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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모바일 이동 로봇 개발에 있어서 작업수행과 안전한 물체 운반을 위해 

주행 시 로봇 본체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주행 안정성 향상은 주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험지 주행 로봇의 주행 시 안정성 향상을 

위한 궤적 도출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연구를 다룬다. 주행 안정성 

지표인 S.I(Stability Index)를 정의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궤적도출 

알고리즘을 험지 주행 로봇인 Rocker-Pillar 에 적용시켜 이상적인 궤적을 

도출하였다. 알고리즘을 통하여 도출된 궤적대로 주행하기 위해 각 

바퀴의 속도와 캐터필러의 각속도를 제어함으로써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Rocker-Pillar 가 바퀴 지름 높이와 같은 턱 

장애물을 주행 할 때 S.I 가 40.35% 향상 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알고리즘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험지 주행 로봇의 주행 시 안정성 

향상을 위한 궤적 도출 알고리즘은 Rocker-Pillar 를 비롯한 모바일 이동 

로봇의 주행안정성 향상을 위한 궤적도출 알고리즘 및 제어를 위한 

기반연구로서 활용 될 것이다.  

 

주요어 : 이동 로봇, 험지, 주행 안정성, 궤적도출 알고리즘  

학 번 : 201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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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연구 동기 

오늘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에 투입되어 현장을 탐사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Fig.1의 PackBot[1]처럼 사람을 대신하여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Kenaf[2], Shrimp[3]와 같은 많은 모바일 

로봇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이동 로봇 개발에 있어서 험지를 

주행 할 수 있는 이동성은 중요하다. 하지만 작업수행과 이를 위한 

물체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주행 시 로봇 본체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주행 안정성 또한 주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험지 주행 로봇의 주행 시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궤적 

도출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Fig. 1. Pack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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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연구 조사 

캐터필러 형태의 액츄에이터를 제어하여 모바일 이동 로봇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선행 된 바 있다.[2] Fig.2에서 보듯이 로봇의 처음 

무게중심의 위치와 로봇을 각 접촉 부분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세웠을 

때의 무게중심의 차이를 기준으로 안정성을 평가하는 NESM(the 

Normalized Energy Stability Margin)이라는 안정성 기준을 도입하였다. 각 

접촉 부분에서의 NESM의 편차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캐터필러를 

제어함으로써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직립보행 

로봇에만 적용 가능한 안정성 기준으로 링키지 구조의 바퀴로 구성된 

로봇에는 적용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Fukuoka의 연구[4]에서는 주로 다리로봇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WSM(the Wide Stability Margin)이라는 안정성 기준을 제시하였다. Fig.3 

에서 보듯이 로봇의 각 다리의 끝점을 땅으로 투사시켜 얻은 다각형과 

무게중심을 투사시킨 point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를 의미하여 이 거리가 

짧을 수록 불안정 하다고 판단 하였고, 무게중심을 투사시킨 point가 

다각형을 벗어나게 되면 로봇이 넘어진다고 판단하였다.  

  

Fig. 2. NESM of Kenaf Fig. 3. Definition of the wide stability mar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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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재 자세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작업수행과 

물체 운반을 위한 안정성은 아니며 제시한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지는 않았다.  

 Suoun Li의 연구[5]에서는 Rocker-bogie suspension구조의 로봇에 대해 

작업수행과 물체 운반을 위한 안정성의 기준으로 무게중심의 피치각의 

수직변위와 무게중심의 피치각의 수직 변위와 무게중심의 피치 앵글을 

선정하였다. Fig.4에서의 설계변수들을 최적화함으로써 기구부 최적화를 

통한 안정성향상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이미 설계 된 로봇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링키지 

구조로 이루어진 휠 구조의 로봇과 무한궤도 구조의 로봇을 비롯한 모든 

험지 주행 로봇에 적용 가능한 주행 시 안정성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Fig.4. Parameters of the rocker-bogie sus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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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목표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링키지 구조로 이루어진 휠 구조의 로봇과 무한궤도 

구조의 로봇을 비롯한 험지 주행 로봇에 적용 가능한 주행 시 안정성을 

정의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궤적 도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로봇의 주행 안정성 지표를 각 바퀴의 이동거리에 대한 로봇 무게중심의 

최대 높이 변화율의 평균인 S.I (Stability Index)로 선정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궤적 도출 알고리즘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발한 

알고리즘을 험지 주행 로봇인 Rocker-Pillar[6],[7]에 적용하여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상적인 궤적 도출하고, 캐터필러 각도와 바퀴 속도를 

제어함으로써 이상적인 궤적으로 주행하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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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ocker-Pillar 구조 및 기구학 해석  

2.1 기구 구조 및 사양  

모바일 이동 로봇인 Rocker-Pillar[6][7]는 라커보기 서스펜션 구조[8]에 바

퀴와 캐터필러가 혼합 된 주행 로봇이다. 라커보기 구조를 적용한 

Rocker-Pillar 는 바퀴와 링키지 구조 [9],[10]를 이용하여 이동 시 본체의 

흔들림이 적은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앞쪽에 장착된 캐터필러 구조

[11]를 통하여 바퀴 구조로는 가기 힘든 구멍, 단과 같은 험지를 극복하

는 높은 이동성을 가지고 있다. Rocker-Pillar는 4개의 바퀴와 2개의 캐터

필러로 이루어져 있으며 로봇의 모습은 Fig. 5와 같고 전체 크기 및 무

게는 Table 1과 같다.  

 

Fig. 5 Picture of the Rocker-Pillar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Rocker-Pillar 

Size 570 mm(W) x 900 mm(L) x 450 mm(H) 

Weight 25 kg (Include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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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구학 해석  

 

Fig. 6 에서 나타내고 있는 Rocker-Pillar의 각 링크 길이와 링크 사이 각

도, 각 바퀴의 반지름에 대한 세부 수치는 Table 2와 같다. 

 

 

Fig. 6 Parameters of the Rocker-Pillar 

 

Table 2 Specific value of the Rocker-Pillar 

Symbol Value Symbol Value 

l0(m) 0.200 𝑟1(m) 0.040 

l1(m) 0.234 𝑟2, 𝑟3(m) 0.080 

l2(m) 0.210 ∅0(°) 100 

l3(m) 0.280 ∅1(°) 106 

l4(m) 0.340 ∅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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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er-Pillar의 주행 단계에 따른 자세를 해석하기 위해서 기구학 해석

을 통해 각 단계에서의 로봇의 자세를 분석하였다. 임의의 높이와 임의

의 접촉 각도에 따른 Rocker-Pillar의 자세는 Fig. 2와 같다. Inverse 

kinematics를 통하여 Rocker-Pillar의 자세를 구해 보면 식(1)~(4)와 같다.  

θ1 = sin−1 h1+r1 cos α1−h2−r2 cos α2

√(−l1+l2 cos ∅1)2+(−l2 sin ∅1)2
 − tan−1 l2 sin ∅1

l1−l2 cos ∅1
      (1) 

θ2 = θ1 − ∅1                                                (2) 

θ3 = sin−1 h1+r1 cos α1+l1 sin θ1−h3−r3 cos α3

√(−l3+l4 cos ∅2)2+(−l4 sin ∅2)2
− tan−1 l4 sin ∅2

l3−l4 cos ∅2
          (3) 

θ4 = θ3 − ∅2                                                (4) 

θi (i=1,2,3,4)는 각 링크와 지면 사이의 각도이고 hi (i=1,2,3)는 각 바퀴의 

접촉 높이를 나타내며 αi  (i=1,2,3)는 접촉 각도를 나타낸다. 턱 등반 시 

Rocker-Pillar 의 주행단계에 따라 지면의 접촉 높이와 각도를 변화시키면

서 모든 단계에서의 접촉 높이에 따른 Rocker-Pillar 의 자세를 구할 수 

있다. 로봇의 무게중심인 E 를 기준으로 각 점의 좌표는 아래의 식 (5~9)

과 같이 도출 할 수 있다.  

𝐶𝑥 =  𝐸𝑥 + 𝑙4 ∗ cos(𝜋 + 𝜃3)  , 𝐶𝑦 =  𝐸𝑦 +  𝑙4 ∗ sin(𝜋 + 𝜃3)          (5) 

𝐷𝑥 =  𝐸𝑥 − 𝑙3 ∗ cos(𝜃3 + ∅2) , 𝐷𝑦 =  𝐸𝑦 − 𝑙3 ∗ sin(𝜃3 + ∅2)         (6) 

𝐵𝑥 =  𝐷𝑥 + 𝑙2 ∗ cos(𝜋 + 𝜃2)  , 𝐵𝑦 =  𝐷𝑥 + 𝑙2 ∗ sin(𝜋 + 𝜃2)         (7) 

𝐴𝑥 =  𝐷𝑥 − 𝑙1 ∗ cos(𝜃2 + ∅1) , 𝐴𝑦 =  𝐷𝑦 − 𝑙1 ∗ sin(𝜃2 + ∅1)         (8) 

𝐹𝑥 =  𝐴𝑥 − 𝑙0 ∗ cos(𝜃1 − ∅0) ,  𝐹𝑦  =  𝐴𝑦 − 𝑙0 ∗ sin(𝜃1 − ∅0)        (9) 



  ８ 

3. Rocker-Pillar 의 주행 안정성 향상을 위한 궤적 

도출 알고리즘  

주행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안정성 지표인 S.I(Stability Index)를 정의

한다.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정성 지표인 S.I를 최적화 목

표 Index로 선정하고 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로봇의 무게중심의 이

상적인 궤적을 도출한다. 이때 함께 도출된 각 바퀴의 속도와 캐터필러

의 각속도 값에 따라 제어하여 이상적인 궤적을 따라 로봇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3.1 주행 안정성 정의  

주행 안정성은 주행 시 로봇 본체의 흔들림으로 평가 될 수 있고, 

이때 본체의 흔들림은 이동거리에 대한 로봇의 무게중심의 높이변화로 

정의 할 수 있다.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킨 다는 것은 동일한 지형을 

주행함에 할 때 이동거리에 대한 무게중심의 높이변화율의 최대값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안정성 향상을 위한 최적화 목표 

성능은 이동거리에 대한 무게중심의 최대 높이 변화율인 식(10)과 같이 

정의한다.   

이동거리에 대한 무게중심의 최대 높이 변화율:  (𝑑𝑦
𝑑𝑥

)
𝑚𝑎𝑥

     (10) 

Rocker-Pillar처럼 6륜 구동의 링키지 구조의 모바일 로봇은 장애물을 

등반함에 있어서 기구학적 특징 때문에 Fig.7과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의 각 바퀴가 장애물을 등반하는 순간 마다 총 3번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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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중심의 높이변화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주행 특성을 반영하여 

주행 안정성 지표를 각 바퀴의 장애물 등반 시 이동 거리에 대한 로봇 

무게중심의 최대 높이 변화율의 평균인 식(11)과 같이 S.I(Stability Index) 

으로 정의한다. 

S.I =
(

𝑑𝑦

𝑑𝑥
)𝑚𝑎𝑥

1
+(

𝑑𝑦

𝑑𝑥
)𝑚𝑎𝑥

2
+(

𝑑𝑦

𝑑𝑥
)𝑚𝑎𝑥

3
+⋯+(

𝑑𝑦

𝑑𝑥
)𝑚𝑎𝑥

𝑛

𝑛
   (n = number of wheels)  (11) 

 

 

 

Fig. 7 (a) The trajectory of the CoM’s height (b) The rate of change in CoM’s 

height Rocker-Pillar runs the step (Height = wheel’s diameter (0.1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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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행 안정성 향상을 위한 궤적 도출 알고리즘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정성 지표인 S.I를 최소화시키는 

무게 중심의 이상적인 궤적을 도출하는 알고리즘은 Fig.8와 같다.  

 
Fig.8 The trajectory generation algorithm  

to improve running stability of the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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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제한조건 선정  

알고리즘 초기 단계로 로봇의 주행에 있어서 필요한 제한조건들을 선정

한다. 가장 기본적인 제한 조건은 각 바퀴 항상 지면과 접촉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선정해야 할 제한조건에는 로봇의 주행속도가 있다. 이

는 로봇의 무게중심이 이동 가능한 탐색 반경과 연관되며 탐색 반경은 

식 (12)와 같이 계산되며 Fig.9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 탐색반경은 다

른 제한조건 만족 여부에 따라 탐색반경이 0이 되기 전까지 알고리즘 후

반에 변경되기도 한다.  

𝑅𝑣𝑒𝑙𝑜𝑐𝑖𝑡𝑦 = 𝑣𝑒𝑙𝑜𝑐𝑖𝑡𝑦 ∗ 𝑡𝑖𝑚𝑒 𝑜𝑓 1 𝑠𝑡𝑒𝑝               (12) 

다음으로 1step의 일정한 시간 동안 변화시킬 수 있는 캐터필러의 최대 

각도 변화량인 캐터필러 각속도의 최대값을 선정한다. 이는 모터사양에 

의해 정해지는 값이며 식(13)와 같고 Fig.9에서 확인 할 수 있다.   

(∆∅𝐦𝐚𝐱)𝐥𝐢𝐦𝐢𝐭 = rpm ∗ 2π ∗ time of 1step             (13) 

또 하나의 제한 조건은 허용 가능한 무게중심의 최대 높이 변화율 (14)

이다. 이것은 사용자가 직접 임의로 선정하는 것으로 Fig.9의 탐색 반경 

𝑅𝑣𝑒𝑙𝑜𝑐𝑖𝑡𝑦  안에서 로봇의 무게중심이 이동 가능한 기울기의 범위를 선정

해 주는 것과 같다. 즉, 무게중심의 높이 변화율은 탐색반경 안에서의 

무게중심의 기울기 값과 같은 의미이다.  

The available maximum ratio of change in the CoM’s height: ((
𝒅𝒚

𝒅𝒙
)𝒎𝒂𝒙)𝒍𝒊𝒎𝒊𝒕(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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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 Constrains of Trajectory generation algorithm  

to improve running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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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목표지점 도출  

알고리즘을 시작하게 되면 먼저 장애물을 인식하고, 목표지점을 

선정하게 된다. 이때 목표지점은 단순히 최종 목표지가 아닌 각 바퀴가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기구학적으로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위치이다. 

이렇게 목표지점을 선정하게 될 경우 앞의 지형이 변하더라도 그 변화를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형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다. 

Rocker-Pillar가 턱을 등반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 각 바퀴가 그 

장애물을 등반 할 때 지나가게 되는 최소 높이를 기준으로 2.2절의 

기구학 해석을 통해 Fig.10과 같이 총 3개의 목표 지점을 선정 할 수 

있다. 이는 3.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Rocker-Pillar의 기구학적 특징에 의해 

생기는 목표지점으로 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형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 

 

 

Fig.10 Setting target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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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이상적인 무게중심 높이 변화율 도출  

목표 지점이 선정되면 현재 위치에서 목표지점까지 이동하는 가장 이

상적인 이동거리 대비 무게중심 높이 변화율을 선정한다. 이동거리 대비 

무게중심 이상적인 높이 변화율은 평균 무게중심 높이 변화율을 유지할 

때인 식(15)와 같고 Fig.11에서의 점선을 따라 움직일 때의 변화율을 의

미한다. 무게중심이 이상적인 높이 변화율을 따라 움직일 때 최대 무게

중심 높이 변화율 또한 작아진다. 이렇게 구한 이상적인 무게중심 높이 

변화율을 식(16)과 같이 로봇을 움직일 현재 무게중심 높이 변화율로 선

정한다. 

(
𝑑𝑦

𝑑𝑥
)𝑖𝑑𝑒𝑎𝑙 = tan−1 (

𝒚𝒕𝒂𝒓𝒈𝒆𝒕−𝒚𝒄𝒖𝒓𝒓𝒆𝒏𝒕

𝒙𝒕𝒂𝒓𝒈𝒆𝒕−𝒙𝒄𝒖𝒓𝒓𝒆𝒏𝒕
 )               (15) 

(
𝒅𝒚

𝒅𝒙
)𝒄𝒖𝒓𝒓𝒆𝒏𝒕 = (

𝒅𝒚

𝒅𝒙
)𝑖𝑑𝑒𝑎𝑙                     (16) 

 
Fig.11 The ideal ratio of change in the CoM’s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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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로봇 무게중심의 위치 계산    

 현재 로봇의 무게 중심의 위치를 식(16)의 변화율만큼 이동시킨다. 이

때의 로봇의 무게중심의 위치는 Fig.12와 같으며 식(17)을 통해 계산되고 

해당 위치로 로봇의 무게중심을 이동 시킨다.   

{
𝑥𝑛𝑒𝑤 =  𝑥𝑐𝑢𝑟𝑟𝑒𝑛𝑡 + Rvelocity ∗ cos (tan−1(

𝑑𝑦

𝑑𝑥
)𝑐𝑢𝑟𝑟𝑒𝑛𝑡)

𝑦𝑛𝑒𝑤 =  𝑦𝑐𝑢𝑟𝑟𝑒𝑛𝑡  + Rvelocity ∗ sin (tan−1(
𝑑𝑦

𝑑𝑥
)𝒄𝒖𝒓𝒓𝒆𝒏𝒕)

        (17) 

 

Fig.12 The current center of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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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로봇 자세 도출   

3.2.4절에서 도출한 로봇의 현재 무게 중심의 위치(17)를 기반으로 로봇

의 각 포인트의 위치를 도출한다. 도출 식은 2.1절의 기구학 해석을 통

하여 Fig.13과 같이 계산한다.  

 
Fig.13 Calculate robot’s position based on the 𝒙𝒏𝒆𝒘, 𝒚𝒏𝒆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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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제한조건 만족 여부 판단 및 궤적 변경  

3.2.5절에서 도출한 로봇자세를 바탕으로 현재 위치에서 제한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판단한다. 제한 조건에는 식(18)과 같이 각 바퀴가 지면과 접

촉되어 있는지 여부와 현재 캐터필러 각도 변화량이 미리 지정해 놓은 

제한 조건인 최대 캐터필러 각도 변화량(13)을 넘지 않는지 여부가 존재

한다. 이 제한 조건들은 Fig.14를 참고하면 좀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
Every wheel contacts to the ground?

∆∅𝑐𝑢𝑟𝑟𝑒𝑛𝑡 ≤ (∆∅𝑚𝑎𝑥)𝑙𝑖𝑚𝑖𝑡
             (18) 

 

Fig. 14 Checking whether constrains is satisfied or not 

 

제한조건 (18)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식 (19)와 같이 무게 중심 높이 

변화율을 변경시킨다.  

𝒅𝒚

𝒅𝒙𝒄𝒖𝒓𝒓𝒆𝒏𝒕
=

𝒅𝒚

𝒅𝒙𝒄𝒖𝒓𝒓𝒆𝒏𝒕
± ∆

𝒅𝒚

𝒅𝒙
                  (19) 

이때 무게 중심 높이 변화율은 Fig.15와 같이 이상적인 무게중심 높이 

변화율(15)을 최소한으로 벗어나는 변화율을 순서대로 찾으며 만족하는 

값을 찾을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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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5 Search process of the ratio of change in the CoM’s height  

to improve running stability 

 (19)의 과정을 수행하여 만족하는 값을 찾고 그 값이 초기에 선정해 놓

은 제한 변화율 (14)보다 작은지 식(20)과 같이 판단한다.  

(
𝒅𝒚

𝒅𝒙
)𝒄𝒖𝒓𝒓𝒆𝒏𝒕 ≤ ((

𝒅𝒚

𝒅𝒙
)𝒎𝒂𝒙)𝒍𝒊𝒎𝒊𝒕                 (20) 

만족하는 해가 없을 경우에는 처음 지정했던 로봇의 이동속도를 식(21)

와 같이 변경하여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𝑉𝑒𝑙𝑜𝑐𝑖𝑡𝑦 = 𝑉𝑒𝑙𝑜𝑐𝑖𝑡𝑦 − ∆𝑉                  (21) 

이때 (21)과 같이 이동속도를 변경하게 되면 Fig.16처럼 탐색 반경이 변

경된다. 다시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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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6  Changing of the Robot’s velocity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위치로 로봇의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고 계산된 바퀴 속도와 캐터필러 각속도에 맞추어 로봇

을 자세를 변경시킨다. 이동시킨 위치를 현재 위치로 인식시킨 후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식(15)부터 알고리즘을 반복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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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목표지점 도달 여부 판단  

3.2.6절에서의 제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로봇의 위치가 변경되게 되는

데 이때 해당 위치가 각 단계별 목표지점에 도달 했는지를 식(22)와 같

이 판단한다.  

𝒙𝒄𝒖𝒓𝒓𝒆𝒏𝒕 ≥ 𝒙𝒔𝒕𝒂𝒈𝒆_𝒏 , 𝒚𝒄𝒖𝒓𝒓𝒆𝒏𝒕 ≥ 𝒚𝒔𝒕𝒂𝒈𝒆_𝒏           (22) 

해당 단계 목표 지점에 도달하였다면 목표지점을 다음 단계 목표지점

으로 식(23)와 같이 갱신하고 최종적인 목표지점에 도달하였는지를 식(24)

과 같이 판단한다.  

𝒏 = 𝒏 + 𝟏                          (23) 

𝒙𝒄𝒖𝒓𝒓𝒆𝒏𝒕 ≥𝒙𝒇𝒊𝒏𝒂𝒍 , 𝒚𝒄𝒖𝒓𝒓𝒆𝒏𝒕 ≥𝒚𝒇𝒊𝒏𝒂𝒍               (24) 

최종 목표 지점에 도달 하였다면 주행 시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전체 

궤적이 도출되고 알고리즘이 종료된다.  

 

Fig.17 Checking whether the robot get target point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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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고리즘 검증 

3장의 험지 주행 로봇의 주행 시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궤적 도출 

알고리즘을 Rocker-Pillar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수행하여 S.I 

값을 확인하여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해 본다. 

4.1 시뮬레이션   

험지 주행 로봇의 주행 시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궤적 도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도출한 궤적과 이 궤적을 따라 주행하기 위한 각 

바퀴의 속도와 각속도를 바탕으로 Matlab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Rocker-Pillar의 평균 이동속도를 15m/min으로 

선정하고 캐터필러의 1step당 이동각도를 12°(모터의 rpm고려한 식(13)을  

이용하여 선정)로 제한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값은 Table.3과 

같고 결과그래프는 Fig.18 과 같다.  

Table.3 Simulation results when the Rocker-Pillar runs the step (h = wheel’s 

diameter (0.16 m)) 

(
𝑑𝑦

𝑑𝑥
)𝑚𝑎𝑥

𝑊ℎ𝑒𝑒𝑙_𝑁
 

1st 

wheel1 

2nd 

Wheel2 

3rd 

wheel3 

S.I 

w/o algorithm 1.07 1.19 0.42 0.89 

algorithm 0.72 0.58 0.12 0.47 

Improvement (%) 32 51 71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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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Simulation results (a) Trajectory of the CoM’s height (b) The rate of 

change in the CoM’s height when the Rocker-Pillar runs the step (h = 

wheel’s diameter (0.1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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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지형과 로봇의 자세를 인식하기 위하여 거리측정을 위한 초음파 센서 

2개와 기울기 센서 3개를 Fig.19 와 같이 이용하였다. 궤적좌표는 

ProAnalyst 를 이용하여 도출 하였으며 실험 결과값은 Table.4와 같고 결

과 그래프는 Fig.20 과 같다. 시간 별 궤적은 Fig.21 과 같다.  

 

Fig. 19 Sensors for experiment 

 

Table.4 Experiment results when the Rocker-Pillar runs the step (h = wheel’s 

diameter (0.16 m)) 

(
𝑑𝑦

𝑑𝑥
)𝑚𝑎𝑥

𝑊ℎ𝑒𝑒𝑙_𝑁
 

1st 

wheel1 

2nd 

Wheel2 

3rd 

wheel3 

S.I 

w/o algorithm 1.35 1.50 0.62 1.16 

algorithm 0.93 0.82 0.32 0.69 

Improvement (%) 31 45 48 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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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0 Experiment results (a) Trajectory of the CoM’s height (b) The rate 

of change in the CoM’s height when the Rocker-Pillar runs the step (h = 

wheel’s diameter (0.1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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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1 Experiment of the trajectory generation algorithm to improve the 

Rocker-Pillar’s running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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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분석  

4장에서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험지 주행 로봇의 주행 시 

안정성 향상을 위한 궤적 도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결과를 

보면 안정성 기준인 S.I는 시뮬레이션에서는 알고리즘 적용 전 0.89 , 

알고리즘 적용 후 0.47 로 47% 향상되었으며 실험에서는 알고리즘 적용 

전 1.16, 알고리즘 적용 후 0.69로 40.35%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 값과 실험 값 사이의 오차는 실험 시 궤적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ProAnalyst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한 오차와 캐터필러의 

베벨기어의 백래쉬에 의해 발생한 오차로 판단 되며 측정방법 변경과 

베벨기어 백래쉬 문제 해결을 통하여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S.I값에서 시뮬레이션과 실험 값의 오차는 존재하지만 각 바퀴의 

이동거리 대비 무게중심 높이의 최대변화율의 감소량의 경향은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하여 험지 주행 로봇의 주행 시 

안정성 향상을 위한 궤적 도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캐터필러의 

각속도와 바퀴의 속도를 제어함으로써 로봇의 주행 시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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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에서는 험지 주행 로봇의 주행 시 안정성 향상을 위한 궤적 

도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알고리즘을 험지 주행 로봇인 

Rocker-Pillar에 적용하여 이상적인 궤적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캐터필러 각속도와 바퀴 속도를 제어함으로써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Rocker-Pillar의 바퀴 지름과 동일한 높이의 턱을 주행하는 실험을 

수행한 결과, 주행안정성 지표인 S.I이 알고리즘 적용전과 비교하여 

40.35 %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험지 주행 로봇의 주행 시 

안정성 향상을 위한 궤적 도출 알고리즘은 Rocker-Pillar를 비롯한 모바일 

이동 로봇의 주행 안정성 향상을 위한 궤적 도출 및 제어 알고리즘을 

위한 기반연구로서 활용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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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the trajectory 

generation algorithm to improve 

running stability of a rough terrain 

mobile robot  

 

Seungmin Jung 

Department of Mechanical &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fields of research on mobile robot, it is essential part to minimize 

oscillations of the robot’s CoM in order to carry some object safely for 

working when a robot runs. Therefore, the paper presents 

development of the trajectory generation algorithm to improve robot’s 

running stability by control caterpillar’s angular velocity and each 

wheels’ velocity. To improve running stability, the paper presents 

development the algorithm to minimize S.I (Stability Index).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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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ing simulation, we prove being improvement of running 

stability when the Rocker-Pillar, which is a mobile robot running rough 

terrain, runs the step whose height is equal to wheel’s diameter. Also, 

by accomplishing experiment, we confirm that S.I improves 40.35%. 

This paper’s trajectory generation algorithm will be able to be utilized 

as basic research for trajectory generation algorithm and control for 

many mobile robots besides the Rocker-Pillar. 

 

Keywords : Mobile robot, Rough terrain, Running stability, Trajectory 

gener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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