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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oposes a novel method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control modalities related to driving a wheel loader,

according to the framework of Fitts’ law and the steering law. Fitts’ law is an empirical model for the evaluation of human

performance. This model is widely used in human factors studies. The steering law is an extension of Fitts’ law, and this

law is used especially for evaluating driving performance. To evaluate a driver’s performance, we carried out driving

simulations of V-Shaped driving tasks based on ISO 5010 steering requirements. The simulation model of the Doosan

DL400 class wheel loader was developed using an Open Dynamics Engine (ODE), and the steering performance of the

model was tested with a human subject by using a driving simulator. The steering performance was analyzed with three

different parameters: the maximum velocity, the steering ratio, and the friction coefficient.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steering performance was consistent with both Fitts’ law and the steering law. The completion time was corrected

linearly with an index of difficulty, with r2 being between 0.95 and 0.99.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roposed method is

feasible for providing a quantitative tool that can be used to design the control modalities of wheel lo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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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휠로더는 일반 차량과는 다르게 수송을 위한 주행과 특정 현장

에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건설 장비 중의 하나이다. 휠

로더가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작업은 건설 현장에서의 시공이나

채광작업을 예로 들 수 있지만, 휠로더 자체의 다양성으로 인해

목재나 철제 같은 화물을 운반하거나 적재하는 운송 주행 작업이

가장 빈번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휠로더는 50년 전 최초 등장한 이후부터 차량 자

체의 효율성, 안전성 및 조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6 하지만 휠로더는 차량으로서의 주행성능이나

운전자에 대한 편의성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건설 시공과 관련된 작업 성능의 발전에만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더불어 최근에는 일반 차량의 자율주행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음에 따라 주행 시스템에 있어서 차량과 유사한 휠로더의

경우에도 주행 성능 및 무인 원격 제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7,8 자율 주행은 주행 성능 평가와 운전자 편의 향상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며, 일반적인 차량의 편의 향상을 위한 평가 지표

는 승차감과 차량 핸들링을 꼽을 수 있다. 승차감의 경우에는 객

관적인 측정을 위한 확립된 방법이9,10 존재하지만 차량 핸들링,

즉 휠로더의 주행에 관한 평가는 승차감에 비해 보다 복잡한 구

조를 가지고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 실제로 산

업 현장에서 휠로더의 핸들링이나 주행 평가는 운전자의 주관에

의한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운전자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운전 습관과 당일의 건강 상태와 기분에 의해서 평가 결

과가 매번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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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휠로더 원격 자동화의 구현 시 필요한 주행 성

능 평가를 위하여 Fig. 1과 같이 휠로더 주행 시스템을 인간-기계

시스템으로 단순화하였다. 본 시스템에서는 운전자와 휠로더를

하나의 인간-기계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그 사용에 따른 주행 성

능(Driving Performance)을 평가하는 객관적 평가 방법을 제안하

였다. 휠로더의 주행 성능 평가 방법으로는 인간-기계 상호작용

분야에서 대표적인 피츠의 법칙(Fitts’ Law)과 스티어링 법칙

(Steering Law)을 제안하였다.

사용성 평가 방법 중 하나인 피츠의 법칙은 휠로더의 주 작업

주행 패턴인 V상차 주행에 적용하였으며, 스티어링 법칙은 휠로

더를 포함한 중장비 주행 성능 통과 기준인 ISO5010에 적용하여

객관적인 주행 성능 평가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시뮬레

이션을 위한 휠로더 모델 선정은 실제 휠로더 장비 중 하나인 두

산의 DL400급 장비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Open Dynamics

Engine (ODE) 기반의 모델을 구성하여 동역학적인 요소를 포함

한 현실감이 있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2장에서는 휠로더 주행 성능의 객관적 평가 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인간-기계 상호작용 분야에서 사용성 평가에 대표적인 피

츠의 법칙과 스티어링 법칙을 소개하고 V상차 주행과 ISO5010

주행에 사용성 평가를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2

장에서 소개한 사용성 평가 방법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ODE 시

스템을 소개하고 실험 환경 설정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4장에서

는 실험결과를 설명하고 마지막 5장에서 실험에 따른 결론과 고

찰을 서술하였다.

2. 휠로더의 주행 성능 평가 방법

2.1 피츠의 법칙과 스티어링 법칙

Fitts’ Law는 인간-기계 상호작용 분야에서 인간의 행동에 대

한 속도와 정확성 평가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현대의 인간이 수

행하는 작업은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이 요구되고 복잡한 단계들

을 거치기 때문에 이를 단순화하여 평가하고 비교할 때 수치적인

객관성을 부여하는 방법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1-14

Fitts’ Law에서 실험의 환경에 따른 작업의 난이도 Index of

Difficulty (ID)는 다음과 같은 식(1)로 표현된다.

ID = log2 (A/W + 1) (1)

식(1)에서 A는 대상 물체 중심에서의 거리이며 W는 목표물의

폭이다. 전체 움직임의 평균 시간을 MT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최종적인 관계를 정립한다.

MT = a + b log2 (A/W + 1) (2)

식(2)에서 a, b는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실험상수로써 실험을

통해 값을 얻는다. 이때 작업의 난이도의 증가는 인간이 한번에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의 양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며 값의 증

가는 작업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Fig 2는 일반적인 Fitts’ Law 실험 인터페이스 장면을 보여준

다. 난이도 ID의 값은 A 값이 커질수록 그리고 W 값이 작아질수

록 커진다.

일반적으로 스티어링 법칙은 제한된 궤적을 따라 움직이는 형

태이며 피츠의 법칙을 차량의 스티어링 조작에 적용시킨 형태이

다. 스티어링 작업의 일반적인 예는 정해진 폭의 도로 경계를 벗

어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다.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도로의 경우 전체 도로를 통과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T라고

할 수 있으며, 도로의 폭 W와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공식을 식(3)과

Fig. 1 Human-Machine Interaction application in wheel loader

Fig. 2 General task about Fitts’ Law

Fig. 3 Integrating along a curve in steer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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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피츠의 법칙에서 파생된

형태이며, 피츠의 법칙과 동일하게 전체 작업 수행시간 T와 주행

작업의 난이도 ID의 관계식으로 표현된다.

(3)

ID는 작업의 난이도를 나타내며 도로의 궤적을 따라 정해진 경

로의 너비를 적분하는 형태로 최종 정의된다.

2.2 V상차 주행 및 피츠의 법칙 적용

휠로더의 대표적인 작업 패턴인 V상차 작업은 Fig. 4와 같이 4

단계로 구분되며 재료와 트럭을 왕복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V

상차 작업의 주 목적은 재료의 이동이며, 작업시간 및 기준시간에

대한 재료의 이동량 등은 휠로더의 생산성 및 공사효율의 평가

시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와 더불어 V상차 작업은 반복적인 휠

로더의 주행이 필수적인 작업이며 실제 작업 현장에서도 휠로더

의 주행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V상차 작업 중 부

켓 등을 이용한 작업을 제외하고 오직 주행에 관한 작업만을 선

택한다면 반복 주행 작업과 동일한 형태의 작업이 구성되면서 피

츠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이 가능하다.

Stage-1에서는 재료를 담기 위한 직진주행, Stage-2에서는 운전

자가 예상하는 지점까지 후진한다. Stage-3에서는 트럭에 재료를

내리기 위해 조향과 함께 트럭으로 진입하고 Stage-4에서는 새로운

V상차 작업의 시작을 위해 초기 위치로 복귀한다.

Fig. 5는 이러한 V상차 반복 주행에 대하여 피츠의 법칙을 적

용한 설명이다. Stage-1, Stage-2를 하나의 피츠의 법칙으로 설정

하고 Stage-3, Stage-4를 다른 하나의 피츠의 법칙으로 설정하여

각각 시간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실험 설정

에서 A1과 A2, W1과 W2를 동일하게 설정해주면 최종적으로 하

나의 피츠의 법칙 공식으로 도출할 수 있게 된다.

2.3 ISO5010 및 스티어링 법칙 적용

ISO5010은 휠로더를 비롯한 중장비 차량의 조향 능력 평가를

위한 조향 시험 및 성능 기준을 규정하는 국제표준규격이다. Fig.

6에서 보이는 형태로 주행 코스가 규정되어지며, 그림에서 보이

는 각각의 변수 A, B, C, a, b, c, d, e, f, g, h, i는 코스에서 주행

을 수행하는 장비의 규격에 의해 결정된다.

T a b
ds

W s( )
------------∫×+=

Fig. 4 V-Shape pattern working cycle

Fig. 5 V-Shape pattern in Fitts’ Law

Fig. 6 ISO5010 Course

Fig. 7 ISO 5010 Course in Steer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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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은 ISO5010에 해당하는 코스에 대하여 스티어링 법칙을

적용하기 위한 구간 구분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너비와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난이도의 합은 ISO5010코스 전체의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각각의 코스별로 길이 A와 너비 W를 조절하

면 전체 ISO5010 코스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3. 주행성능 평가를 위한 동역학 시뮬레이션

3.1 휠로더 실물 모델 선정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할 휠로더의 모델로 두산

의 DL400급 휠로더를 선정하였다. 동역학 시뮬레이션에서 조종

대상인 휠로더의 실물 설정은 휠로더의 속도와 회전 반경 및 스

티어링 비율과 무게에 대한 시뮬레이션 설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Fig. 8은 본 연구에서 선정한 두산의

DL400급 휠로더의 정보를 보여준다. 해당 정보는 동역학 시뮬레

이션에서 조종되는 가상 휠로더의 특성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3.2 동역학 시뮬레이션 환경 설정

휠로더의 주행 성능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실험 환경 모델은

Open Dynamics Engine (ODE)을 사용하였다. ODE는 개발자

Russell Smith를 중심으로 2001년부터 개발이 진행된 오픈 소스

기반의 동역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최근 로봇 시뮬레이션

이나 게임의 물리엔진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물체의 충돌

및 속도와 가속도 변화에 따른 실험적 결과를 다양한 형태로 분

석 가능하게 하는 시뮬레이션이다.

3.2.1 V상차 주행 시뮬레이션

휠로더 실물 모델데이터를 바탕으로 휠로더의 최저 회전 반경

을 계산하고 이를 V상차 주행 시뮬레이션의 난이도 ID의 범위

설정에 적용하였다. 피험자는 스티어링 휠을 이용하여 휠로더의

조향각을 조작하고 페달을 이용하여 휠로더의 속도를 조작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V상차 주행의 난이도 ID의 범위는 [2.32-

4.39]로 지정하였고 총 5가지의 다른 ID를 결정하여 실험에 적용

하였다. 피험자는 각 ID 마다 V상차 주행 Stage1-4를 왕복하여

총 10회 실시하였다.

Fig. 9에서 볼 수 있듯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동안 운전자

는 휠로더의 위치와 목표 타깃 지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

도록 정면, 후면, 상 단면에 해당하는 카메라 화면을 제공받는다.

V상차 주행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에 운전자에게는 각 Stage마다

휠로더가 목표지점에 도착하면 비프 음으로 Stage에 도착하였음

을 알려주고, 바로 다음 타깃을 향하여 휠로더를 조종할 수 있도

록 지시하였다. 모니터의 화면 업데이트 비율은 20frame/second

로 설정하였다.

3.2.2 ISO5010 주행 시뮬레이션

V상차 주행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휠로더 실물 모델데이터를

바탕으로 휠로더의 최저 회전 반경을 계산하고 이를 ISO5010 주

행 시뮬레이션의 난이도 ID의 범위 설정에 적용하였다. 또한 피험

Fig. 8 The property of DL400 wheel loader

Fig. 9 V shape working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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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스티어링 휠을 이용하여 휠로더의 조향각을 조작하고 페달

을 이용하여 휠로더의 속도를 조작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ISO5010 주행의 난이도 ID의 범위는 [6.48-16.91]로 지정하였고

총 5가지의 다른 ID를 결정하여 실험에 적용하였다. 피험자는 각

ID 마다 ISO5010 주행 코스를 운전하여 총 10회 실시하였다.

Fig. 10에서 볼 수 있듯이 V상차 주행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동안 운전자는 휠로더의 위치와 목표 타

깃 지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면, 후면, 상 단면에 해

당하는 카메라 화면을 제공받았다. 각 ID 마다 ISO5010코스를

완주하면 최종 지점에 도착하였음을 비프 음으로 알려주었다. 모

니터의 화면 업데이트 비율은 20 frame/second로 동일하게 설정

하였다.

4. 주행 성능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휠로더의 주행 성능 평가 방법은 피츠의

법칙을 적용한 V상차 주행 방법과 스티어링 법칙을 적용한

ISO5010 주행 방법이 있다. 각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휠로더의 실물 설정을 DL400으로 1대 설정하였기에 다른

휠로더와의 주행 성능을 비교할 수 없는 설정이다. 따라서 DL400

휠로더 실물 내에서 물성치 변경을 지정하여 비교 대상 군을 만

들 수 있게 비교 변수를 지정하였다. 비교 변수는 Table 1과 같이

스티어링 비율, 최고 속도, 차량 바퀴의 마찰계수를 선정하였다.

피험자는 만 33세, 오른손 잡이이며 일반 자동차 운전 경력 14년

보유자이다. 하지만 휠로더를 직접 운전해보지 않았으므로 실험

에 앞서 10분간의 조종해볼 수 있는 연습 시간을 부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휠로더 주행의 성능 평가 지표로서 Correlation

상수 R2을 사용하였다. R2은 피츠로우의 법칙에서 난이도 ID와

수행시간 MT의 관계를 비례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R2

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난이도 ID와 수행 시간 MT 의 상관관계

가 명확한 것이며 작업 난이도에 따른 분류가 명확하다는 의미가

된다. 두번째 성능 평가 지표로써 성능지수(Index of Performance,

IP)를 선정하였다. 성능지수는 ID와 MT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

프에서 기울기의 역수이다. IP는 일반적으로 bit/seconds로 표현

되며, 단위 시간당 정보의 전송 크기를 의미한다. IP의 수치가 크

면 클 수록 단위 시간당 효율적인 성능을 발휘한다고 결론을 내

릴 수 있다. 모든 실험의 결과는 전체 실험의 평균값으로 비교를

하였다.

4.1 스티어링 비율(Steering Ratio)

4.1.1 V상차 주행 시뮬레이션

Steering Ratio값을 변수로 설정한 V상차 주행 시뮬레이션 실

험에서 R2의 값은 서로 간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Steering

Ratio 값을 변수로 설정한 V상차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에서 성능

지수 IP 값은 Steering Ratio가 13.5인 경우에 가장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13.5와 4.5의 IP 값의 차이는 0.007443로 파악되었다.

이는 휠로더 주행에 있어서 Steering Ratio의 차이는 영향을 조금

미친다고 볼 수 있다.

4.1.2 ISO5010 시뮬레이션

Steering Ratio 값을 변수로 설정한 ISO5010 시뮬레이션 실험

에서 R2의 값은 각 변수마다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Steering

Ratio 값을 변수로 설정한 ISO5010 시뮬레이션 실험에서 성능지

수 IP 값은 Steering Ratio 값이 13.5일 때 최고 높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13.5와 4.5의 IP 값의 차이는 0.014012로 파악되었다. 이

는 V상차 주행 시뮬레이션 결과와 마찬가지로 휠로더 주행에

Fig. 10 ISO5010 simulation

Table 1 Experimental variables for performance comparison

Steering ratio Maximum velocity Friction coefficient

4.5 8 0.01

13.5 12 0.1

18.9 16 0.5

Fig. 11 IP of V-Shape experimental result in steering ratio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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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Steering Ratio의 차이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4.2 최고속도(Maximum Velocity)

4.2.1 V상차 주행 시뮬레이션

최대 속도 값을 변수로 설정한 V상차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에

서 R2의 값은 16 km/h와 8 km/h에서 0.021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속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난이도 ID와 수행시간MT의 선

형 관계가 미미하지만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대 속도

값을 변수로 설정한 V상차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에서 성능지수

IP 값은 최대 속도가 클수록 확실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

다. 16 km/h와 8 km/h의 IP 값의 차이는 0.05758로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휠로더 주행에 있어서 속도의 차이

는 중요한 평가지표가 된다는 의미이다.

4.2.2 ISO5010 시뮬레이션

최대 속도 값을 변수로 설정한 ISO5010 시뮬레이션 실험에서

R2의 값은 각 변수마다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최대 속도 값을

변수로 설정한 ISO5010 시뮬레이션 실험에서 성능지수 IP 값은

최대 속도가 클수록 확실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16 km/

h와 8 km/h의 IP 값의 차이는 0.71957로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V상차 주행 시뮬레이션 결과와 마찬가지로 휠

로더 주행에 있어서 속도의 차이는 중요한 평가지표가 된다는 의

미이다.

4.3 마찰계수(Friction Coefficient)

4.3.1 V상차 주행 시뮬레이션

마찰계수 값을 변수로 설정한 V상차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에

서 R2의 값은 0.01와 0.5에서 0.0393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마

찰계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난이도 ID와 수행시간MT의 선형

관계가 나빠지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찰계수 값을 변수로 설정한 V상차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에

서 성능지수 IP 값은 마찰계수가 작을수록 확실하게 증가하는 결

과를 보여주었다. 0.01와 0.1의 IP 값의 차이는 0.015697로 파악

되었다. 이는 휠로더 주행에 있어서 마찰계수의 차이는 중요한 평

가지표가 된다는 의미이다.

4.3.2 ISO5010 시뮬레이션

마찰계수 값을 변수로 설정한 ISO5010 시뮬레이션 실험에서

Fig. 12 IP of ISO5010 experimental result in steering ratio variables

Fig. 13 V-Shape experimental result of IP in maximum velocity

variables

Fig. 14 ISO5010 experimental result of IP in maximum velocity

variables

Fig. 15 V-Shape experimental result of IP in friction coefficient

variables

Fig. 16 ISO5010 experimental result of IP in friction coeffici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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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의 값은 각 변수마다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마찰계수 값을 변수로 설정한 ISO5010 시뮬레이션 실험에서

성능지수 IP 값은 마찰계수가 클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결과

를 보여주었다. 0.01와 0.5의 IP 값의 차이는 0.02902로 파악되었

다. 이는 V상차 주행 시뮬레이션 결과와 마찬가지로 휠로더 주행

에 있어서 마찰계수의 차이는 중요한 평가지표가 된다는 의미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휠로더의 자율 주행을 위한 방법 중, 원격 제어

시 필요한 주행 성능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인간-기계 상호작용 분야에서 대표적인 피츠의 법칙(Fitts’ Law)

과 스티어링 법칙(Steering Law)을 제안하였다. 피츠의 법칙은 휠

로더 주행 작업 중 V상차 주행 작업에 적용하였고 스티어링 법칙

은 ISO5010 주행 작업에 적용하였다. 제안한 주행 성능 평가 방

법의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환경으로는 Open Dynamics Engine

(ODE)을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할 휠로더의 실물 모

델은 두산의 DL400급 휠로더를 선정하였으며, 성능 평가의 비교

대상을 위해 스티어링 비율(Steering Ratio), 최고속도(Maximum

Velocity), 마찰계수(Friction Coefficient)를 각각 3가지씩 단계로

변화하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휠로더의 성능 평가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고속도이며, 가장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티어링 비율로 나타났다. 최고 속도는 현 실험

단계인 8-16 km/h 구간에서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성능

지수 IP가 크게 증가하였다. 마찰계수는 현 실험단계 0.01-0.5 구

간에서는 값이 증가할수록 성능지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스티어링 비율의 경우에는 현 실험단계 4.5-18.9 구간에서는 경향

성이 보이지는 않았으나 14.5의 비율에서 가장 높은 성능지수 IP

가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티어링 비율의 값은 휠로더

의 주행 성능에 있어서 최적의 값을 비율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추가적인 실험을 통하여 그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휠로더의 주행 성능 평가 방법은 모든 실

험의 결과에서 R2의 값이 0.95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 방법이 유효함을 보여줄 수 있었다. 다만 변수로 지정한

스티어링 비율, 최고속도, 마찰계수 외에도 휠로더의 주행 성능에

미치는 변수들이 매우 많은 관계로 추후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보다 사실적인 시뮬레이션으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불어 본 논문에서 휠로더 모델로 설정한 DL400 외의 다른 휠로

더 모델의 특성을 추가로 도입하여 방법론을 검증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단계의 검증이 지

나면 실제 휠로더 차량을 가지고 직접 실험을 통해 주행 성능 평

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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