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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율 이동로봇의 제어 연구는 실내 주행과 실외

주행 분야로 나뉘어져 연구되고 있으며, 근래에는 

자동차의 무인화 연구가 가속화 되면서 차량형 

이동로봇의 실외 주행에 관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경로추종 제어에 관한 기존 연구는 차량형 이동

로봇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으며1 자동차 분야

에서는 주차 지원 시스템3이나 자율 주행 차량에서 

응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횡 방향 오차와 요각도 

오차의 멤버쉽 함수를 이용하여 차량의 휠 각도를 

제어하는 퍼지 제어기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어성능을 고찰했다.

2. 차량의 동역학적 모델

차량 모델은 Bicycle 모델2,3로 가정하여 사용하

고 이를 횡 방향 가속도와 요 각가속도에 대한 

동역학 방정식으로 나타  내면 식(1)과 같다.


    

  






 





 








(1)

위의 식을 이용하여 차량의 입력 속도를 일정하

게 주어질 때 차량의 조향각을 입력으로 주어지면 

차량의 횡방향의 위치와 속도를 구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요 각과 요 각속도를 구할 수 있다. 

3. 경로추종 제어기 설계

3.1 오차의 정의

Fig.1은 기준위치와 현재위치의 오차2를 보여준

다. 

Fig.1 Error posture
종 방향 오차를  , 횡 방향 오차를  , 차량요각

도 오차를 라고 정의 한다. 오차벡터  

와 기준위치벡터    , 현재위치벡터 

와의 관계식은 식(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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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cos 
  

  (2)

3.2 퍼지 경로추종 제어기

퍼지 제어기는 복잡한 수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차량과 같은 비선형 시스템의 제어에 적합하며 

상황에 따라 파라미터의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어 

강인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3,4.

      

     N2 N1 Z P1 P2

N3 N4 N4 N3 N1 Z
N2 N4 Z3 N2 Z Z
N1 N3 N2 N1 Z P1
Z N2 N1 Z P1 P2
P1 N1 Z P1 P2 P3
P2 Z Z P2 P3 P4
P3 Z P1 P3 P4 P4

Table.1 Fuzzy rule for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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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Surface of Fuzzy rule

본 논문에서는 속도를 등속도로 가정하고 조향

각도만을 제어 입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횡 방향 

오차와 차량의 요 각도오차를 퍼지제어기의 

입력으로 사용했다.
제어 입력 값의 규칙을 정하기 위해 먼저 횡 

방향오차에 대한 규칙을 먼저 정하고 다음 요 각도

오차에 대한 규칙을 추가로 정하였다. 
Table.1은 입력과 출력에 대한 퍼지 규칙을 나타

내고, Z는 0, P는 양수, N은 음수를 의미하고 뒤에 

붙은 숫자는 크기를 의미한다. Fig.2는 Table.1의 

규칙을 도식화 한 것이다.

4. 시뮬레이션

앞에서 제시한 퍼지 제어기의 시뮬레이션을 위

해 기준경로는 직선구간과 곡률을 가지는 구간으

로 만들었고, 차량의 속도는 10m/s로 일정하게 입

력한다.
Fig.3과 Fig4는 기준 경로와 실제 경로의 차이, 

기준 요각과 실제 요각의 차이를 나타낸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경로추종을 위해 퍼지 

제어기를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같이 기

준경로를 크지 않은 오차범위 내에서 추종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후의 연구에서 외란과 변화가 심한 경로에서 

검증이 필요하고, 출력에서 속도를 함께 고려한 

제어기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후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IT융합 고급인력과정 지원사업(NIPA-2013-H0401 
-13-1009)의 연구결과와 지식경제부 우수 제조기

Fig.3 Gap of Reference path and Actual path

Fig.4 Gap of Reference theta and Actual theta

술연구센터 기술개발사업(10031484)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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