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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형 현가장치를 가진 무인자율차량은 재난

지역 전쟁터 외계 행성 등의 험지에서 현가장치, ,

의 능동적 구동을 통해 향상된 주행성능 갖도록

한 차량이다 능동형 현가장치를 가진 무인자율.

차량을 포함한 여러 무인차량은 센서를 통해 전

방의 지형을 예측하고 경로를 계획하여 이동한

다 능동형 현가장치를 가진 무인자율차량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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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휠형 무인자율차량의 접촉휠 예측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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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els of UGV can be used to get the information about the ground. However, wheels of UGV

with actively articulated suspension cannot be used as the roles because the each wheel does not

remain in contact with the ground.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d the indexes and models to

estimate the contact wheels. First, we formulated the dynamic equations about the actively articulated

suspensions and wheels. Then estimation index IWTC and IATC were developed from the equations, and

analyze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index. As the results, we developed the fuzzy rule-based

estimation model additionally derived from our observations. IWTC model and IATC model could eliminate

the noise of about 60% in comparison with the result without the estimation model. Fuzzy model also

could reduce the noise of about 83%. In addition, fuzzy rule-based estimation model had high

sensitivity and precision as well as robus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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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 현가장치에 부여된 추가적인 자유도를 제어

함으로써 차량의 무게중심과 자세를 임의로 조정

하여 험지 내에서 주행성능을 높인다 이 때 차. ,

량의 바퀴는 카메라를 통해 측정할 수 없는 지역

적 지형 특성 즉 지면과의 접촉각 재질에 대한, ,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와 같은.

시도는 특히 화성탐사선 의 자율주행microrover

및 화성지형 연구를 목적으로 한 의 노력 하JPL

에 꾸준히 연구되어왔다. Wlicox
(1)는 바퀴로부터

의 정보를 통해 바퀴 미끄럼률과 지면의 가라앉음

을 예측하였고 이후 등Iagnemma
(2)과 등Shibly

(3)은

휠로부터의 정보를 통해 지면의 점착성 및 내부

마찰각을 예측하였고 등Brooks
(4,5)은 바퀴에서의

진동을 통한 지형 재질 예측 등을 연구하였다.

각 바퀴는 지형특성을 계측하는 수단일 뿐 아

니라 차량의 제어를 위한 모델링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경계조건이기도 하다 등. Iagnemma
(6)은 각

바퀴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 정적 안정성을 제시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가변휠의 형상 계획을 세

웠다 등. Chakraborty
(7)은 각 바퀴와 지면과의 경

계 조건을 토대로 하여 험지에서 미끄럼이 발생

하지 않는 주행을 위한 운동방정식을 제시한 바

있다 등. Lim
(8)은 각 바퀴과 지면의 경계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험지 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가변 휠의 형상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를 수행하

였다.

이상의 연구들의 일부는 대상이 되는 무인자율

차량의 구조적 특징에 의하여 지면과의 접촉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바퀴로부터의 정보가 지형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1) 그러나 일반적

인 륜 이상의 가변 휠형 무인자율차량은 현가장4

치의 자유도로 인해 차량 자세를 유지하기에 여

유가 생기므로 모든 바퀴가 지면과 접할 필요 충

분 조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각 바퀴로.

부터의 정보로부터 지형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각

바퀴가 지면과 접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변 휠형 무인자율차량.

의 각 바퀴에 대한 접촉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모

델을 제시한 연구는 찾지 못했으며 비록, Brooks

등,
(9) 등Reina

(10)은 각 바퀴가 지면과 접한 면을

카메라로 측정함으로써 바퀴의 가라앉음(sinkage)

을 측정한 바 있으나 이는 각 바퀴의 접촉 유무

만을 판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비용이 많

이 들며 비효율적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측정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무

인자율차량이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한 간단

한 접촉휠 예측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장에서는. 2

각 현가장치 및 현가장치와 연결된 바퀴의 동역

학 모델을 통한 예측 지수와 예측 모델을 제시하

고 예측 모델의 성공률을 분석해보았다 장에서. 3

는 장에서 제시한 예측지수를 기반으로 한 퍼지2

논리 기반 예측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효용

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에서는 본 논문. 4

에서 얻은 결론 및 추후 과제에 대해서 기술하였

다.

2. IWTC Model and IATC Model

2.1 Overview

본 장에서는 능동형 현가장치를 가진 무인자율

차량의 각 바퀴에 대한 접촉상태를 예측하기 위

한 두 가지의 모델 기반 예측지수 및 이를 이용

한 예측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에서와 같. Fig. 1

은 능동형 현가장치 시스템에서 바퀴와 지면 간

의 접촉에 의한 접지력과 주행 시 발생하는 견인

력은 휠 토크 및 암 토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서 암이란 일반적인 능동형 현가장치를 가진

무인 자율차량에 있어 플랫폼과 휠 사이에 존재

하는 링크부를 지칭한다 이 때 접지력과 견인력. ,

의 합이 휠 토크에 미치는 영향을 휠 토크 기여‘

도 이하 암 토크에 미치는 영향을 암토크( WTC),

기여도 이하 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TC) .

각 기여도를 정규화하여 바퀴 접촉을 예측하는

지수로 사용하였다.

Fig. 1 Scheme of actively articulated sus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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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stimation Model of IWTC and IATC

에서와 같은 능동형 현가장치에서 휠에Fig. 1

대한 동역학식 모델을 구성하면 수식 과 같다(1) .

∙    ×∙

 (1)

수식 로부터 지면과의 접촉에 의한 힘이 휠(1)

토크에 주는 영향인 와 이를 정규화한WTC WTC

이하Index ( IWTC 는 수식 와 수식 과 같이) (2) (3)

정의할 수 있다.

≡   ∙ (2)

≡ (3)

여기서 WTCref은 휠의 접촉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값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하여

적절한 값을 선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예.

측 지수를 이용한 예측 모델을 아래 수식 와(4)

같이 구성하였다.

    i f  ≥  i f    (4)

본 논문에서 제안한 IWTC모델은 단지 두 개의

센서 데이터 즉 휠모터 토크 및 휠 각가속도를, ,

사용하므로 노이즈에 의한 영향이 적으며 계산이

간단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차량이 진행상태가.

아닌 경우 즉 휠 모터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경,

우에는 수식 의 모든 항들이 에 수렴하게 되(1) 0

므로 휠의 접촉 유무와 관계없이 수식 에서 계(2)

산되는 가 으로 수렴하게 되어 변별력이WTC 0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안정.

적으로 접지휠의 예측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수의 도입이 필

요하다.

능동형 현가장치의 휠과 플랫폼 사이에 위치하

는 암에 대해서 앞에서와 같이 동역학식 모델을

구성하면 수식 와 같다(5) .

∙   ×∙



 ∙ ∙ ∙ sin   
(5)

수식 로부터 지면과의 접촉에 의한 힘이 암(5)

토크에 주는 영향인 와 이를 정규화한ATC ATC

이하Index ( IATC 는 수식 과 수식 과 같) (6),(7) (8)

이 정의할 수 있다.

≡ ∙∙ sin    (6)
   ∙ ∙  (7)

≡ (8)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ATCref 역시 휠의 접촉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다음 절에서 이를 결

정한 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앞에서와 같이 위의.

예측 지수를 이용한 예측 모델을 아래와 같이 구

성하였다.

    i f  ≥  i f    (9)

IATC를 이용한 예측 모델은 계산이 복잡하지는

않으나 IWTC 예측 모델에 비해 많은 센서 데이터

가 요구되어 외란에 의해 예측지수의 변별력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능동.

형 현가장치를 가진 무인 자율차량은 각 현가장

치가 지면에 대해 도립진자 구조를 하고 있으므

로 암모터가 비활성화되면 차량의 안정성을 유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무인자율차량의 운행 중.

암모터는 항상 활성화 상태이므로 차량의 휠 모

터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IATC가 변별력

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암의 각도.

에 따라서 동일한 지면반발력에 대해 토크기여도

가 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토크 기여도가 에0

가깝게 되어 변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2.3 Simulation conditions

앞에서 제안한 두 개의 예측지수 IWTC와 IATC

를 이용한 휠 접촉 예측모델의 정확도를 알아보

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ADAMS-Simulink

환경을 구축하여 필요한 데이터를Co-simulation

습득하였다 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사용된 차.

량 모델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주 에서 개발한( )TUR

모델로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현재 개발 중인 견

마로봇을 기준으로 한 동역학 모델이다.
(11) 이 때

사용한 타이어모델은 타이어PAC2002(MF-Tire)

모델로 주 한국타이어에서 수행한 하중시험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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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 응답특성을 커브피팅 하여 구(Curve Fitting)

축하였다.

차량 모델은 환경에서 장애물 극Co-simulation

복을 위한 행동계획 알고리즘(8)을 사용하여 동작

하였으며 장애물은 의 수직상승 장애물을600mm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는 로 기록하였고. 100Hz

휠과 암에서 각각 토크 각가속도 그리고 암각도, ,

와 차량의 피치각을 측정하였다 또한 각 휠의.

접촉유무에 대한 기준데이터로 각 타이어의 수직

하중을 추가로 기록하여 하중이 이하인 경100N

우 본 논문에서는 휠이 지면과 떨어졌다고 판단

하였다 그 결과 수직상승 장애물의 통과 과정에.

서 전륜은 약 구간에서 바퀴가 지면에서 떨40%

어졌으며 중륜과 후륜은 약 구간에서 지면20%

과의 접촉을 잃었다 전체적으로 바퀴로부터 측.

정한 약 의 데이터가 지면의 특성을 반영하25%

지 못한 노이즈 신호라고 할 수 있다.

2.4 Estimation Result of IWTC and IATC Model

첫 번째로 휠토크를 기준으로 하여 바0.1N.m

퀴의 휴지기와 가동기로 나눠 WTCref와 ATCref에

따른 예측성공률을 확인해보았다 와. Fig. 2 Fig. 3

을 보면 WTCref가 이상인 경우 휠이 가동기0.2

에 있으면 예측 성공률은 약 에 이르며 그래97%

프가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WTCref를 으로 결0.3

정하게 되면 값에 노이즈가 수준으WTC 0.1N.m

로 발생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 성공률을

유지하는 강건성이 예상된다 반면 휠이 휴지기.

에 있으면 예측 성공률은 이하로 떨어지게80%

되며 성공률 또한 측정값의 오차에 대해 민감하

게 반응하게 됨을 예상할 수 있다. ATCref에 대한

결과를 보면 IATC 모델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휠

모터의 가동 여부와 무관한 예측 성공률이 나타

나고 있으며 그 정확도는 앞에서와 같이 ATCref

가 약 일 때 약 수준임을 알 수 있다1N.m , 93% .

이는 휠토크가 큰 경우에서는 IWTC예측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나 휠토크가

작은 경우에서는 크게 개선된 수치이며 특히 정

확도가 전후 구간에서 유지되고 있으므로0.4N.m

의 계산 시 포함되는 오차값에 대해 정확도ATC

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하의 모델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WTCref와

ATCref를 각각 와 로 결정하였다0.3N.m 1N.m .

Fig. 2 Success rate by IWTC model in terms of

WTCref

Fig. 3 Success rate by IATC model in terms of

ATCref

두 번째로 각 휠토크 구간에서의 각 예측 지수

를 사용한 예측 모델의 예측 성공률을 분석해 보

았다 차량이 수직상승 장애물을 극복하. 600mm

면서 측정된 휠토크를 분석한 결과 휠모터의 휴

지 상태에 해당되는 이하의 휠토크를 갖0.2N.m

는 구간이 전체의 를 차지했다 시뮬레이션을60% .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각 휠토크에 대

해 IWTC과 IATC 예측모델을 사용한 예측 성공률은

와 같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Fig. 4 . IWTC 예

측모델을 사용하였을 경우 휠토크가 큰 경우에는

차량의 접촉유무가 잘 예측되었으나 휠토크 값이

작아지면서 예측 성공률이 아래 수준으로80%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특히 휠토크가.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약 에 해당하므0.2Nm 60%

로 그 구간에서의 예측 성공률이 에 머물고80%



836

있음은 IWTC를 이용한 예측모델의 정확도가 전체적

으로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휠이 휴지상태에 있을 경우 IWTC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각 항이 모두 으로 수렴하면서0 IWTC의 변별

력이 떨어지는 문제임을 추정할 수 있다 반면. IATC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 휠토크가 낮은 구간 특히, ,

IWTC모델을 사용하였을 경우 예측성공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기 시작하는 이하 구간에서 수준1N.m 90%

의 예측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구간에서는 예측 성공률이 IWTC모델에 비해 낮으며

특히 휠토크가 부근에서 현저하게 떨어지고5N.m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2.5 Comparison between IWTC model and IATC

model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IWTC모델은

예상한 바와 같이 휠모터가 휴지기가 아닌 경우

수준의 높은 정확도를 보여줄 수 있으나 전97%

체의 절반 이상의 구간에 해당되는 휠 모터의 휴

지기에서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으며 예측의 강건

성이 떨어진다 반면. IATC모델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지수로써 휠모터의 휴지기에도 90%

이상의 예측 정확도를 보여줄 수 있으며 예측 정

확도는 의 오차값에 대해 강건성을 갖추고ATC

있다.

Fig. 4 Success rate by IWTC model(top) and

success rate by IATC model(bottom)

두 모델 간 예측 일치도를 확인해 본 결과 휠

토크가 이상인 경우에서는 두 예측모델을7N.m

사용한 결과가 서로 일치하였으나 그 이하에서는

이하의 일치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두 예측80% .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휠토크 수준에 따른 예,

측 정확도를 살펴보았을 때 에서와 같이Fig 5 1N

이상에서는 일반적으로 IWTC 모델의 예측 결과를

따르고 그 이하에는 IATC 모델의 예측 결과를 따

르면 예측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3. Fuzzy Rule-based Estimation Model

3.1 Overview

앞 장에서의 결과에서와 같이 IWTC 모델과 IATC

모델은 서로 상보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통

합한 하나의 모델 개발을 통해 차량 바퀴의 접촉

유무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앞 장에서의 결과를 통해 간단한 퍼지 규

칙을 적용한 퍼지규칙기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

다 퍼지 논리는 전문가의 경험적 또는 직관적.

지식을 규칙화한 것으로 신경망 이론과 함께 비

선형 시스템의 모델링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

이다 그러나 퍼지 논리는 신경망 이론에 비해.

시스템의 물리적 특성이 잘 반영되며 그에 따라

오버피팅 문제가 덜 발생한다 따라서(overfitting) .

앞 장에서와 같이 시스템의 물리적 특성이 잘 나

타나고 있는 비선형 시스템의 경우에는 퍼지 논

리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Fig. 5 Ratio of estimation success by IWTC model

and IATC model when results form two

models are disagreed with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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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mbership functions for (a)WT, (b)IWTC,

(c)IATC and (d)Contact Index(CI)

3.2 Fuzzy-Logic Approach

퍼지 논리를 적용하기 위하여 모델의 입력과

출력 변수에 대한 퍼지 집합을 구성하여야 한다.

본 모델은 휠토크 수준에 따라서 IWTC와 IATC를

적절하게 결합하는 모델로서 입력 변수는 휠토크

이하 와( WT) IWTC 및 IATC라 할 수 있다 각 정보.

는 에 대하여 퍼지 집합WT {LOW, HIGH} , IWTC

에 대해서 퍼지 집합 그리고{LOW, HIGH} , IATC

에 대해서 퍼지 집합을 구성하였{LOW, HIGH}

고 와 같은 숄더형태의 소속함수Fig. 6(a)(b)(c)

를 통해 변환(shoulder-shaped membership function)

하였다 본 모델의 출력 변수는 이진값으로 표현.

되는 각 바퀴의 지면 접촉 유무 이하 로( CI)

퍼지 집합과 과 같{CONTACT, OPEN} Fig. 6(d)

은 싱글톤 소속함수를 통해 변환하였(singIAton)

다 의 소속함수의 각 변수들은 최적화 과. Fig. 6

정을 통해 퍼지 논리가 전문가의 지식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12)

각 바퀴의 접촉 유무를 예측하는 모델은 아래

의 퍼지 논리 규칙으로 이루어진 추론 과정을 통

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앞 장에서의 결과.

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네 개의 퍼지 논리 규칙

을 결정하였다.

1) IF WT is LOW AND IATC is LOW,

THEN CI is OPEN

2) IF WT is LOW AND IATC is HIGH,

THEN CI is CONTACT

3) IF WT is HIGH AND IWTC is LOW,

THEN CI is OPEN

4) IF WT is HIGH AND IATC is HIGH,

THEN CI is CONTACT

위 규칙은 휠토크값이 클 경우 IWTC를 통한 예

측 결과를 따르고 작을 경우에는 IATC를 통한 예

측 결과를 따르고자 하는 간단한 규칙을 나타낸

것이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비퍼지화.

방법으로는 최대높이법(Defuzzification) (Maximum

을 사용하였다Height Method) .

3.3 Optimal Membership Function

퍼지규칙 기반 모델이 장에서 얻은 경험적 지2

식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 소속Fig. 6

함수에 대한 최적화 과정이 필요하다. WT, IWTC,

IATC 세 개 퍼지 집합은 각각 네 개의 퍼지 변수

를 가지며 이에 대한 소속함수는 숄더(shoulder)

형태이다 하나의 숄더 함수는 개의 변수를 가. 2

지므로 총 개의 변수에 대한 최적화 과정이 필12

요하다 본 예측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수식 과 같이 두 가지 목적함수를 제안(10), (11)

하였다.

    (10)

  ×  

 × ×
(11)

   (12)

  (13)

여기서 은 전체 샘플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N

하며 정확도 및 민감도 는 수(precision) (sensitivity)

식 와 과 같이 정의된다(12) (13) . J1은 일반적인

예측 정확도이고 J2은 질병 등의 예측에 사용되

는 지수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를 나타내고 있다F-measure .
(13) 는 가중F-measure

치가 곱해진 예측 민감도 와 예측 정확(sensitivity)

도 의 조화 평균값으로 이 때 사용되는(precision)

는 지수가 예측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한 예측α

민감도의 중요도를 뜻한다 즉 실제 지면과의 접. ,

촉이 떨어진 바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에 대α

한 최적 소속함수의 변화도 추가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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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2 clusters which have same optimal

performances, but average form 2

clusters will have had performance. (b)

left cluster has best performance, but

not robust. Right cluster has good

performance and robustness

수식 의 목적함수를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10)

화 알고리즘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

을 사용하였다 이는 본 알고리즘이 전역범위에.

서 최적화를 하는데 유리하며 일반적으로 최대경

사법 과 같이 각 변수에 대(steepestdescent method)

한 민감도를 계산하는 방식은 위의 목적함수가

이진화 결과에 따른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

문에 각 소속함수 변수의 미소 변화에 따른 민감

도가 일반적으로 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 불리0

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의 멤버로. 50

구성된 풀을 대상으로 세대동안 최적화를 하20

였으며 각 세대에서 회의 경계감쇠를 실시4 95%

하였다 이와 같은 최적화를 서로 다른 개의. 10

초기 유전자 풀에 대해서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최적화 과정은 모두 수직 상승 장애물 통600mm

과 시에 얻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J1및 에 따른 서로 다른 Jα 2에 대한 회의 최10

적화 과정 결과 중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소속

함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패턴인식 알고리즘을 사

용하였다 최적값으로 결정된 개의 데이터를. 10

패턴 인식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군집화하는 이유

는 아래와 같다 우선 의 에서와 같이 유. Fig 7 (a)

사한 목적함수 값을 갖는 최적값이 서로 다른 군

집에 속하고 있을 때 이를 평균한 값은 최적값,

에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다른

이유로는 에서와 같이 최적값의 근처 값에서는(b)

목적함수의 민감도가 큰 경우 성능의 안정성을,

Fig. 8 Optimal membership functions of (a)WT,

(b)IWTC, (c)IATC in terms of objective

function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 군집.

와 같이 비교적 우수한 성능을 가지며 안정성이2

보장되는 최적값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즉 개. , 10

의 최적값을 군집화하여 각 군집에 속하는 최적

값들의 성능이 우수하며 군집에 속하는 요소 간

의 거리가 큰 군집을 선택하여 그 군집의 선택함

으로써 우수한 성능과 안정성을 보장하였다 패.

턴인식 알고리즘으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

는 다중시작 평균알고리즘k- (multi-start k-means

을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적인clustering algorithm) .

평균 알고리즘의 문제인 초기군집 설정 문제를k-

반복의 방법으로 해결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총 회 반복을 통해 최적의 군집형태를 얻었다10 .

이와 같은 방법으로 최적값 개를 총 개의10 5

군집으로 나눈 결과 군집 중 원소의 개수가 많고

목적함수 값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군집의 중심

과 그 결과로 나타난 예측 민감도 및 예측 성공

률은 과 같다 은 이를 적용한 최적Table 1 . Fig 8

소속함수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의 와. Fig 8 (a)

에서 최적화에 따른 소속함수의 기울기가 변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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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1 Var2 Var3 Var4
Sensiti

-vity

Success

Rate

J1

WT 0.49 1.39 1.14 1.39

0.925 0.964IWTC 1.18 2.07 1.3 1.67

IATC 0.79 1.73 0.67 0.87

J2

=1α

WT 0.55 1.54 0.96 1.49

0.925 0.964IWTC 1.32 1.82 1.31 1.77

IATC 0.83 1.95 0.74 0.86

J2

=1α

.5

WT 0.69 1.49 0.99 1.59

0.937 0.962IWTC 1.07 1.85 1.26 1.62

IATC 1.03 1.89 0.89 1.11

J2

=2α

WT 0.79 1.53 0.98 1.63

0.946 0.961IWTC 1.51 1.96 1.43 1.80

IATC 1.19 1.72 1.03 1.28

Table 1 Optimal parameters of membership functions

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소속함수의 교차점이 서

로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이는 본 모델의 예측 성능이 와WT IWTC의 소

속함수에 민감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Fig.

에서와 같이8(c) IATC의 소속함수는 소속함수 간

교차점이 예측 모델의 민감도 성능을 중요시할수

록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변화가 비교적

큼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IATC의 소속함수를 우

측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통해 예측 모델의 민

감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즉 지면과. ,

접촉이 떨어진 바퀴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지면과 접촉된 바퀴

에 대해서도 떨어졌다고 잘못 예측할 확률이 증

가하므로 예측 성공률은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에서 가 증가할수록 예측 성공률이 감Table 1 α

소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3.4 Estimation Results and Discussion

소속함수를 최적화한 퍼지 규칙 기반 접지휠

예측 모델의 성능을 앞서 제안한 IWTC 모델 및

IATC 모델의 성능과 비교해보았다 이때. , IWTC 예

측 모델과 IATC 예측모델 역시 퍼지 모델과 같이

예측성공률 혹은 값에 따른 가 가장F-measureα

높을 수 있도록 WTCref와 ATCref에 대한 최적화

과정을 거쳤다 는 앞 장에서 사용한 바 있. Fig 9

는 높이의 수직 상승 장애물을 극복하면600mm

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 각 바퀴에서의 예측 성공

률을 비교한 결과이다 퍼지 논리를 사용하였을.

경우 IWTC, IATC 방법에 비하여 바퀴에 따른 편차

가 줄어들었으며 예측 성공률 역시 평균적으로

정도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각 바5% . ,

Fig. 9 Success rates of IWTC, IATC and Fuzzy

models of the data from the simulations

of negotiating step-up with height of

600mm

Fig. 10 Success rates of IWTC, IATC and Fuzzy

models of the data from the simulations

of negotiating step-up with height of

500mm

Fig. 11 Success rates of IWTC, IATC and Fuzzy

models of the data from the simulations

of negotiating step-dow Iwith height of

500mm

퀴는 차량의 무게 중심에 대한 위치가 서로 다르

고 차량이 장애물을 돌파하며 겪는 동특성이 다

르다 따라서 결과에서 각 바퀴의 예측 성공률의.

편차가 크지 않음은 퍼지 논리를 사용한 예측 모

델이 강건성을 갖추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앞의 모델은 모두 수직상승 장애물 극600mm

복 중 얻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설계하고 최적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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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추가로 앞 장에서 설명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수직상승 장애물 및 수500mm 500mm

직하강 장애물의 극복 중 얻은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고 위의 모델에 적용해보았다 그 결과. Fig

과 과 같이10 Fig 11 IWTC, IATC 모델에 비해 예측

정확도가 이상 향상되었으며 예측 성공률이3%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90%

다 특히. IWTC와 IATC 모델은 차량이 겪는 동특성

에 따라 우위가 변하고 있으나 퍼지 방법은 두

모델의 우수한 특성의 조합을 통해 높은 예측률

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예측 민감도 역시 퍼지 모델을 사용하여

개선되었는데 수직 상승 장애물로부터의600mm

데이터에 대해서는 에서부터 이상82%, 87% 92%

으로 향상되었으며 이를 수직하강 장애물500mm

데이터에 적용하였을 시에도 에서부터53%, 77%

최대 까지 이상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가86% 30%

있었다 예측 정확도 역시 평균 수준의 향상. 10%

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소속함수의 최적화 시에

적용한 목적함수인 를 정의하는 방법에F-measure

따라 예측민감도와 예측정확도의 향상도가 변할

수 있다.

접촉휠 예측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현

재 높이 수직 상승 장애물 통과 시 각 바600mm

퀴는 약 구간에서 바퀴가 지면과 접하지 않30%

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바퀴를 통해 얻은 데이터.

를 통한 지면의 상태 예측은 약 의 잡음을30%

갖고 있게 된다 이 때. , IWTC및 IATC모델을 통해

예측 정확도를 약 수준으로 향상시키면 현90%

재 갖고 있는 잡음의 를 제거하는 효과를 가60%

질 수 있으며 퍼지 규칙 기반 모델을 통해 추가

로 의 예측 성공률을 높이게 되면 약 의5% 83%

오차제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바퀴로부터.

얻은 데이터의 사용처에 따라 예측민감도 혹은

예측정확도가 중요해지면 그에 적합한 소속함수

를 사용함으로써 성능의 향상이 가능하다.

결 론4.

본 논문에서는 가변 휠형 무인자율차량에서의

접촉 휠을 예측하기 위하여 차량의 동역학 모델

을 기반으로 한 두 개의 지수, IWTC와 IATC 및 이

를 이용한 예측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제안

한 지수들의 상보적인 관계를 고려한 퍼지규칙기

반 접촉 휠 예측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두.

개의 지수는 각각 휠과 현가장치의 동특성을 모

델한 것으로 차량의 휠토크와 관련하여 예측모델

의 변별력이 결정될 수 있음을 예측하였고 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

로 휠 모터가 사용기에 있을 시에는 바퀴의 동역

학 모델을 통한 예측지수인 IWTC를 이용하고 휠

모터가 휴지기에 있을 시에는 현가장치의 동역학

모델로부터 구성된 IATC를 사용하는 퍼지 규칙을

개발할 수 있었다 본 퍼지 규칙 모델의 구성을.

위해서 예측 성공률 및 를 목적함수로F-measure

갖는 최적화 문제를 정의하였고 유전자 알고리즘

및 다중시작 군집화 알고리즘을 사용하k-means

여 소속함수를 최적화하였다 시뮬레이션 조건에.

서 바퀴는 평균 의 구간에서 지면과의 접촉30%

을 잃게 되는데 본 모델을 사용한 결과 IWTC와

IATC 모델을 사용한 결과 약 의 예측 정확도90%

를 가지며 휠의 지면 접촉 유무를 예측할 수 있

었다 그리고 위의 두 지수를 이용한 퍼지 규칙.

기반 모델을 사용한 결과 예측 정확도가 수95%

준에 도달하여 의 잡음을 로 약 의 오30% 5% 83%

차제거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또한 퍼지 규칙 기.

반 모델을 적용한 결과 IWTC와 IATC 모델의 경우

보다 각 바퀴에 대해 고른 성능을 보였으며 시뮬

레이션 조건이 바뀐 경우에도 높은 예측률을 유

지하는 강건성을 보여주었다.

무인 자율차량의 바퀴는 카메라 비전과 더불어

지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바퀴가 지면과 접촉하는 것이 보장되는 륜 이하4

의 차량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왔다 본 연구를 통해 바퀴의 접촉.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륜 이상의 무인자율차량4

에서도 바퀴로부터의 정보를 통해 지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본 모델은 간략.

한 모델 기반의 지수와 계산속도가 빠른 퍼지 기

반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 량이 적으며 연산속도

가 빠른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검증된 동역학 모델을 사용한 시뮬

레이션의 기반에서 행해졌으나 시뮬레이션으로는

측정 데이터의 잡음 수준을 충분히 묘사할 수 없

으며 무인자율차량이 겪는 다양한 지형을 묘사하

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

해서는 추후에 본 모델을 사용한 실차 시험이 행

해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본 모델에서는 접촉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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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므로 추가100%

적인 방법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모델.

을 통해 접촉 유무를 예측하였을 시 지면에 대,

한 정보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도 추후에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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