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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paper was to evaluate the steering characteristics of a tandem

tracked vehicle, each side of which features two tandem tracks, when crawling on extremely cohesive soft

soil. The tandem tracked vehicle is assumed to be a rigid-body with 6-dof. The dynamic analysis program

of the tandem tracked vehicle was developed via Newmark's method and the incremental-iterative method.

A terra-mechanics model of extremely cohesive soft soil was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s of

normal pressure to sinkage, of shear resistance to shear displacement, and of dynamic sinkage to shear

displacement. In order to simplify the characteristics of contact interaction between track segments and

cohesive soft soil, the characteristics of soil are equated to the properties of intact soil. In an effort to

evaluate the steering characteristics of a tandem tracked vehicle crawling on extremely cohesive soft soil, a

series of dynamic simulations were conducted for a tandem tracked vehicle model with respect to the front

and rear steering angle, the steering ratio, and the initial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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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한궤도 차량은 주로 군수용이나 민수, 건설이나 농기

계화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90년대에는 토목운반용, 설

상차, 오프로드용 차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한궤도 차량

의 개발에 진행되고 있다(Kitano 1990). 최근에는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에도 무한궤도 방식의 차량이 사용

되어 지고 있다(Brink and Chung 1981; Hong and Kim

1999).

일반적으로 연약지반에서 바퀴형 차량에 비해 무한궤도

차량은 기동성능과 견인력에 있어 큰 장점을 가진다. 이와

반대로 무한궤도 차량은 좌우궤도의 속도차이에 의한 미

끄럼 조향에 의해 선회되는 관계로, 조향에 많은 힘이 필

요로 한다. 특히 연약한 지반에서는 궤도와 접촉하는 지면

에서 전단변위가 발생하는데, 전단변위는 궤도의 앞부분에

서 시작되어 끝부분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그러므로 궤도

가 길면 길수록 궤도에 접촉하는 지면에서 전단변위가 크

게 발생을 한다. 연약지반의 경우, 전단변위가 증가하면,

전단응력이 증가하지만, 일정 이상의 전단변위가 발생을

하면 지반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전단응력이 급격히 감*Corresponding author. E-mail : guddn@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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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게 된다(Hong et al. 2002; Fig. 3 참조). 또한 연약지

반에서는 전단변위에 의해 추가적인 침하가 발생하는 데

이를 동적침하(미끄럼 침하)라 한다(Hong et al. 2002;

김 등 2006, 2007). 

연약지반 주행차량의 동적거동 해석에는 주행차량을 하

나의 강체로 가정하여 해석하는 방법과 실제모델과 상당

히 유사하게 모델링하는 방법으로 구분되어 연구가 진행

되어 오고 있다(Hong et al. 2002; Kim et al. 2003; 김 등

2004; Kim et al. 2005; 김 등 2006, 2007). 김 등(2004)은

Hong et al. (2002)에 의해 개발된 연약지반 주행차량의

동적거동 해석 프로그램을 다물체 무한궤도 차량 해석결

과를 이용하여 비교·검증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다물체 무한궤도 상용 해석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RecurDyn 2006). 하지만 상용프로그램에는

일반적인 지반모델만 포함되어 있을 뿐, 연약한 지반에서

의 동적거동에 사용되는 연약지반 모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김 등 (2007)는 무한궤도 상용 해석프로그램

(RecurDyn 2006)의 사용자 정의 서브루틴을 이용하여

Hong et al. (2002)에 의해 개발되어진 연약지반 지반역학

모델을 적용시켜 다물체 무한궤도 차량의 동적거동 해석

을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해석 시간을 대폭 향상시키고 구

조동역학 해석이 동시에 수행이 될 수 있는 무한궤도 상

용 해석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DAFUL 2010).

전단변위 증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직렬궤도 형

태의 주행차량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Kitano et al. 1990; Kitano and Watanabe 1992; Watanabe

et al. 1995). 상기의 논문에서는 직렬 무한궤도 차량의 운동

을 평면운동으로 가정하였으며, 궤도의 견인력은 궤도에서

의 지반압력을 이용하여 쿨롱마찰의 형태로 계산되었다. 

이 등 (2009)은 김 등 (2004)에 의해 개발된 연약지반

주향차량의 동적거동 해석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3차원 비

선형 직렬 무한궤도 차량의 동적거동 해석 기법을 개발하

였으며, 개발된 해석 프로그램은 김 등 (2004)에 의해 개

발된 2열 무한궤도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교·검증

하였다.

본 논문은 이 등 (2009)에 의해 개발된 3차원 비선형

직렬 무한궤도 차량 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설

계변수(전/후 궤도의 조향각, 궤도의 조향비, 속도 등)에

대한 성회성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직렬 무한궤도 차량 운동방정식

Fig. 1은 직렬 무한궤도 차량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공간고정 좌표계(X-Y-Z)와 차량고정 좌표계(x'-y'-

z'), 궤도고정 좌표계(xi' -yi' -zi' , i = 1, 4)를 사용하였다. 차량

고정 좌표계 대한 주행차량의 운동방정식은 식 (1)과 (2)

와 같이 구해진다(이 2009). 또한 궤도의 조향각을 반영하

기 위해 궤도고정 좌표계를 이용하였으며, 궤도고정 좌표

계는 차량고정 좌표계에 상대적인 자세로 표시하였으며,

반시계 방향을 양의 조향각으로 정의하였다. 

(1)

(2)

여기서 m과 J는 주행차량의 질량과 관성모멘트 행렬을 나

타내고, V와 ω는 주행차량의 무게중심에서의 병진속도와

회전속도를 나타낸다. W와 B는 주행차량의 무게와 부력

을 나타내며, A는 주행 차량의 자세행렬을 나타낸다.

와 (i = 1, 4; 궤도 번호)는 지반과 차량의 상호작용

에 의해 발생되는 힘과 모멘트를 나타내며, FH와 NH는 유

체저항에 의해 발생되는 힘과 모멘트를 나타나며, NB는

부력에 의한 모멘트를 나타낸다.

3. 연약지반 모델

토양의 지반반력

토양의 지반반력은 토양의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으로 나

눌 수 있으며, 토양의 수직응력은 차량의 지면 압력으로

표시되고, 압력-침하간의 관계식에 의해 얻어진다. 이에

반해 전단변위에 의해 발생하는 토양의 전단응력은 견인

력과 모멘트를 발생시키며, 연약한 점착성 토양은 심한 비

선형성을 보여준다(Hong and Choi 2001).

수직응력은 아래와 같이 정적침하(is)의 함수로 나타난

다(Bode 199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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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ordinate systems and tandem tracked vehic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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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침하는 차량의 전체침하에서 차량의 전단변위에 의

한 동적침하(slip sinkage)를 제외한 침하를 의미하며, 압력

-침하간의 특성곡선은 Fig. 2에 나타나 있으며, K1과 K2는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Hong and Choi 2001). p*는

Fig. 2에서 기울기가 K1인 점근선의 y 절편을 의미한다. 

연약한 점착성 토양은 Fig. 3과 같이 일정 이상의 전단

변위가 발생하면 토양이 급격히 붕괴되는 전형적인 비선

형성을 나타낸다(Hong and Choi 2001). 

Wong (1993)은 이러한 점착성 토양의 전단응력을 다음

과 같은 함수로 제안하였다.

(4)

여기서, τm은 최대 전단응력을 나타내고 E는 민감도로써

잔류응력(τres)에 대한 최대 전단응력의 비를 나타내며, kw

는 최대 전단응력이 발생되는 부분의 전단변위를 나타내

며, s는 전단변위를 의미한다. 함수특성 곡선은 Fig. 3과

같다. 또한 점착성 토양의 최대 전단응력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Baladi and Rohani 1978).

(5)

여기서, C는 토양의 점착력(Cohesion)을 의미하며, Cd와

µ는 토양의 물질상수를 나타내며, φ는 토양의 내부 마찰

각이고, 은 전단속도이다. 

토양의 전단변위는 부가적인 동적침하(미끄럼 침하,

Slip sinkage)를 발생시키는데, 그 표현은 다음과 같다.

(6)

여기서, p는 접지압, s는 전단변위를 가리키며, 상수 c0과

지수 c1과 c2는 실험에서 구해진 값들이다.

차량의 총침하(itot)는 정적침하(is)와 동적침하(id)로 구

성된다.

(7)

본 논문에서 사용된 해저연약 지반 모델의 상수는 해양

연구원의 실험시설(3차원 토조)을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최 등 2002). 혼합물의 함수비를 조정하여 잔류전단강도

(τres)가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게 하였으며, 혼합물의 강도

는 실해역 연약지반의 잔류전단강도를 목표로 모사되었

다. 이러한 실험 장비를 통하여 지반모델의 물성치를 계측

하였고, Table 1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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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essure-sinkage model 

Fig. 3. Shear stress vs. displacement 

Table 1. Data of soil model

Pressure-sinkage model
K1, K2 2.0 (m-1), 47.0 (m-1)

p* 10 kPa

Shear stress model

C 4 kPa

E 2.7

kw 0.04 m

ø 0 deg

Cd 0.0

Dynamic sinkage model
pcrit 6.5 kPa

c0, c1, c2 0.11, 1.0, 1.0

Fig. 4. Soil Bin in MOERI/KOR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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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중

무한궤도 차량같이 토양의 수직방향에 대해 반복하중이

작용할 경우, 침하에 대한 수직압력이 Fig. 2와 같이 표현

되지 않는다. Fig. 5는 반복하중이 작용하는 수직압력-침

하 관계를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중이 작용하는 구

간은 식 (3)에 의해 침하에 대해 수직압력을 구할 수 있으

며, 반복하중이 작용하는 unloading과 reloading 구간에

대한 수직압력-침하 곡선은 직선의 형태로 가정하여 다음

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Wong 1989).

(8)

여기서 p는 접지압, is는 침하, pu와 isu는 각각 unloading이

시작되는 지점에서의 접지압과 침하를 나타내며 ku는

unloading, reloading 구간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4. 수치해석

직렬 무한궤도 차량의 선회 성능을 분석하기 수치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수치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전방 궤도의 조향각(FSA): 0o, 3o, 6o, 9o, 12o, 15o

·후방 궤도의 조향각(RSA): −0o, −3o, −6o, −9o, −12o, −15o

·전방 좌우 트랙의 조향비(FSR): 1.0, 1.1, 1.2, 1.4

·후방 좌우 트랙의 조향비(RSR): 1.0, 1.1, 1.2, 1.4

여기서 전방 및 후방 궤도의 조향각(δ)의 정의는 Fig. 6

과 같이 반시계 방향을 양으로 하였으며, 주행차량의 진

행방향과 궤도의 진행방향 사이의 각을 조향각으로 정의

하였다. 

조향비는 좌측 궤도와 우측궤도 사이의 속도비를 의미

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9)

여기서 VFL, VFR, VRL, VRR은 Fig. 1처럼 4개의 궤도에 대

한 속도를 나타낸다. 즉, VFL, VFR은 차량의 무게중심의

앞쪽에 있는 좌/우 궤도의 속도를 나타내며, VRL, VRR은

뒤쪽 궤도의 좌우 속도를 나타낸다. 

이상의 조건을 이용하여 총 576개의 모델에 대한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576개 수치모델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의 일부분이

Fig. 7, 8에 나타나 있다. 

Fig. 7, 8은 전/후 트랙의 조향각을 0o로 고정시키고, 전/

후 트랙의 조향비를 변경할 때 주행차량의 무게중심에서

의 선회 반경과 수직침하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2와 같

이 전/후 트랙의 조향비가 같이 증가(FSR = RSR = 1.1,

1.2, 1.4)하면 선회반경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Table 2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조향비가

1.1에서 1.4까지 변하고 있으나, 차량의 선회반경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차량의 속도 및

선회는 전/후/좌/우 4개의 궤도 속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

데, 좌/우 트랙의 속도차는 차량을 선회하는데 영향을 미

치지만 전/후 트랙의 속도차는 선회반경에 큰 영향을 미치

지 못한다. 예를 들어 FSR은 1.4, RSR은 1.1이라 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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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essure-sinkage relationship subjected to repetitive

load 

Fig. 6. Definition of steering angle Fig. 7. Turning trajectories of vehicle's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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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좌측 궤도의 기준 속도를 V라고 가정하면 VFL = VRL =

V이고, VFR = 1.4 V, VRR = 1.1 V가 된다. 즉, 우측 전방

궤도는 1.4 V로 주행하고, 우측 후방의 궤도는 1.1 V로 주

행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전방 우측 궤도는 주어진 속도

(1.4 V)로 주행하지 못하고 우측 후방의 궤도와 비슷한 속

도로 주행하게 되며, 이로 인해 우측 전반의 궤도에는 과

도한 슬립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부가적인 침하를 유발하

며, 차량의 주행성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Table 2

의 푸른색에서도 같은 이유로 선회반경이 크게 변하지 않

는다. 이상과 같이 4열 직렬 궤도에서 조향각이 0o인 경우

에는 전/후방의 선회비를 비슷하게 주는 것이 차량의 주행

성능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s 3~7은 전/후방 궤도의 선회비(FSR, RSR)가 각

각 (1.0, 1.0), (1.1, 1.1), (1.1, 1.4), (1.4, 1.0), (1.4, 1.4)인

경우에 전/후방 궤도의 조향각 변화에 따른 주행차량의 선

회 반경을 나타내고 있다. 선회반경의 비교를 통하여 다음

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었다. 

Fig. 8. Vertical positions of vehicle's CM 

Table 3. Turning radius with respect to steering angle at FSR = RSR = 1.0

Turning radius

(m)

FSA (Deg)

0 3 6 9 12 15

RSA (Deg)

0 - 154.56 127.69 139.69 119.19 89.12

-3 154.60 128.32 140.83 120.17 89.37 64.40

-6 128.88 142.02 121.22 89.66 64.24 47.10

-9 143.26 122.39 90.02 64.20 46.89 35.94

-12 123.68 90.60 64.29 46.74 35.80 28.42

-15 91.46 64.56 46.68 35.65 28.24 23.13

Table 4. Turning radius with respect to steering angle at FSR = RSR = 1.1

Turning radius

(m)

FSA (Deg)

0 3 6 9 12 15

RSA (Deg)

0 37.32 31.26 23.88 21.63 22.03 22.08

-3 31.24 23.86 21.63 22.05 22.08 21.19

-6 24.02 21.63 22.09 22.11 21.13 19.39

-9 21.64 22.12 22.12 21.07 19.27 17.28

-12 22.09 22.08 20.98 19.13 17.13 15.32

-15 21.94 20.80 18.92 16.94 15.14 13.63

Table 5. Turning radius with respect to steering angle at FSR = 1.1 and RSR = 1.4

Turning radius

(m)

FSA (Deg)

0 3 6 9 12 15

RSA (Deg)

0 37.36 29.79 21.31 14.64 10.51 8.44

-3 29.48 21.01 14.21 10.01 8.23 7.68

-6 20.91 14.07 9.58 8.11 7.66 7.53

-9 14.30 9.30 8.14 7.71 7.53 7.62

-12 9.27 8.32 7.83 7.50 7.54 8.61

-15 8.57 8.00 7.43 7.34 8.64 8.77

Table 2. Turning trajectories of vehicle's CM

FSR

1.1 1.2 1.4

RSR

1.1 37.3214 35.5031 37.2961

1.2 35.5413 17.9774 17.717

1.4 37.3619 17.8269 9.6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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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궤도의 조향각이 증가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선회반경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2.전/후방 조향각에 대해서 대칭행렬(symmetric matrix)

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3.선회반경은 조향각보다는 선회비에 더 큰 영향을 받

는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연약지반 모델이 적용된 4열 직렬 무한

궤도 차량의 선회성능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

석을 통한 선회반경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을 수 있었다. 

전후방 조향비가 다른 경우, 조향비가 작은 쪽에 의해

선회반경이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회반경을 작게

하기 위해 전후방의 조향비를 증가시킬 경우, 전/후방 조

향비를 비슷하게 주는 것이 선회 및 수직침하에 유리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회를 위해 조향각을 변화시킬 때 전방의 조향각과 같

은 크기로 방향은 반대로 후방의 조향각을 주면 같은 선

회반경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전후방 조향각

에 대한 선회반경은 대칭행렬 특징을 가진다.  

또한 선회반경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조향각을 변화시

키는 것 보다 조향비를 변화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해석의 결과는 향후 심해저 불규칙 지반을 주행하는

주행차량 설계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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