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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적으로 대형 화재, 지진, 화산 폭발, 테러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의 발생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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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ternational disaster trends1) (1930～2010)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대형 건축물 및 지하 

건물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 재난 발생 시 건

축물의 붕괴로 연결되어 인명이 매몰되는 등의 대량

의 인적 피해가 예상된다. 건축물 붕괴 시 붕괴 잔해

물에 매몰된 생존자의 신속한 구조는 사후 인명 손

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구조 

요원에 의존하는 기존의 생존자 구조 방식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작업시간이 지연되고 추가 붕괴 사

고가 발생할 수 있어 소방 요원 및 생존자의 위험이 

증대 된다2). 따라서 붕괴 사고와 같은 재난 현장에서 

진입로 확보 및 인명 구조 지원, 2차 붕괴 방지 작업

을 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이 필요하고, 재난 대응 

장비의 신속한 현장 접근을 위한 협소 도로 이동 및 

콘크리트 잔해물과 같은 험지를 주행 가능한 시스템

의 개발이 시급하다.

재난 환경에서 험지 주행을 위하여 다양한 시스템

이 제안되고 있다3-7). 프랑스에서는 험지 주행을 위한 

다리와 차륜이 복합된 형태의 로봇이 제안되었으며 

로봇의 기구학을 해석하여 속도 모델을 생성한 후 

차량의 전복 안정성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8). 일본의 요코하마 대학의 Nagano와 Fujimoto는 다

리와 차륜이 복합된 모바일 로봇의 이동과 제어를 

위하여 가속도 기반의 기구학 모델을 제안하고 

Singular Configuration 문제의 해결을 위한 Least 

Squares 방법의 로봇 제어 경로를 생성하는 알고리즘

을 제안하였다9). 또한 비정형 요철 노면에서 

Compliant Wheel-Leg 로봇의 다리에 부착된 엑추에이

터 강성을 제어하여 이동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제

어 방법이 연구되어졌다10). 험지 주행 성능의 향상을 

위한 연구는 대부분 무게가 가볍고 자유도가 많은 

로봇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재난 대응 장

비와 같이 대형의 주행 시스템에 적용할 제어 기법

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Crawler-Leg 주행 시스템의 자세제

어를 위한 수학적 모델을 제안한다. 수학적 모델 생

성을 위한 재난 대응 주행 시스템을 소개하고 

Differential Kinematic 방법을 이용하여 Crawler-Leg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수학적 모

델과 동역학 시뮬레이션 모델을 비교하여 제안된 모

델의 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재난 응 특수목 기계의 자세제어 시스템 

소개

재난 대응을 위한 험지 주행 시스템의 초안은 Fig. 

2와 같다.

Fig. 2 Special purpose machine and posture 

control system

이 시스템은 비정형 요철과 같은 험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4개의 다리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다리 하부

에 각각 독립으로 구동 가능한 크롤러가 부착되어 

있다. 다리 메커니즘은 상부에 장착된 4개의 자세제

어 유압 실린더를 독립적으로 구동하여 각 다리의 

상하 이동을 구현하고 다리 메커니즘 내부에 아웃터

리거 역할을 담당하는 유압 실린더를 구동하여 각 

다리의 좌우 간격을 확장 또는 축소한다. 다리의 상

하 이동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상부체의 자세를 제어 

할 수 있다.

Fig. 3은 주행 시스템의 다리 메커니즘 동작과 자

세제어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다리에 장착된  상부 

실린더 4개의 독립적인 구동은 (a) 상부체의 상하 이

동, (b) 상부체의 롤 모션, (c) 피치 모션을 가능하게 

하고, 하부 실린더 4개의 구동에 의해 (d)에서와 같

이 다리의 좌우 간격을 확장 또는 축소하여 상부체

의 안정적인 지지와 자세제어 및 협소 공간의 이동

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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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alysis of posture control mechanism 

3. 재난 응 특수목 기계의 자세제어를 한 

시스템 모델링

본 장에서는 재난 대응 장비의 자세제어를 위한 

Differential kinematic 모델을 제안한다.

3.1 자세제어 모델링을 한 좌표 설정

Differential kinematic 모델을 세우기에 앞서 좌표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Fig. 4는 주행 시스템의 계

략도이다. 좌표계 {A}는 전역 좌표계로 는 지구중

심의 반대 방향을 향하는 단위벡터고, 벡터 와

의 외적( × )은 수평면이 된다. 좌표계 {B}는 플

랫폼 좌표계이다. 플랫폼 좌표계 {B}의 원점은 주행

시스템에서 플랫폼의 무게중심에 위치한다. 는 플

랫폼 정면방향의 단위벡터, 는 플랫폼 좌측면 방

향으로의 단위벡터이다. 는 플랫폼 윗면 방향으로

의 단위벡터이다.

Fig. 4 The schematic diagram of the system

Fig. 5는  th 크롤러를 나타내며 지면과 크롤러가 

접촉해 있다고 가정하면, 크롤러의 밑면이 접촉면이 

된다.  좌표계 {}는  th 크롤러 좌표계이며, 좌표계 

{}의 원점은 크롤러 스프로킷의 중심에서 접촉면

에 수직으로 사영시킨 점이다.  는 크롤러 스프로

킷 회전축 방향 단위벡터이고 는 접촉면에 수직

한 방향의 단위벡터이다.

   ×  × 이며    ×이다.

Fig. 5 The th  crawler and contact plane between 
crawler and ground

3.2 Differential Kinematics 기반의 자세제어 시스

템 모델

좌표계 {A}에 대하여 좌표계 {}의 원점의 속도

를 V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V  V ×RPRV  (1)

또는














 





























×






∙ ∙ ∙
∙ ∙ ∙
∙ ∙ ∙















 (2)

V는 좌표계 {A}에 대한 좌표계 {B}의 원점

의 속도이고 B는 좌표계 {A}에 대한 좌표계 {B}

의 각속도이다. 
R는 좌표계 {A}와 좌표계 {B}의 

회전 행렬이고 P는 좌표계 {B}에 대한 좌표

계 {}의 원점의 위치벡터, V는 좌표계 {B}

에 대한 좌표계 {}의 원점의 속도이다. 식 (1)에 

좌표계 {}와 좌표계 {A}의 회전 행렬 
R를 곱해

주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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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R V 
 
R SP  
 
RV

  (3)

V  는 자코비안 행렬 J  와 Fig. 6에서 다리

의 조인트 회전 속도 및 크롤러 스프로킷의  회전 속

도 q     의 곱으로 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식 (3) 는 아래와 같다.

V   R V 
 
R SP  
 
RJq

 (4)

L  R  
RSP  , 

X  V   
  , J  RJ 라 하

면 식 (4)은 다음과 같다.

V   LX Jiqi  (5)

크롤러와 지면사이에 슬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V    이고 식 (5) 는 다음과 같다.

LX Jiqi    (6)

Fig. 6 The schematic diagram of one leg

다리 각각의 움직임은 X와 커플되어 있으므로 전

체 시스템의 모델은 다음과 같다.






LLLL





X










J   
 J  
  J 
   J






q
q
q
q





    (7)

또는

LX Jq    (8)

3.3 자코비안 행렬 J
식 (6)의 Jq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속도 성분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Jq  v v  (9)

v는 V의 조인트 회전 속도 와 관련된 

성분이고, v는 V의 크롤러 스프로킷 회전

속도 와 관련된 성분이다. 
v와 

v는 다

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v  
RJ ii                        (10)

v                             (11)

J 는 v의 자코비안 행렬이고 은 스프로킷의 

반지름이다. J q 는 다음과 같다.

Jq  
RJ                     (12)

또는

Jq 



R




 sin


 cos






 



















            (13)

여기서 은 조인트와 크롤러 스프로킷 사이의 링

크 파라미터이고 
은 좌표계 {}와 좌표계 {B}의 

회전 행렬로 다음 식과 같다.


 






 ∙  ∙  ∙
 ∙   ∙   ∙ 
 ∙   ∙   ∙ 





       (14)

4. 시뮬 이션 검증

제안된 수학적 모델의 검증을 위하여 다물체 동역

학 해석이 가능한 Virtual Motion社의 DAFU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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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lab/Simulink를 연동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

다. 시뮬레이션 조건은 Fig. 7과 같은 평지 조건에서 

진행하였으며 Fig. 9에서와 같이   입력 값인 다리 

연결 부위의 각속도 값과 Fig. 10의 크롤러 속도 값

을 다물체 동역학 소프트웨어와 제안된 수학적 모델

에 입력하여 시스템의 상태 값인   값을 출력하였

다. 시뮬레이션은 피치 모션과 롤 모션을 각각 1회 

진행하였고 다물체 동역학에서 해석된 결과 값과 제

안된 수학적 모델에서의 결과 값 을 서로 비교하

여 제안된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Fig. 7 Simulation Condition (Plat Road)

Fig. 8 Simulation Configuration

Fig. 9 Input Data   (Joint Angular Velocity)

Fig. 10 Input Data   (Crawler Sprocket Angular 

Velocity)

Fig. 11과 Fig. 12, Fig. 13은 주행 시스템의 x 방향, 

y 방향, z 방향에 대한 속도 값을 각각 나타낸다. 그

래프에서와 같이 제안된 수학적 모델로부터 해석된 

각 방향의 속도 값은 다물체 동역학 해석으로부터 

나온 시뮬레이션 결과 값과 유사한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1 Result of   State ()

Fig. 12 Result of   Sta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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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Result of   State ( )

Fig. 14와 Fig. 15, Fig. 16은 주행 시스템의 롤 방

향의 각속도, 피치 방향의 각속도, 요 방향의 각속도

를 나타낸다. 제안된 수학적 모델로부터 해석된 롤, 

피치, 요 각속도 값은 다물체 동역학 해석으로부터 

나온 시뮬레이션 결과 값과 일치하여 제안된 수학적 

모델이 유용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4 Result of   State ( )

Fig. 15 Result of   State ( )

Fig. 16 Result of   State ( )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rawler-Leg 주행 시스템의 자세제

어를 위한 수학적 모델을 제안하였다. Differential 

Kinematic 방법을 이용하여 단일 Crawler-Leg 시스템

의 수학적 모델을 생성하고 단일 시스템에 대한 수

학적 모델로부터 전체 주행 시스템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수학적 모델과 다물체 동

역학 시뮬레이션 모델의 결과를 비교하여 제안된 모

델이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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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 Korea) 산업핵

심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 10052965, 과제명: 독립 구

동 및 자세제어가 가능한 험지 주행시스템 개발)지원

에 의하여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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