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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탐사 로버 휠 테스트 베드 설계 및 주행 실험

Design of a Wheel Test Bed for a Planetary Exploration Rover and
Driv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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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consideration factors that affect the actual driving of a rover wheel was examined based on the 
wheel-terrain model. For the evaluation of driving performance in a real environment, the test bed of the rover wheel consists 
of the driving part of the wheel and sensing part of the various parameters was designed and assembled. Using the test bed, 
the preliminary driving experiment concerning the slip ratio, sinkage, and friction force according to the rotational velocity and 
the shape of the wheel were carried out and evaluated. The wheel test bed and the experiment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finding the optimal result in the designing of the wheel shape and the planning of the driving conditions through 
furthe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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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60년대 베커에 의하여 정립된 바퀴-지형 상관관계는 행

성탐사 로버 시스템 설계 및 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 적

용되어왔다[1]. 이는 지형 변화에 대응되는 구동면의 압력 

및 침하, 슬립 등을 예측할 수 있다[2-4]. 
로버의 바퀴와 지형 간의 마찰-슬립 특성은 주행성을 변

화시키는데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야지환

경에서 마찰-슬립 특성을 고려한 지형 모델링 분야는 군사 

로봇 및 탐사로봇 등의 주행성 극대화 및 구동 에너지 효

율성 확보를 위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한 바퀴-지형 상관관계에 따른 물리적 현상을 예측하기 위

해서 지형을 모델링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

며, 해석적 방법, 경험적 방법, 반 실험적 방법이 이에 해당

한다. 해석적 방법은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기반으로 지형

의 형태를 유한한 요소로 나누고 수치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형을 모델링한다. 해석적 방법은 지형의 모델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많은 계산 시간이 요구되어, 거친 지형에서 실시

간으로 지형 정보를 예측해야 하는 주행시스템이나 로버에

게는 적합하지 않다. 경험적 방법은 지형에 원추 관입 시험

기를 관입시켜 얻어지는 수치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지형에 

관한 특성관계식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반 실험적 

방법은 바퀴-지형 상관관계에 관한 물리적 모델을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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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장치를 이용한 측정을 병행하여 주행특성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주로 행성 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로버의 구동 환

경을 예측하는데 사용된다[5,6].
행성탐사에 적용된 대표적인 반 실험적 방법으로 로버의 

바퀴와 유연한 모래지형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모델을 유도

하고 측정을 통하여 얻어진 실험데이터를 적용하여 바퀴가 

지면에 가하는 최대 힘 및 전단응력을 추정하는 연구가 수

행되었다[5,6]. 이외에 반 실험적 방법으로 모래, 잔디, 아스

팔트 등의 서로 다른 지형에 대한 노면강도를 측정하고 그

에 따른 최적 슬립율 및 최대마찰계수를 추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7]. 달, 화성 등의 행성을 포함하여 험지 및 야

지 등 다양한 지형환경에서 운용되는 주행 장치나 로버의 

주행성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형에서 실물 크기의 

장치로 주행성능을 평가하거나, 실내에 축소 모델 테스트베

드를 구성하여 주행특성을 평가하게 된다. 행성탐사 로버의 

경우, 바퀴-지형의 상관관계 모델을 기반으로 테스트베드에

서 얻어진 실험결과들을 적용하여 주행특성을 평가하고 예

측하는 반 실험적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

한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바퀴-지형 상호작용에 따른 물리적 현상

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측정하고 평가

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설계․제작하였다[8]. 제작된 테스트 

베드를 이용하여 바퀴 형상 및 속도에 따른 침하, 슬립, 마
찰력에 관한 주행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고찰하였다. 

II. 바퀴-지형 상관관계 모델

바퀴-지형 상관관계 모델은 거친 지형에서 구동하는 바

퀴의 형상 및 운동 특성에 따라 발생되는 바퀴와 지형 사

이의 물리적 현상을 규명할 수 있다[3]. 
만일 지형이 강체가 아니고 바퀴가 회전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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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형과 바퀴 사이의 슬립 및 침하 모델.
Fig. 1. Slip and sinkage model between wheel and terrain.  

(a) Whole view.

(b) Detailed view.

그림 2. 설계된 로버 휠 테스트 베드.
Fig. 2. Designed rover wheel test bed.

 

그림 3. 슬립율 측정.
Fig. 3. Measurement of slip ratio.

지형은 자중에 의한 정적 침하를 갖는다. 또한 바퀴가 회전

하는 경우에는 파괴된 지형에 의하여 슬립이 발생하게 되

고 슬립에 따른 추가적인 침하를 갖게 되는데 이를 동적 

침하라고 한다.
그림 1에서 바퀴와 지형 사이의 침하 는 다음 식과 

같다. 

  cos (1)

여기서 은 바퀴 반지름, 는 접촉 각도이다. 

일반적으로 진행방향 뒤쪽의 바퀴와 지형사이의 접촉각 

은 매우 미소하여 ≃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침하는 

형상 변수 r 과 바퀴 운동에 따른 변수 로 유도된다.

한편, 슬립율 는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



  (2)

슬립율 는 형상 변수 r과 바퀴 구동 속도  , 구동축의 

선속도 로부터 결정된다. 

결론적으로 로버 휠의 침하 및 슬립에 따른 주행성 예측

을 위한 변수는 바퀴의 반지름(r), 구동속도(), 구동축의 

선속도(), 슬립율(), 침하량(z)이 되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설계 및 제작하여 바퀴-지형 상관관계 

모델에 따른 로버 휠의 물리적 현상을 규명할 수 있다.

III. 테스트 베드 설계

1. 테스트 베드 구성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5-7]들과 달리 실제 로버의 

거동에 따른 물리적 현상을 모사하기 위하여 구동 장치 진

행 방향에 대한 추가적인 동력원을 장착하지 않았다. 무 구

속 상태에서 구동 장치 내부의 자중 및 구동력에 의한 바

퀴 회전면에 부하가 작용하는 바퀴-지형 상관관계에 따른 

물리적 현상을 예측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은 테스트 베

드를 설계, 제작하였다.
이 장치는 슬립이 발생하는 동안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

여 수직하중, 침하, 슬립율 등을 측정하고 이를 통하여 바

퀴의 주행성을 평가할 수 있다. 장치의 총 수치는 1320×
×이며, 센서를 포함한 구동부의 무게는 약 

이다. 또한 매질을 담을 수 있는 보관 통을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될 모래, 레골리스(regolith) 등을 담아 실제 지

형과 유사한 환경을 모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퀴-지형 상관관계 모델에 따른 로버 휠의 물리적 현상

을 예측하기 위한 변수는 {r,  ,  , , z}이다. 이중 형상

변수 r 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에 대하여 상단부 레일에 

부착된 엔코더와 모터에 장착된 엔코더, LVDT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추가적으로 마찰력을 예측하기 위하여 가속도 센

서로 수직하중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림 3과 같이 휠 테스트 베드는 모터로 바퀴를 구동하

며, 윗면에 부착된 엔코더와 모터 엔코더를 통하여 내부 장

치의 선속도와 바퀴 구동속도의 차이를 0.1초 간격으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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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침하량 측정.
Fig. 4. Measurement of sinkage.

그림 5. 평판에서의 수직하중. 
Fig. 5. Measured normal force on flat surface.

그림 6. 평판에서의 침하량.
Fig. 6. Measured sinkage on flat surface.

그림 7. 실험에 사용된 바퀴형상 (상단 왼쪽: 넓은 슬릭; 상단 

오른쪽: 슬릭; 하단 왼쪽: 14%러그; 하단 오른쪽: 27% 
러그).

Fig. 7. Wheel shape used for experiment (upper left: wide slick; 
upper right: slick; lower left: 14% lug; lower right: 27% 
lug). 

정하여 슬립율을 측정한다.
또한 그림 4와 같이 LVDT를 사용하여 바퀴 구동에 따

른 침하량을 측정하였다. LVDT는 전압과 거리관계식을 이

용하여 바퀴와 지형사이의 변위 차에 따라 측정된 전압으

로 수직변위를 측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센서의 측정값들은 LabVIEW를 통하여 얻

어지며, MATLAB에서 분석, 평가되었다. 
2. 측정 오차 평가

장치에 부착된 센서의 노이즈가 실험 결과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데이터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값의 

오차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 지형은 평판을 사용하였으며, 
바퀴 직경 90 mm, 구동 속도 5 mm/s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슬립율 측정을 위하여 사용된 모터의 엔코더와 상단부 

레일에 부착된 엔코더는 분해능이 높은 고정밀 엔코더

(P/R=8000)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정확한 측정이 가

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센서의 측정오차는 수직하중

과 침하량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림 5는 평판에서 로버 휠을 구동하였을 때 얻은 수직

하중의 결과이다. 정적 상태에서의 로버 휠 구동부의 초기 

자중이 인데, 바퀴 구동에 따른 구동면의 압력 변화

에 따라 약 (구동부 하중에 대하여 약 5.6%)의 추가적

인 하중이 측정되었다. 통상 유사한 구동 실험 조건의 연구 

결과에서도 초기 기본 하중에 더하여 구동면의 압력 변화

로 인한 추가적인 수직하중이 더해지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7].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측정값은 표준오차 ± 으

로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림 6은 그림 5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평판에서 로버 휠

을 구동하였을 때 LVDT를 이용하여 측정한 침하량으로 

±  오차를 보였다. 평판을 주행할 때는 지형 변화

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침하가 없는 것이 이상적

이나,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는 매우 미소한 값

으로 지형 변화에 따른 침하 측정값은 신뢰할 만한 수준의 

오차이다. 

IV. 주행실험

1. 실험의 목적 및 방법

고운 입자의 매질에서 구동하는 로버는 바퀴가 회전함에 

따라 바퀴 아랫면에서 매질의 입자가 압축되거나 이동한다. 
지형 파괴에 따라 입자가 이동하고, 구동 면 아래에서 반발

력이 작아짐에 따라 슬립이 발생한다. 이는 지형이 파괴됨

에 따라 나타나는 동적 침하현상이다. 이와 같은 바퀴-지형 

사이의 물리적 현상을 예측하기 위하여 고려된 측정 변수는 

각 센서를 통하여 모두 0.1초 간격으로 측정된다. 실험 지형

의 매질은 행성탐사 로버의 구동환경과 유사한 고운 입자의 

모래를 사용하였으며, 실험 조건은 이동거리 150 mm로 같

은 구간 동안 측정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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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에 사용된 바퀴형상의 치수.
Table 1. Dimension of wheel shape used for experiment.

Wheel 
Shape wide slick slick 14% lug 27% lug

Dim. 
   

       

(a) Front side.

(b) Rear side.

그림 8. 바퀴 구동에 따른 지형 관측.
Fig. 8. Terrain observations according to wheel driving.

그림 9. 구동 속도에 따른 침하. 
Fig. 9. Sinkage according to driving velocity.

바퀴의 구동속도와 형상은 바퀴-지형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넓은 슬릭(Wide slick)바퀴의 선속도를 각각 

3, 5, 8, 16 mm/s로 변화시키면서 구동속도에 따른 슬립율과 

침하를 측정하였고, 바퀴 형상에 따른 슬립율과 침하, 수직

하중을 측정하기 위하여 구동 속도 5 mm/s에서 치수가 같

은 바퀴의 러그 개수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바퀴의 구동속도에 따른 주행특성과 바퀴의 형상에 따른 

구동특성의 두 가지 실험 조건을 위하여 바퀴의 직경은 90 
mm, 70 mm, 너비는 120 mm, 40 mm의 두 가지 크기로 설계

하였다. 실험을 위하여 장치에 부착된 바퀴는 그림 7과 같

이 구동속도에 따른 주행특성평가를 위한 넓은 슬릭과 바

퀴형상에 따른 주행특성평가를 위한 슬릭, 14% 러그, 27% 
러그 형상으로 제작하였다. 바퀴의 치수는 표 1과 같이 넓

은 슬릭의 경우 직경 90 mm, 너비 120 mm, 슬릭과 러그 형

상의 경우 직경 70 mm, 너비 40 mm를 사용하였다.
2. 실험결과

거친 지형에서 로버의 구동 속도와 바퀴 형상은 로버의 

주행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거친 지형

에서 바퀴-지형 사이의 물리적 현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바

퀴 형상 및 구동 속도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3장에서 소개한 휠 테스트 베드를 이용하여 바퀴-지형 

상관관계에 따른 로버 휠의 주행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형

상변수 r, 바퀴 회전속도  , 내부 장치의 선속도  , 슬립

율 , 침하 z를 각각 센서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실험 지형

의 매질은 고운 입자의 모래를 사용하였고, 의 같

은 구간을 두 가지 조건(바퀴 구동속도, 바퀴형상)을 변화

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시간으로 측정된 슬립율과 

침하, 수직하중(마찰력)은 데이터의 불규칙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 오차를 구하여 반복 실험에 의한 

불확정 량을 추정하였다.
그림 8은 바퀴 구동에 따른 전면과 후면에서 발생하는 

지형 관측 결과를 보여준다. 슬릭 형상의 바퀴가 회전하면

서 구동 면 앞쪽 지형을 압축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러그가 있는 경우에는 지형을 파내는 현상이 관측되었

다. 후면의 경우는 바퀴가 회전하면서 구동 면 뒤쪽에서 물

결무늬와 같은 구동 흔적을 남기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또
한 러그가 있는 경우 슬릭 형상의 바퀴에 비하여 구동 흔

적(물결무늬)의 간격이 더 일정하고, 같은 구간에서 더 많

은 개수의 구동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동 속도의 증

가는 바퀴의 회전속도의 증가를 의미하고, 모터로 입력되는 

전류가 증가하여 바퀴의 토크가 증가하게 되며, 바퀴가 지

형에 가하는 힘이 증가하여 지형의 파괴현상이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구동 면 뒤쪽에서의 구동 흔적 간격이 조밀

해지고, 구동 흔적의 개수도 감소하였다. 

러그가 없는 넓은 슬릭 바퀴 형상을 장치에 부착하고 속

도를 변화시키면서 침하량을 측정한 실험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구동 속도가 증가하면 모터로 입력되는 전류가 증가

되어 바퀴의 토크가 커지게 된다. 이는 고운 입자의 매질

(모래 지형)에서 구동하는 바퀴가 지형에 가하는 힘이 증가

함을 의미한다. 그 결과 바퀴 회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바퀴

가 지형에 가하는 힘이 증가하여 침하량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은 러그가 없는 넓은 슬릭 바퀴 형상을 장치에 

부착하고 속도를 변화시키면서 슬립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구동 속도의 증가는 바퀴 토크의 증가를 의미하며 그 결과 

고운 입자의 매질을 갖는 지형에서 그림 9와 같이 더 큰 

침하가 획득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침하가 커질

수록 지형이 바퀴에 가하는 반발력이 감소하게 되고 그 결

과 슬립이 증가하게 된다. 즉, 바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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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더 큰 침하량과 슬립율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바퀴 형상에 따른 침하를 보기 위하여 슬릭, 14% 러그, 

27% 러그 형상을 장치에 부착하고 실험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27% 러그, 14% 러그 그리고 슬릭 형상 순

으로 큰 침하량을 가지며, 러그가 있는 형상의 경우 구동 

그림10. 구동 속도에 따른 슬립율. 
Fig. 10. Slip ratio according to driving velocity.

그림11. 바퀴 형상에 따른 침하. 
Fig. 11. Sinkage according to wheel shape.

그림12. 바퀴 형상에 따른 슬립율. 
Fig. 12. Slip ratio according to wheel shape.

그림13. 바퀴 형상에 따른 마찰력. 
Fig. 13. Friction force according to wheel shape.

면 앞쪽 지형을 파내는 현상으로 인하여 러그의 개수가 많

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침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과 같은 조건에서 바퀴 형상에 따른 슬립율의 결

과는 그림 12와 같다. 러그가 없는 형상보다 러그가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슬립율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친 지형에서 바퀴를 구동시키면 슬립이 존재하면서 구

름마찰 상태가 된다. 따라서 장치에 가속도계를 부착하여 

수직하중을 구하고 이를 통하여 마찰력을 계산하면 구동면

의 미끄러짐 정도를 알 수 있다. 그림 1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퀴 형상에 따른 마찰력은 슬릭 형상보다 러그를 

포함하는 바퀴 형상에서 더 큰 값이 측정되었다. 일반적으

로 마찰력이 커지면 구동면의 미끄러짐을 감소시키는 효과

를 갖는다. 러그로 인한 접촉면 증가가 구동면의 마찰력을 

높이고, 구동면의 미끄러짐을 감소시켜 주행 안정성이 증가

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형 변화에 대응되는 구동 면의 물리적 

현상에 따른 침하 및 슬립, 마찰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바퀴

-지형 상관관계 모델을 기반으로 실제 로버의 주행 시 나

타나는 거동에 대응되는 바퀴와 지형사이의 물리적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휠 테스트 베드를 설계․제작하였다. 제작된 

테스트 베드를 이용하여 바퀴의 구동속도 및 형상에 따른 

침하와 슬립율을 측정하고 경향을 평가하였으며, 바퀴 형상

에 따른 마찰력의 변화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된 

테스트베드 및 이를 이용한 주행실험결과는 추가적인 연구

를 거쳐서 로버 휠의 최적형상설계 및 효율적인 구동조건

의 도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과제로는 실험적인 접근을 통하여 얻어진 특성들을 

기초로 바퀴와 지형사이의 상관관계에 따른 주행성능 예측 

모델을 수립하고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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