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제34권 제10호, pp. 1359~1366, 2010 

 

 

1359 

<학술논문>                      DOI:10.3795/KSME-A.2010.34.10.1359                       ISSN 1226-4873 

 

스쿨 존에서 운전자의 승차감을 수반한 

차량 감속 제어에 관한 연구 
 

조효승*
 · 김형석*

· 이병룡*† 

* 울산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Study on Vehicle Deceleration Control in School Zones  

by Taking Driver’s Comfort into Account 
 

Hyo Seung Cho
*
, Hyoung Seok Kim

*
 and Byung Ryong Lee

*†
  

* Dept. of Mechanical and Automotive Engineering, Ulsan Univ. 

 

(Received February 1, 2010 ; Revised July 22, 2010 ; Accepted July 26, 2010) 

 

1. 서 론 

현재 지능형 자동차(Intelligent Vehicle)는 자동차 에 

기계, 전자, 통신, 제어, 인공지능, 감성공학, IT기술을 

비롯한 각종 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미래형 자동차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차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능동 안전시스템, 차선이탈경보시스템, 위치측정 

시스템(GPS)과 인터넷, 그리고 휴대전화망을 이용한 

정보의 실시간 송수신 등,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미래형 자동차가 바로 

지능형 자동차다. 오늘날 자동차는 운전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자동차를 구성하는 

Key Words : Vehicle Deceleration Control(차량감속제어), Fuzzy-PID Controller(퍼지-PID 제어기), Trajectory 

Following Control(궤적추종제어), Throttle-by-Wire(전자제어스로틀), Brake-by-Wire(전자제어브

레이크) 

초록: 최근 많은 전자제어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또한 차량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 중 throttle-by-wire, 

brake-by-wire, steer-by-wire와 같은 X-by-wire 가 대표적이며 이는 기계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전기적인 신호나 액추

에이터로 대체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쿨존에서의 차량의 속도 제어를 위하여 throttle-by-wire, brake-by-wire 가 

고려되었으며 특히 스쿨 존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사고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보행자가 횡단 시에 다수의 

운전자들이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쿨 존에서 규정속도 내로 주행하도록

throttle-by-wire, brake-by-wire 를 이용하여 차량을 감속 제어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양산차량의 엔진과 변속기의 제원

을 사용하였다. 둘째, 차량의 감속에 있어서 운전자와 승객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급격한 감속을 줄이기 위하

여 제안된 3차 궤적 추종법을 적용시켰으며 궤적 추종을 위하여 퍼지-PID 제어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뮬레

이션을 통하여 제안된 차량의 감속 제어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Abstract: Recently, many electronic control techniques for vehicles have been developed and applied. One of the technologies can 
be X-by-wire such as throttle-by-wire, brake-by-wire, steer-by-wire, and etc, in which most of mechanical parts are replaced into 

electrical wire and actuators.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hrottle-by-wire and brake-by-wire control systems on vehicle velocity control, 

especially in a school zone,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number of accidents reported in school zones is higher than that in other 

place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many vehicle drivers do not obey speed limit regulations. Moreover, some of the students are 

careless while crossing the streets. Therefore, in this study, we attempt to develop a method using throttle-by-wire and brake-by-wire 

control systems for automatically reducing the vehicle speed such that it will be within the speed limit. First, an engine model and a 

transmission system model are developed for a specific vehicle model. Second, speed reduction is carried out such that the reduction 

follows a pre-designed cubic spline trajectory; the trajectory is determined such that rapid deceleration, which causes discomfort to 

the driver and passengers, can be prevented, for which a fuzzy-PID control algorithm is applied for the trajectory following control. 

Finally, simulation results are presented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peed reduction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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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부분의 기계적인 장치들이 컴퓨터와 전기-

전자장치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 같은 자동차 

핵심기술의 전환에 따라 자동차는 과거 단순한 

수송수단에서 첨단 컴퓨터 제어장치들과 IT 기술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수신할 수 있는 

안전성, 정보화,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똑똑한 

자동차’로 진화하고 있다. 

21 세기 세계 자동차 시장의 최대 화두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똑똑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해외 선진 자동차 업체들 사이의 경쟁은 한 

치의 양 보 없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1 세기 

자동차 시장의 승패는 지능형 자동차 기술경쟁력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능형 자동차 기술에는 차량제어기술, 

센서-액추에이터 기술, 전자제어시스템설계 기술, 

통신 기술, 지능형자동차 시스템 통합 및 성능평가기술 

등으로 다양하며, 이 같은 세부 핵심기술들은 

크게 지능형 안전도 분야, 정보화 분야, 편의성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안전도 분야는 고안전차량 

(ASV, Advanced Safety Vehicle)을 목표로 능동적 

안전개념(Active Safety), 수동적 안전개념(Passive 

Safety)과 능동 및 수동을 통합한 안전개념 

(Active-Passive Safety Integration)의 세부기술들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능동적 안전개념 분야의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1)  

Rangwala 등(2)은 속도제한이 있는 경우 차량의 

속도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더 이상 가속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시스템은 차량이 속도 

제한구역에 진입 하게 되면 도로에 설치 된 신호 

전달기를 이용하여 차량에 부착된 수신기가 

신호를 받아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게 된다. Naranjo 

등(3)은 RTK DGPS 를 이용하여 다른 차량과 무선통신 

을 하여 스로틀과 브레이크를 제어하게 된다. 이 

제어 시스템은 복잡한 주행 상황을 퍼지 논리 

(Fuzzy Logic)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실험을 

통하여 실제 운전자의 운전 성향과 가장 비슷한 

주행 성능을 입증하였다. Song 등(4)은 도로와 차량 

사이 RF 통신을 이용하여 속도를 제어하였다. 도로에 

설치된 RF 송신기는 속도제한, 사고유무, 도로의 

결빙여부, 주변의 주유소 유무 그리고 도로의 

공사여부와 같은 메시지를 차량내부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창을 통해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특히 

속도제한구역에서 속도가 초과한 경우 경고음을 

발생시키고 운전 자가 감속의 의지가 없는 경우 

주제어기(main controller)에서 가속페달(acceleration 

pedal)을 이용하여 제한 속도로 운행하도록 한다. 

하지만 X-By-Wire 라고 일컬어지는 차량의 TBW 

(Throttle-By-Wire) 및 BBW(Brake-By-Wire)를 이용하여 

차속을 제어하는 방법은 승객의 안락함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차속의 가감속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3 차 다항식 궤적 계획법 

(Cubic Splines Trajectory Method)를 이용하여 진입 

속도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승객의 안락 

성을 보장하는 속도구배를 구하고 ISO 2631-1 을 

이용하여 안락성이 보장되는 가속도 구간에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3 차 다항식으로 

구해진 속도를 추종하기 위하여 Fuzzy-PID 제어를 

이용하였으며 양산 차의 모델을 이용하여 Fuzzy-

PID 제어기의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2. 차량 엔진 및 변속기 모델링 

본 장에서는 실제 양산차량의 선정과 차량을 구

성하고 있는 엔진, 변속기 모델링 및 차량의 속도

에 따른 변속 시점을 실제차량의 테스트를 통하여 

구하고 적용시켰다. 

 

2.1 차량 선정 

차량의 스쿨 존에서의 감속 제어를 위하여 

Throttle By Wire가 적용된 차량 중 RSM사의 SM3 

LE16 모델을 선정하였다. 본 차량은 배기량 

1600CC 오토트랜스미션이 장착된 차량으로 전자 

장비가 많이 탑재 된 대형차에 비하여 스캐너를 

이용하여 데이터 산출이 쉬우며 또한 국내 소형차 

중 유일하게 Throttle By Wire가 적용되어 본 차량

을 선정하였다.(5) 

 

2.2 엔진 모델링 

엔진 모델은 스로틀각(Throttle Angle), 엔진회전

수(Engine RPM), 엔진토크(Engine Torque)의 실험 

데이터로 구성된 Fig. 1 와 같은 엔진맵(Engine 

map)을 사용하였으며 Simulink 를 이용하여 엔진을 

모델링 하였다. 엔진토크( ET )는 엔진회전수( Eω )

와 스로틀각 값을 이용하여 구하고 엔진회전수는 

식 (1)과 같이 나타낸다. 

 

  E I
E

EI

T T

I
ω

−
=&              (1)   

     

여기에서 IT 는 토크 컨버터 펌프의 토크, EII



스쿨 존에서 운전자의 승차감을 수반한 차량 감속 제어에 관한 연구 

   

1361 

는 엔진의 관성을 나타낸다.  

 

2.3 변속기 모델링 

본 논문에서 언급할 자동 변속기(Automatic 

Transmission)는 자동차의 주행속도와 부하에 맞추

어 자동적으로 최적의 토크 변환을 얻을 수 있도

록 클러치를 없애고 클러치와 기어변속의 조작을 

운전자 대신 기계가 운전 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하며 토크 컨버터와 유성 기어식

의 자동변속기를 조합한 것이다. 

토크 컨버터는 자동변속차량에서 엔진의 동력을 

자동변속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유체 구동식

의 동력전달장치이며 일반적으로 임펠러, 터빈, 스

테이터의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토크 컨버터에 관

한 식은 식 (2), (3)과 같이 나타내어 진다.  

 
2

, ( )
( )

E
T OUT T

factor

T s s
s K s

ω

ω ω

ω 
= ×  × 

     (2) 

 

2

( )

E
I

factor

T
s K sω ω

ω 
=   × 

             (3) 

 

여기에서 
,T OUTT 은 터빈토크를 나타내며 IT 는 

임펠러 토크, 그리고 sω 는 speed slip ratio 를 나타

낸다. 본 논문에서 적용한 RSM 사의 SM3 오토 트

랜스미션의 기어비는 Table 1과 같으며 식 (4), (5)

를 이용하여 기어비 블록을 설정하였다. (5)   

 

, ( )TM T OUT gear iT T f g= ×           (4)  

           

( )T TM gear if gω ω= ×            (5) 

 

 

 
Fig. 1 Engine map 

여기에서 
gearf 는 기어비, TMω 는 변속기 출력

회전수이며 Tω 는 터빈회전수이다. 그리고 ig 는 

트랜스미션의 각 단수를 나타낸다. 또한 자동 변

속기의 TCU(Transmission Control Unit)에서 결 정하

는 변속시점은 스로틀의 개도량과 차속에 따라 결

정되고 변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Fig. 2 와 같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은 토크

컨버터를 통하여 트랜스미션으로 전해지며 식 (6), 

(7), (8)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차량의 

바퀴로 전해지게 된다. 

 

2

sgn( )

( )

V TM fd

BRK D L

I T R v

T R v R

ωω = × − ×

× + × +
       (6) 

TM fdRωω ω= ×               (7) 

(2 ) (60 /1000)v Rω ωω π= × ×       (8) 

 

여기에서 VI 는 차량관성, 
fdR 는 최종감속비, 

ωω 는 휠속도, 그리고 BRKT 는 브레이킹토크이며

DR 와 LR 는 각각 Drag coefficient 와 Friction Load

이다. 

 

 

Table 1 Gear ratio 

gear 

( ig ) 
1 2 3 4 R 

Final 

Ratio 

Ratio 

(
gearf ) 

2.861 1.562 1.000 0.697 2.310 4.342 

 
 

 

 
 

Fig. 2 Transmission shift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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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속 제어 시스템의 설계 

3.1 3차 다항식 궤적계획 

차량의 초기속도와 제어를 통해 얻고자 하는 차

량의 속도가 정해져 있고 이제 거리 is 에서 차량

의 시작점에서 속도가 iV 것을 고려한다. 여기서 

차량이 거리 
fs 에서 제한속도 

fV 로 주행하기를 

원한다. 이 방법은 궤적계획을 위한 다항식을 사

용하는 것이며, 이는 이미 알고 있는 iV 및 
fV 를 

초기와 최종의 경계조건에 일치시키는 것이며, 주

행부분의 시작과 끝의 가속도를 0 으로 놓는 것이

다. 이러한 4 개의 정보를 이용하여 식 (9)와 같은 

4 개의 미지수(또는 3 차 다항식)를 해결할 수 있

다. 

 
2 3

0 1 2 3( )V s c c s c s c s= + + +         (9) 

 

여기서 초기조건 및 최종조건은 다음과 같다. 

 

( )

( )

( ) 0

( ) 0

i i

f f

i

f

V s V

V s V

V s

V s

=

=

=

=

&

&

                (10) 

 

(9)와 같은 다항식을 1 차 미분하면 (11)과 같은 

값을 얻는다. 

 
2

1 2 3( ) 2 3V s c c s c s= + +&          (11) 

 

(9)와 (11)에 초기조건 및 최종조건을 넣으면 다

음을 얻을 수 있다. 

 

0

2 3

0 1 2 3

1

2

1 2 3

( )

( )

( ) 0

( ) 2 3 0

i i

f f f f

i

f f f

V s c V

V s c c s c s c s

V s c

V s c c s c s

= =

= + + +

= =

= + + =

&

&

     (12) 

 

이러한 4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풀어냄으로써 상수

에 필요한 값을 얻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임의의 

구간 동안 차량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 궤

적은 승객의 안락함을 수반한다. 따라서 제어기는 

이를 이용하여 차량의 속도를 추종 하도록 한다. 

Figure 3은 위 과정에서 언급한 3차 다항식 궤적계

획을 이용하여 각각의 초기속도에 따른 운전자의 

승차감이 보장되는 차량의 궤적을 나타낸다.  

 

3.2 Fuzzy-PID 제어기의 설계 

현대 제어 이론의 눈부신 발전 속에서도 PID 

제어기는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

고 우수한 제어 성능을 제공한다. 또한 PID 제어

기는 이를 구성하는 비례, 적분 및 미분 동작에 

대한 물리적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산업 공정 제어에 가장 많이 활용되

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활용에도 불구하고 PID 제어기의 성능은 제어 대

상 및 제어기의 매개변수에 크게 의존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즉, 제어대상 또는 이를 둘러싼 주위 

환경 변화에 기인한 매개 변수의 변화에 대하여 

제어기의 파라미터가 재조정 되어야 하고 이의 조

정은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

문가의 수작업에 의하여 시행 착오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의 지식 및 경험을 제

어 규칙으로 이론화하여 추론에 의해 제어 동작을 

결정하는 퍼지제어는 먼저 유연성이 있는 제어 수

법으로 정확한 수식 모델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언어적 제어 규칙을 이용하여 단시간에 제어 

입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

러나 제어기의 구조를 결정한다거나 퍼지규칙의 

생성 및 제어기의 동조는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이

며 제어규칙과 소속함수의 오선정 등에 대한 영향

으로 시스템의 불안정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ID 제어기와 퍼지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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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ubic splines for various initial velo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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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점을 이용한 self- tuning Fuzzy-PID 제어기를 

제안 하였으며 구성도는 Fig. 4 와 같으며 Fig. 

5 는 Simulink 로 구성한 전체시스템 구성도이다. 

P ID  제어기의 파라미터
pK , iK 그리고 dK 의  

 

 
 

Fig. 4 Structure of self tuning Fuzzy-PID controller 

 
 

 

Fig. 5 Blocks of the whole system 

 

 

 
 

Fig. 6 Simulink block of PID controller 

 

 

Fig. 7 Membership functions of input/output 

범위는 
min max[ , ]p pK K ,

min max[ , ]i iK K ,
min max[ , ]d dK K  

라고 가정한다. 각각의 파라미터 범위는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PID 제어기의 

시뮬레이션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며 Simulink 로  

 

 
 

(a) 70km/h→30km/h 

 
 

 
 

(b) 60km/h→30km/h 

 
 

 
 

(c) 50km/h→30km/h 

 

Fig. 8 Trajectory following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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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SO 2631-1 Standard 

Overall Acceleration Consequence 

20 .3 15 /wa m s<
 

Not uncomfortable 

20.315 0.63 /wa m s< <
 

A little 

uncomfortable 

20.5 1 /wa m s< <
 

Fairy uncomfortable 

20.8 1 .6 /wa m s< <
 

Uncomfortable 

21.25 2.5 /wa m s< <
 

Very uncomfortable 

22 .5 /wa m s>
 

Extremely 

uncomfortable 

 

 

구성한 PID 블록도는 Fig. 6과 같다. 

Figure 7은 각각 입력성분 ,e e&와 출력 성분
pK , iK , 

dK 에 대한 멤버쉽 함수를 나타내며 삼각형 

형태로서 7 개의 멤버쉽 함수를 가지며 퍼지 제어기 

추론은 Mamdani 의 MAX-MIN(6)을 사용하였고, 

비퍼지화는 무게 중심법을 사용 하였다.(7~10)  

 

4. 시뮬레이션 및 결과 

4.1 초기속도에 따른 응답성 

본 논문에서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30km/h 로 

하여 초기속도와 이동거리에 따른 응답성 여부를 

알아보고 PID 제어기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

하여 제안한 Fuzzy-PID 제어기의 성능을 확인하였

다. Figure 8은 이동거리 100m에서 각각의 초기속

도 (70km/h, 60km/h, 50km/h) 에 따른 운전자와 승

객들의 승차감이 보장되는 cubic splines 과 PID 제

어기와 Fuzzy-PID 제어기에 의한 차량의 실제속도

를 보여주고 있다. 

 

4.2 안락성의 적합 여부 판별 

스쿨존에서의 차량의 단순한 감속이 아니라 본 

논문에서는 운전자의 승차감을 고려한 감속 제어

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Table 2 의 ISO 2631-1 

Standard 규정에 의거하여 초기속도에 따른 운전

자의 안락함의 여부를 판별하였다.(11) 

차량의 속도가 v일 때, 운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속도는 식 (13)과 같다.  

 
 

(a) 70km/h→30km/h 

 

 
 

(b) 60km/h→30km/h 

 

 
 

(c) 50km/h→30km/h 

 

Fig. 9 Deceleration profile during the speed reduction  

 

 
 

T N

dv dv d
a e v e

dt dt dt

θ
=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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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v는 종방향 속도이며, θ 는 차량의 

진행각, Te 와 Ne 는 각 방향의 단위벡터이다. 하

지만 본 논문에서는 운전자의 승차감을 고려하기 

위한 판단의 근거로 종방향 즉, 차량의 진행방향  

의 힘만 고려하므로 식 (13)의 두 번째항은 고려

하지 않는다. ISO 2631-1 Standard에서 규정한 인체

에 영향을 미치는 가속도는 식 (14)와 같이 정의

된다. 

 

2 2 2 2 2 2

w x wx y wy z wza k a k a k a= + +       (14) 

 

여기에서 wxa ,
wya , wza 는 x , y , z 방향의 가속도

이며 xk ,
yk , zk 는 effect factor이다. 시트에 착석한 

사람의 effect factor 는 1.4x yk k= = , 1zk = 이다. 

여기에서 차량의 종방향의 가속도만 고려하므로 

식 (14)의 두 번째, 세 번째 항은 생략 가능하다. 

식 (14)에 근거하여 운전자에게 작용하는 승차감

을 판단하기 위하여 초기 속도에 따른 운전자에게 

영향을 주는 가속도는 Fig. 9 와 같다.(12,13)  Figure 

9 에서 보듯이 초기속도에 따른 각각의 가속도가 

ISO 2631-1 Standard 에서 규정하는 불쾌감을 느끼

기 시작할 때의 가속도 0.315 
2/m s 이하이므로 

스쿨존에서의 감속 시 운전자의 승차감을 안락하

게 유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현재 양산되고 있는 차량의 엔진 

및 미션의 제원을 이용하여 차량 모델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3 차 다항식 궤적 계획을 이용 

하여 진입속도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의 승차감의 안락성을 보장하는 속도구배를 

구하고 안락성이 보장되는 가속도 구간에서 그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3 차 다항식을 이용 

하여 구해진 속도를 추종하기 위하여 Fuzzy-

PID 제어를 이용하였으며 양산차량의 모델을 

이용하여 Fuzzy-PID 제어기의 성능을 시뮬레이션 

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기존 PID 제어기는 운전 

중 공정 환경이 변화할 경우, 운전자가 파라미터 

조정에 익숙하지 못할 경우 등 많은 경우에 

만족할 만한 제어 성능을 얻을 수 없다. Fuzzy 

제어 또한 부하 변동에 따른 강인성 또는 정상 

상태의 잔류 편차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어 대상의 특성이 변화하거나 부하 

외란에 대해 적응성을 갖도록 PID 제어기의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Self-

tuning Fuzzy-PID 제어기를 설계하여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PID 제어기와의 성능비교를 

통하여 제안된 Fuzzy-PID 제어기의 성능을 

입증하였다. 차량 설계에 있어서는 기존 양산 

차량의 제원을 이용함으로써 시뮬레이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운전자의 안락성을 판단함에 

있어 ISO 2631-1 Standard 규정을 이용하여 각각의 

진입속도와 이동거리에 따른 가속도를 측정하여 

운전자의 안락함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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