의 단일 이동을 통한 

재구축으로 기존의 삼차원 좌표계 기반의 재구축 과정보다 기능성을 

갖춘 토폴로지 간의 재구축 과정을 유도하고 이를 실제 진행하는 과정이 

단순화되었다. 설계를 통해 제작된 마스터 모듈과 체인 액츄에이터를 

통한 실험으로 단일 모듈의 이동이 가능함을 보였다. 

주요어 : 모듈러 로봇, 트러스 구조, 자가 재구축, 구면 좌표계 구동기, 

체인 액츄에이터 

학   번 : 2017-2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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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가변 토폴로지 트러스(Variable topology truss: VTT)는 기하학적 

형상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토폴로지 재구성이 가능한 트러스 구조의 

신개념 모듈 로봇이다. [1]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VTT는 

재난상황에서의 인명구조를 위해 이동을 위한 토폴로지로 목표 지점까지 

스스로 이동하며 목표지점에 도착하여 붕괴 위험이 있는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토폴로지로 자체적인 

토폴로지 재구축을 수행하고 구조물 지지 임무를 수행한다. 

 

 

그림 1 기둥형태의 토폴로지와 돔향태의 토폴로지 

 

[그림 1]과 같이 트러스 구조는 토폴로지 구성에 따라 이동 및 

지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트러스 

구조의 모듈 로봇은 기본적으로 선형 액츄에이터와 꼭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VTT 플랫폼은 선형 액추에이터로는 

고배율로 신축이 가능한 스파이럴 지퍼 액츄에이터를 사용하여 기하학적 

형상의 변화의 폭을 넓히며 6절 혹은 12절 링키지를 이용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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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과 이를 지탱하는 구체를 통하여 노드가 지면을 지지하면서 구면 

상에서 개별 트러스 모듈들이 자유롭게 구동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림 2 VTT 플랫폼의 기존 토폴로지 재구성 실험 장비 

 

기존의 VTT 플랫폼의 토폴로지 재구성은 선형 액추에이터에 

의존한 방식으로 3차원 좌표상에서 서로 다른 3개 이상의 트러스 

모듈들이 링키지로 연결되어 [그림 2]와 같이 구체 관절을 유지한 

상태로 이를 다른 구체로 이동한 후 링키지 연결관계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트러스 모듈 그룹들을 형성한다. 이후 이들을 분리하여 새로운 

토폴로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VTT플랫폼은 트러스 구조의 모듈 로봇으로 운용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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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폴로지 재구성 방식을 보이지만 이는 실제 로봇을 만들어 

운용하기에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들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VTT 플랫폼의 재구성 과정 단계에서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기능 구현을 위한 토폴로지 선정에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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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VTT 플랫폼의 재구성 과정에서의 문제 

 

기존의 VTT 플랫폼의 토폴로지 재구성 과정은 3개 이상의 트러스 

모듈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 트러스 모듈의 

안정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동중인 꼭지점의 반대편 부분의 고정을 

위해 추가적인 트러스 모듈을 필요로 한다. 트러스 모듈의 반대편 

지점은 최소 3개의 트러스 모듈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보다 적을 

경우 트러스의 꼭지점이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3개의 트러스 모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최소 9개의 트러스 모듈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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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토폴로지 선정에서의 문제 

 

VTT 플랫폼의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토폴로지의 선정은 

VTT 플랫폼의 재구성 과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림 3 모듈 그룹 간의 결합과 재배치를 통한 재구성 

 

VTT플랫폼의 재구성은 [그림 3]와 같이 3개 이상의 트러스 모듈 

그룹이 3개 이상의 트러스 모듈이 모인 노드와 결합하여 노드 상에서 

그룹을 새로 구성한 후 분리되어 새로운 노드 만들어내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목표하는 토폴로지를 만들어낸다. 이때 이동하는 트러스 모듈 

그룹은 각각의 트러스 모듈의 지지점에서 2칸이상 떨어진 지점의 

노드로만 결합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약조건으로 인해 VTT 플랫폼의 

토폴로지 선정과 재구성 과정의 설계는 원하는 토폴로지를 정하고 이 

사이의 과정을 구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실현 가능한 토폴로지를 나열 

후 이들 간의 재구성 관계도를 작성하여 이중에서 적절한 토폴로지와 

단계를 정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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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트러스 모듈 21개와 24애 의해 형성된 관계도 

 

그렇기에 실제로 사용자가 원하는 토폴로지를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트러스 모듈로 이루어진 VTT 플랫폼 구조를 찾게 되며 이러한 

트러스 모듈의 증가는 [그림 4]와 같은 토폴로지 관계도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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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목표 및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VTT 플랫폼이 가지는 재구성 과정에서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자체적 재구성에서 다른 트러스 모듈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재구성 메커니즘인 마스터 노드의 설계를 목표로 한다. 

 마스터 노드는 각 노드의 중심부에 위치한 구체에 내삽된 체인 

액츄에이터와 터렛 구동부, 엔드 이펙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구동부는 마스터 노드가 자신이 배치된 노드에 속한 다른 트러스 

모듈들의 위치를 독립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이다. 구면 

상의 트러스 모듈은 반지름 값이 고정된 구면 좌표계 기반의 

매니퓰레이터를 통해 구면 상의 목표지점으로 이동하여 다른 노드와 

연결되어 토폴로지를 재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의 단일 트러스 

모듈의 이동은 재구성을 위한 추가적인 트러스 모듈의 수를 3개로 

줄이는(이는 마스터 노드가 속한 노드의 위치고정을 위한 트로스 모듈의 

개수다) 것으로 구조적인 의존도를 줄이며 또한 기능 수행을 위한 

토폴로지 선정과정을 각각의 토폴로지를 지정한 후 이들 사이의 재구성 

과정을 설계하는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VTT플랫폼이 전체 토폴로지 

재구성 관계도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이를 설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스터 노드의 각 요소별 설계는 트러스 모듈의 

물리량을 기반으로 한 마스터 노드의 출력 요구량 계산과 그에 맞는 

구동부의 선정을 기반으로 하며 체인 매니퓰레이터의 경우 구면 

좌표계를 유지하며 구면에 접하여 체인이 구동하도록 할 수 있는 체인의 

설계 해석을 수행한다.  

최종적으로는 마스터 노드를 이용한 재구성의 가능성을 큐브에서 

타워형태로의 토폴로지 변형과정으로 이론적으로 확인하고 마스터 

노드를 실제 제작 및 기능 검증을 실험으로 수행하는 과정까지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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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마스터 노드의 설계 

 

제 1 절 2-자유도 구면 좌표계 매니퓰레이터 

 

 

 

그림 5 마스터 노드의 전체 구조 

 

마스터 노드는 2자유도의 구면좌표계 매니퓰레이터로 기구학적으로 

노드의 중심점에 배치된 두개의 회전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회전축은 θ와 φ값을 제어하여 R값이 고정된 구면 상의 특정 지점으로 

엔드 이펙터를 이동시킨다. 

구체 내에 구동부를 삽입하고 구면상의 다른 트러스 모듈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실제 구동부는 체인 매니퓰레이터와 내치기어 

기반의 터렛 설계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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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위도(θ)제어를 위한 구동부 설계 

 

마스터 노드는 VTT플랫폼의 노드부의 기계적 결합을 유지하면서 

노드에 속한 다른 트러스 모듈의 기하학적 구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기에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설계를 필요로 한다. 

우선 마스터 노드는 노드에 속한 트러스 모듈 중 하나와 기계적인 

결합을 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 이때 기계적 결합을 한 부분은 베어링을 

통하여 트러스 모듈과 마스터 노드 간의 축회전을 독립적으로 유지한다. 

이러한 결합으로 마스터 노드의 경도(φ) 회전축은 트러스 모듈의 

중심축과 일치하게 되며 링키지로 구성된 트러스 모듈 간의 결합이 

구체와 지속적으로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계적 결합으로 인해 위도 제어를 위한 매니퓰레이터는 

트러스 모듈과의 결합 지점인 Z축으로 구체의 중심에서 반지름인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제어를 시작해야한다. 동시에 구면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특정 위도에 엔드 이펙터가 구면과의 탄젠트를 유지하면서 

도달할 수 있도록 매니퓰레이터를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재구성 

과정에서 다른 트러스 모듈과의 충돌을 막기위해 트러스 모듈간의 

링키지 연결부의 구동범위를 벗어난 공간을 구동 영역으로 지정해야한다. 

 체인 액츄에이터는 일반적으로는 체인의 경로를 고정하기 위한 

레일을 이용하거나 체인 자체적으로 휨방향으로의 동작을 제한하는 

설계를 갖추어서 특정경로 방향으로 체인이 구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진 구동기구이다. 체인 액츄에이터는 일반적인 타이밍 벨트나 

볼스크류를 통해 구동하는 선형 액츄에이터들이 구동부의 물리적 

제약으로 확장비를 1대 2 이상 높일 수 없는 것과는 다르게 확장비를 

더 높일 수가 있으며 체인의 특성상 구동부의 동작방향과 체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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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부를 평행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높은 

확장비나 작용점의 거리를 증가시킨 텐덤 드라이브식 액츄에이터가 

당기는 방향으로만 제대로 동작하는 것 과는 다르게 미는 방향으로도 

충분한 동력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림 6 체인 구동부와 구면 간의 접촉 

 

구면 상에 체인을 놓을 경우 [그림 6]와 같이 구면 중심방향으로의 

굽힘은 구면과의 접촉으로 방지할 수 있기에 별도의 레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구면 바깥방향으로의 굽힘은 이송용으로 사용되는 

어테치먼트 체인에 굽힘 각을 제한하는 커버를 부착하는 것으로 방지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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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마스터 노드와 링키지의 결합을 위한 범위 

 

또한 [그림 7]에서 붉은 원의 내부로 표시된 링키지의 

구동영역에서 벗어난 곳에서 재구성을 위한 액츄에이터 구동이 가능하다. 

 체인과 체인의 구동을 위한 스프로켓의 위치는 구면의 반지름과 

체인의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되며 구면상에 접촉한 체인의 궤도와 궤도 

원에 접한 스프로켓의 피치원을 기준으로 한 체인의 최종 경로와 위치 

선정을 나타내고 있다. 

 

2.1.2 경도(φ)제어를 위한 구동부 설계 

 

마스터 노드의 경도 제어는 Z 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 구동부로 

이루어진다. 마스터 노드의 중심부는 위도 제어를 위한 체인 

액추에이터의 체인이 보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스터 노드의 회전 

구동부는 중공형의 설계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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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구면 좌표계 매니퓰레이터의 부하 하중 

 

단일 트러스 모듈의 이동에서 발생하는 부하의 대부분은 트러스 

모듈의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모멘트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림 8 최대 부하 상황에서의 모듈요소에 의한 부하 분석 

특히 트러스 모듈을 포함한 전체 길이에서 체인 액츄에이터의 

작용점은 회전 중심에 가깝게 위치하였기 때문에 큰 부하가 발생하게 

된다. 구동부에 적용할 모터의 선정을 위하여 최대 부하 상황인 트러스 

모듈이 Z축에 수직으로 배치되었을 때 기준으로 하여 [그림 8]과 같은 

구조적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트러스 모듈은 링키지에 의해 

노드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회전운동을 하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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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마스터 노드를 통한 토폴로지 재구성 

 

제 1 절 단일 트러스 모듈 이동 방식의 재구성 

 

단일 트러스의 이동을 통한 토폴로지의 재구성은 고정된 기구학적 

구조에서 수행 가능한 과정이며 이는 기존의 VTT 플랫폼의 재구성과 

같이 다수의 트러스 모듈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구성을 

위한 제어가 단순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이동을 위한 토폴로지와 

지지를 위한 토폴로지를 미리 정한 뒤 이들 사이의 연결관계 차이를 

토대로 재구성을 할 수 있다. 

 

 

그림 9 단일 재구성 방식을 통한 토폴로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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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은 VTT 플랫폼의 재난 환경에서의 이동 및 지지 수행 

시나리오에서 이동 기능을 수행하기위한 정육면체 형태의 토폴로지에서 

삼각기둥 형상의 토폴로지로 변환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토폴로지의 재구성은 크게 두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마스터 

노드는 초반 과정인 연결관계의 재구성을 담당한다. 이후의 과정은 

트러스 모듈을 통한 기구학적인 구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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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마스터 노드의 단일 트러스 모듈 이동 실험 

 

설계 제작된 마스터 노드의 실제 구동은 링키지로 연결되어진 

트러스 모듈의 구면좌표계 상의 특정 지점으로의 이동을 확인하는 

실험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10 마스터 노드의 단일 재구성 실험을 위한 장비 

 

[그림 10]과 같이 마스터 노드와 최소 구동을 위한 링키지 구조 

그리고 나머지 트러스 구조의 지지를 위한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실험용 

장비를 제작한다. 실험은 구면 상의 임의의 두 지점을 왕복 이동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치의 오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실험에서 관찰된 마스터 노드의 문제는 두가지로 경도 

제어에서 발생하는 미끄러짐과 트러스 모듈의 휘어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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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노드는 구형 구조물의 내부에 내장된 구조로 지면과는 

구면의 표면으로 접촉한 상태이다. 그렇기에 구조물과 지면과의 

접촉면적이 점에 가까워진다. 이는 경도 제어에서 내치기어가 설치된 

구형 구조물에 전달되는 반작용 힘에 의해 구조물이 역방향으로 

회전하게 됨을 의미한다. 실제로 실험을 수행한 장소는 바닥이 평평하며 

단단한 환경이기에 이러한 역회전에 의한 미끄러짐은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위치오차는 전체 경도 이동거리의 5%에 해당한다. 

 

 

그림 11 실제 수평 위치에서 처짐이 발생하는 모듈 

 

트러스 모듈의 휘어짐은 마스터 노드가 아닌 링키지 연결부에 의해 

발생한 문제이다. 트러스 모듈에 가해진 하중과 체인 액츄에이터가 

작용하는 작용점 간의 거리 차이와 링키지 노드의 공차에 의한 비틀림의 

발생을 [그림 11]과 같이 실험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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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토폴로지의 자체적 재구성이라는 특정 상황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설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조의 실제 구동에서 단일 

멤버에 의해 발생하는 높은 모멘트를 지지하면서 해당 멤버를 목표 

지점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출력이 나옴을 확인하였다. 실험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추후 설계적 보완으로 극복될 것이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한 전체 형상 제작을 통해 VTT 플랫폼이 실제 기구학적 

구동과 자체 재구성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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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of master node for reconfiguration of 

Variable Topology Truss Platform 

 

EUGENE PARK 

Department of Mechanical &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work addresses the ball joint can reconfigure itself with 

spherical coordinate system-based manipulator. Variable topology 

truss platform is self-reconfiguring robot that works with linear 

actuator and detachable ball joint. The design of traditional ball-

joint-based robots requires three or more linear actuators to 

perform self-reconfiguration. This parallel drive control of joint 

impairs the freedom of the robot's drive.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proposes a joint structural design that allows the reconfigure 

process to be self-implemented on a single truss basis from the 

joint itself. For this purpose, a single joint has a spherical 

coordinate system-based manipulator that can control individual 

trusses on the ball joint sphere. This ball joint design enables 

Variable topology truss platform to maintain high robustness and 

carry out the reconfigu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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