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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로봇의 효율적 야지 주행을 위한 최대 구동력 추정 

Predicting Maximum Traction for Improving Traversability of 
Unmanned Robots on Rough Ter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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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oung Kim1 and Jihong Lee1) 

1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o predict maximum traction for unmanned robots on rough terrain in order to improve 
traversability. For a traction prediction, we use a friction-slip model based on modified Brixius model derived empirically in 
terramechanics which is a function of mobility number Bn and slip ratio S. A friction-slip model includes characteristics of various 
rough terrains where robots are operated such as soil, sandy soil and grass-covered soil. Using a friction-slip model, we build a 
prediction model for terrain parameters on which we can know maximum static friction and optimal slip with respect to mobility 
number Bn. In this paper, Mobility number Bn is estimated by modified Willoughby Sinkage model which is a function of sinkage z 
and slip ratio S. Therefore, if sinkage z and slip ratio are measured once by sensors such as a laser sensor and a velocity sensor, then 
mobility number Bn is estimated and maximum traction is predicted through a prediction model for terrain parameters. Estimation 
results for maximum traction are shown on simulation using MATLAB. Prediction Performance for maximum traction of various 
terrains is evaluated as high accuracy by analyzing estimation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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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탐사, 정찰, 재난 구조 등 특정한 목적의 자율 주행 로봇이 

현재의 운용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주행성능을 예측하는 것은 

로봇의 안전성, 주행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로

봇의 주행성능은 로봇과 지형간의 다양한 상호작용 운동에 의

해 달라지는데, 특히 로봇 바퀴와 지면간의 마찰-슬립 특성은 

주행성능을 변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야지 환경에서 로봇이 효율적인 주행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야지 환경의 마찰-슬립 특성을 통해 로봇이 발휘 할 수 있

는 최대 구동력을 유지하며 운용되는 것이 필요하다[1-3,14,15]. 

야지 환경에서의 마찰-슬립 특성을 고려한 지형 모델링 연

구는 군사 로봇 및 탐사 로봇 등의 주행성 극대화 및 구동 

에너지 효율성 확보를 위해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지형 모델링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다: 해석적 방법(analytical method), 경험적 방법(empirical 

method), 반경험적 방법(semi-empirical method).  

해석적 방법(analytical method)은 지형과 바퀴간의 상호 작

용을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지형을 모델링 하는 방법이다. 해

석적 방법(analytical method)은 컴퓨터의 수치해석 능력을 기

반으로 정확하게 지형을 모델링 하는 것이 가능하며, FDM 

(Finite Difference Method) [4], FEM (Finite Element Method) [5], 

DEM (Discrete Element Method) [6] 등의 분석 방법들이 있다. 

경험적 방법(empirical method)은 원추 관입 시험기(cone 

penetration test)를 지형에 밀어 넣어 나오는 수치, 원추 지수 

CI (Cone Index)를 기반으로 지형을 모델링 하는 방법이다[7-

10]. 경험적 방법은 오로지 실험에 의해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

하여 지형을 모델링 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지형 모델링이 가

능하다. 마지막으로 반경험적인 방법(semi-empirical method)은 

지형과 바퀴간의 상호작용의 수학적 가정하에서 베바미터

(bevameter) 장비를 이용해 지형을 모델링 하는 방법이다[1-3,9]. 

경험적 방법(empirical method)은 지형 모델링 방법 중 가장 

간단하지만 다양한 지형의 모델링이 가능하고, 또한 최근 

DEM (Discrete Element Method) 지형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에

서 경험적 방법(empirical method)과 유사한 지형 모델 결과가 

나와 경험적 방법(empirical method)의 신뢰성을 입증하였다[6]. 

본 논문에서는 지형 모델링의 경험적 방법(empirical method)

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브리시우스모델(Brixius model)을 이용

하여 구동력 추정에 필요한 마찰-슬립 특성을 유도하였다.  

마찰-슬립 특성을 통한 최대 구동력 추정 방법에 있어 최

대 정지 마찰 계수 µp 는 지형과 로봇 바퀴의 상호 작용 운

동에서 로봇 바퀴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최대 반력(reaction 

force)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따라서 최대 정지 마찰 계

수 µp 를 추정하는 것은 어떤 지형에서 주행 로봇의 최대 구

동 성능을 예측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본 논문은 야지에서의 마찰-슬립 특성을 기반으로 지형 파

라미터로서 최대 정지 마찰 계수 µp 와 최적 슬립률 Sp 을 

추정하기 위해 이동 지수 Bn
′ 에 대한 지형 예측 모델을 만들

고, 지형 예측 모델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형 파라미터를 추

정하여 자율 주행 로봇의 최대 구동력을 유도함으로써 효율

적인 주행 성능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최대 구동력 추정 알고리

즘의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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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최대 구동력 추정 알고리즘 흐름도. 

Fig.  1. Flow chart of an estimation algorithm for maximum traction. 

 
II. 브리시우스 지형 모델(Brixius Terrain Model) 

브리시우스 지형 모델은 바퀴와 지면과의 슬립률(Slip 

Ratio) 식 (1)과 지형 특성을 반영하는 이동 지수(Mobility 

Number) 식 (2)로 표현될 수 있다[7]. 본 논문에서 식 (2)는 

기존의 원추 지수(CI: Cone Index)를 정격 원추 지수(RCI: 

Rating Cone Index)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정격 원추 지수 

RCI 는 원추 지수 CI 와 리몰딩 지수 RI 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RCI= CI  Remolding Index) [11]. 여기서 리몰딩 지수 

RI 는 차량이 어떤 지형을 통과함에 있어 차량의 이동 정도

에 따라 지면이 침하되었다가 회복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변

수이다. 결국, RCI 와 CI 의 관계는 RI 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

하게 되지만, 만약 RCI 의 추정을 통해 주행 지형을 정확하

게 판단하게 되면 RI 역시 상수로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CI 와 RI 을 하나의 추정변수 RCI 로 가정하

여 이동지수 Bn
′ 을 식 (2)와 같이 표현하였다. 정격 원추 지

수 RCI 추정 방법은 III 장에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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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와 같이 지형과 바퀴 사이에 작용하는 수평 힘을 구

동력과 저항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을 이동지수 Bn
′ 과 

슬립률S로서 브리시우스 모델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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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형과 바퀴 사이에 작용하는 수평 힘. 

Fig.  2. Longitudinal interaction force between a wheel and terrain. 
 

식 (3)과 식 (4)를 총체적인 힘의 결합으로서 마찰 계수를 

표현하는 함수로 나타내면 식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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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 6~C C 은 지형모델 파라미터로서 실험 바퀴의 타이

어의 종류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Bias-ply 타

이어로서 가정하여 유도하였다. 따라서 지형 모델 파라미터

는 1C = 0.88, 2C = 0.1, 3C = 7.5, 4C = 0.04, 5C = 1, 6C = 0.5으

로 지형모델에 사용되었다[7]. 

그림 3은 슬립률이 양수(S > 0)일 때 브리시우스 지형모델

을 슬립률의 변화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Bn
′ =50은 단단

한 지형(firm soil), 그리고 Bn
′ =15는 유연한 지형(sandy soil)을 

나타낸다. 그림 3의 결과로서 브리시우스모델은 야지의 다양

한 지형을 넓은 범위에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지형 파라미터 µp, Sp 추정 

1. 지형 파라미터 예측 모델 

자율 주행 로봇의 최대 구동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식 

(5)를 통해 얻어진 그림 3의 마찰-슬립 특성으로부터 지형 파

라미터 µp, Sp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형 파라미터 µp 

는 그림 3에서와 같이 어떤 마찰-슬립 곡선에서의 최대 정지 

마찰계수를 나타내고, Sp는 최대 정지 마찰 계수 µp를 가질 

때의 슬립률을 나타낸다.  

그림 3의 지형모델로부터 Bn
′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µp, Sp 

값을 이용하여 Bn
′ - µp, Bn

′ - Sp 곡선을 그림 4와 같이 생성할 

수 있다. 두 곡선을 비선형 회귀 법을 이용하여 수식화 하면 

각각의 지형 파라미터 예측 모델은 식 (6), (7)과 같다.  

 

 

그림 3. 브리시우스 지형 모델 (S > 0). 

Fig.  3. Brixius terrai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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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형 파라미터 예측 모델. 

Fig.  4. Prediction model for terrain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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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 지수 Bn′ 를 위한 정격 원추 지수 (RCI) 추정 

야지 환경에서 주행 로봇의 최대 구동력을 추정하기 위해

서는 지형 파라미터 µp, Sp의 예측이 필요하다. 지형 파라미터

는 앞서 설명했듯이 이동지수 Bn
′ 에 대한 지형 파라미터 예

측 모델, 식 (6), (7)을 이용하여 예측될 수 있다. 여기서, 지형 

파라미터 예측을 위해서는 이동 지수 Bn
′ 을 추정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식 (2)에서 나타냈듯이 이동 지수 Bn
′ 은 정

격 원추 지수 RCI 에 대한 함수이므로 정격 원추 지수 RCI 

를 추정함으로써 지형 파라미터를 예측 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정격 원추 지수 RCI 추정을 위해 윌러비 침하 모델

(willoughby sinkage model)을 이용한다.  

식 (8)의 윌러비 침하 모델(willoughby sinkage model)은 차륜

의 침하량을 추정하기 위한 경험식이다[11,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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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8)을 차량이 1회 통과 할 때(N = 1), 정격 원추 지수 

RCI 에 대해 표현 하면 식 (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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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식 (9)에서 슬립률 S 와 침하량 z 을 실시간으로 추

정이 가능하다면 정격 원추 지수 RCI, 또한 II 장의 식 (2)의 

이동 지수 Bn
′ 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지형 예측 모델 식 (6), 

(7)로부터 지형 파라미터 µp, Sp를 추정 할 수 있다.  

 

IV. 지형 파라미터 추정 시뮬레이션 

1. 차량 동역학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최대 구동력 추정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주행 로봇의 직진 방향에 대한 동역학을 고려하여 시뮬

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그림 5는 차량 종역학 모델을 나타낸다. 

차량 종역학 모델을 바탕으로 차체의 종역학 운동 방정식

은 식 (10)-(15)와 같다.  

 sinx x dmV F F mg     (10) 

 x xf xrF F F   (11) 

 21
sgn( )

2d d x xF C AV V   (12) 

 
( sin ) cosh d x r

zf
f r

L F mg mV L mg
F

L L

     





 (13) 

 
( sin ) cosh d x f

zr
f r

L F mg mV L mg
F

L L

     





 (14) 

 coszf zrF F mg    (15) 

여기서 dC 는 항력 계수,  는 공기 밀도, A는 차량 운동 

방향으로의 유체 접촉면적이다. 

또한, 바퀴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식 (16), (17)과 같다. 

 xi iF W  (16) 

 i i xiJ T F r     (17) 

여기서  는 마찰 계수, W 는 한 바퀴에 가해지는 차량의 무

게, J 는 바퀴의 관성 모멘트, T 는 바퀴 토크, r 는 바퀴 반

지름, 그리고 i는 바퀴의 개수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식 

(16)의 한 바퀴에 가해지는 차량의 무게 W 는 식 (13)-(15)에

서의 차량의 수직력 zF 와 동일한 변수로서 사용되었다. 

 

 
,xf xrF F : 앞바퀴, 뒷바퀴 구동력 

,zf zrF F : 앞바퀴, 뒷바퀴 수직력 

, ,f r hL L L : 앞바퀴, 뒷바퀴, 무게중심점 까지의 거리 

 : 노면경사도     dF : 저항력     xV : 종방향 속도 

그림 5. 차량 종역학 모델. 

Fig.  5. Longitudinal vehicle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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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형 파라미터 추정 시뮬레이션 

그림 6과 7은 매틀랩(MATLAB) 시뮬링크(Simulink)를 이용

하여 지형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한 시뮬레이터 구성 및 시

뮬레이션 흐름도를 보여준다. 시뮬레이션은 자율 주행 로봇

의 속도 제어를 기반으로 하고, 로봇의 주행 시 측정되는 상

태 데이터를 입력으로 지형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그림 6

의 시뮬레이터의 구성은 차량의 종역학 모델, 지형 모델, 지

형 파라미터 추정기로 나눌 수 있다. 차량의 종역학 모델은 

앞 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종역학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여 

주행 로봇의 상태를 제어한다. 지형 모델은 II 장에서 설명한 

브리시우스 지형 모델 식 (5)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지형 

모델을 이용하여 로봇이 특정한 지형을 주행할 때 발생되는 

현상을 시뮬레이션상에서 구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지형 파라

미터 추정기는 주행 로봇의 종역학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얻

어진 상태 데이터를 입력으로 II 장과 III 장에서 설명한 RCI 

추정 모델과 µp, Sp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지형 파라미터 µp, 

Sp 을 추정하게 된다.  

 

 

그림 7. 지형 파라미터 추정 시뮬레이션 흐름도. 

Fig.  7. Flow chart of simulation to estimate terrain parameters. 

 
(a) Sandy soil. 

 
(b) Firm soil. 

 
(c) Grass-covered soil. 

그림 8. 시뮬레이션 상에서 고려된 지형. 

Fig.  8. Terrains for simulation. 

 

그림 6. 지형 파라미터 추정 시뮬레이터. 

Fig.  6. Simulator to estimate terrain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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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형에 따른 침하량과 정격 원추 지수[7-9,11,12]. 

Table 1. Sinkage and rating cone index of terrains. 

로봇 무게 1 [t] 유연한 지형 단단한 지형 잔디 지형 
침하량 z [m] 0.01 ~ 0.05 0.001 ~ 0.01 0.001 > z 
정격 원추 지수 

RCI [kPa] 
200 ~ 500 400 ~ 1200 1000 ~ 2000

 

로봇이 실제 야지 주행을 할 경우, 슬립률 S 와 침하량 z는 

센서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형 

파라미터 추정 시뮬레이션을 위해 슬립률 S는 차량의 종역

학 모델로부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되는 주행 로봇의 상

태변수를 측정변수로서 가정하여 슬립률 S 를 추정하였다. 

침하량 z는 그림 8과 같이 3가지 지형, 유연한 지형(Sandy 

Soil), 단단한 지형(Firm Soil), 잔디 지형(Grass-covered Soil)을 

고려하여 각 지형에 대한 침하량 z 와 정격 원추 지수 RCI 

의 값을 관련 논문에서 연구된 실험데이터를 분석하여 획득

하였다. 이렇게 획득된 침하량 z와 정격 원추 지수 RCI 데이

터 값은 각 지형이 가질 수 있는 범위 값으로 선정하여 시뮬

레이션에 활용하였다. 선정된 침하량 z와 정격 원추 지수 

RCI 의 값의 범위는 표 1과 같다.  

3. 지형 파라미터 추정 시뮬레이션 결과 

주행 로봇의 속도 제어 시뮬레이션 상에서 샘플링 시간은 

0.01초로서 로봇의 상태 데이터를 획득한다. 시뮬레이션이 

실제 실험과 유사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지형 파라미터 추정 방법의 가장 중요한 추정 변수, 

슬립률 S와 침하량 z 는 센서 측정 시 작용하게 될 가우시안 

노이즈(Gaussian noise)의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고려하여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9-11은 각 지형에 따른 지형 파라미터: 이동 지수 Bn
′, 

최대 정지 마찰 계수 µp, 최적 슬립률 Sp 의 추정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지형 파라미터의 추정 방법에 있어 노이즈의 

영향을 제거하여 보다 정확한 추정성능을 갖기 위해 본 논문

에서는 RLS 필터(Recursive Least Square Filter)를 적용하였다. 

그림 9-11의 이동 지수 Bn
′ 추정 그래프에서 RLS 필터를 적

용하여 노이즈 성분을 제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사용된 RLS 필터의 Forgetting Factor는 0.93을 사용하여 결과

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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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단단한 지형에서의 지형 파라미터 추정. 

Fig.  10. Estimation for Terrain parameters on firm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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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유연한 지형에서의 지형 파라미터 추정. 

Fig.  11. Estimation for Terrain parameters on sandy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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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잔디 지형에서의 지형 파라미터 추정. 

Fig.  9. Estimation for Terrain parameters on grass-covered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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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형 파라미터 추정 에러. 

Table 2. Estimation error of terrain parameters. 

 유연한 지형 단단한 지형 잔디 지형 
μp [%] 11.43 3.51 2.45 
Sp [%] 8.92 1.96 3.96 

 
추정된 결과를 그림 3의 유연한 지형(Bn

′ = 10), 단단한 지형

(Bn
′ = 30), 잔디 지형(Bn

′ = 100)의 지형 모델 그래프와 비교해 

보면 각각의 µp, Sp 의 값이 높은 정확성을 가지고 추정된다

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량적인 추정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표 2에서 실험식으로 얻어진 각 지형 모델의 지형 파라미터

와 추정 결과로서 얻어진 지형 파라미터의 수치를 식 (18)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전체적인 추정 정확도는 µp 는 약 94 %, 

Sp 는 약 95 %으로서, 좋은 추정 성능을 보였다. 여기서 유연

한 지형의 추정 에러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

은 지형 예측 모델, 식 (6)과 (7)의 Bn
′ - µp 와 Bn

′ - Sp 모델에서 

지형 파라미터 예측 모델을 회귀 분석법을 통해 생성 할 때 

발생되는 모델링 에러로 볼 수 있다. 이 모델링 에러는 보다 

정확한 수식화 모델로서 해결이 가능하고, 또한 주행 로봇의 

구동력 및 슬립 제어 시 보통 제어 범위가 슬립률 0.1 ~ 0.2에

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 % 정도의 에러 범위는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있다.  

1(estimation  error) 1 100

n
est
k

k
act

x

n x
  



추정에러 [%] (18)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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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imated values of terrain parameters ,

: actual values of terrain parame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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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S

x S





 

 

4. 최대 구동력 추정 

식 (19)은 특정한 지형에서 허용되는 로봇 바퀴의 구동력 

범위를 나타낸다. 4륜 구동로봇의 경우, 앞(
1TF ) · 뒤(

2TF )구동 

모터가 충분한 출력을 보장한다면, 로봇의 허용 가능한 구동

력 범위는 그림 12와 같다.  

 ( ) ( )p p T p pW S S F W S S        (19) 

 

 

그림 12. 주행 로봇의 허용 가능한 구동력 범위. 

Fig.  12. Allowable traction region of a mobile robot. 

 

그림 13. 로봇 하중에 따른 최대 구동력 분포. 

Fig.  13. Distribution of maximum traction as weight of a robot. 

 
그림 13은 유연한 지형의 지형 파라미터 추정 결과를 토대

로 로봇 하중의 변화에 따른 최대 구동력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행 로봇의 특정 목적에 따라 최대 구동

력 및 허용 가능한 구동 범위 안에서 효율적인 주행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경험적 방법(Empirical Method)의 지형 모델

링 방법으로서 브리시우스 지형 모델(Brixius Terrain Model)을 

이용하여 마찰-슬립 특성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브리시우스 

모델로부터 다양한 야지 지형에 대한 지형 파라미터 예측 모

델을 비선형 회귀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수식화하였다. 지형 

파라미터 예측 모델은 이동 지수 Bn
′ 에 대한 함수이므로 이

동지수 Bn
′ 를 추정함으로써 지형 파라미터 µp, Sp 를 예측할 

수 있었다.  

이동 지수 Bn
′ 의 추정법은 침하량과 관련된 경험식인 윌

러비 침하 모델(Willoughby Sinkage Model)을 이용하여 정격 

원추 지수 RCI를 추정하고, 이동 지수 Bn
′ 을 예측 할 수 있

었다. 추정된 데이터는 RLS 필터를 이용하여 노이즈의 영향

을 제거하여 보다 정확한 값을 유도하였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지형에서 주행 로봇의 최대 구동력 추

정 시뮬레이션 결과, 높은 정확성의 추정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추후 연구로서 본 논문의 결과는 매틀랩(MATLAB) 시뮬레

이션을 통해 도출되었으며, 따라서 실제 야지 주행 실험을 

통해 본 논문의 알고리즘을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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