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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부산 학교 자유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빠르고 조작이 간편한 이동 수단인 이륜 역진자형 이동로 을 기존의 방법보다 더욱 안정 인 밸

런싱을 하기 한 제어기를 설계하 다. 먼  이륜 역진자형 이동로 의 제어기를 일반 인 PID 제어구조로 선택

하고, 한 제어이득을 지정된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시행착오 으로 구하 다. 임의의 몸무게에 따른 PID 이

득값을 구하기 해 PID 이득 값을 신경회로망으로 튜닝을 한 뒤 PID제어기에 용하여 보다 안정 인 제어가 가

능하도록 제어기를 설계하 다. 설계된 제어기를 시뮬 이션에 용시켜 기존의 PID 제어기에 비해서 본 논문에

서 제안한 신경회로망으로 튜닝한 PID 제어기가 보다 안정 인 제어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a controller for two wheeled inverted pendulum type robot is designed to have more stable balancing capability than 

conventional controllers. Traditional PID control structure is chosen for the two wheeled inverted pendulum type robot, and proper gains for 

the controller are obtained for specified user's weights using trial-and-error methods. Next a neural network is employed to generate PID 

controller gains for more stable control performance when the user's weight is arbitrarily selected. Through simulation studies we find that the 

designed controller using the neural network is superior to the conventional PID controller.

키워드 

이륜 역진자형 로 , 신경회로망, 밸런싱 제어, PID 제어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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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사회에서 보다 빠르고 안 할 뿐만 아니라 친환

경 인 교통수단을 원하고 있다. 를 들어 기존의 교통

수단인 자동차의 경우 가솔린, 디젤, 천연가스 등의 연료

를 사용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자원의  고갈과 환경  측

면, 그리고 차량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주차공간의 부족 

등 많은 문제 이 발생하므로 이를 체 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에 따라 자동차에 비해 상

으로 크기가 작고 조작이 간편하고 기에 지를 사

용하여 친환경 인 측면도 고려한 이동수단인 Segway

가 각 을 받고 있다. 특히 Segway는 근거리를 이동할 

경우 자 거 보다 매우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으며, 자

동차에 비하여 가격이 렴하고 친환경 인 측면이 강

하여 사용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

에서는 Segway에 한 연구가 더욱 더 발 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를 들면 Segway형 로 을 이용하여 축

구게임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1], Segway형 로 에 네

비게이션 시스템을 탑재 시켜 자동 주행을 하여 장애물

을 회피하는 로 을 개발하는 연구[2], 그리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Fuzzy, Neural Network)을 이용하여 Segway형 

로 의 자세를 제어하는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3-5]. 

국내에서는 기존의 Segway에서 사용된 다수의 고가 센

서를 체하여 가용 센서를 이용하여 기울어진 각도

를 측정해서 자세제어를 할 수 있는 연구[6]등이 진행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Segway의 일반 인 PID 제어 

방식에서 탑승자의 몸무게에 따라 달라지는 무게 심

의 값에 따라 한 PID 이득값으로 바꾸어 주는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일반 으로 Segway는 사용자의 몸무

게에 따라서 Segway 자체의 무게 뿐 아니라 무게 심 

값이 변형되어 밸런싱 각도에 향을 주게 되는데[7], 이

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PID 제어기의 이득값을 신경회로

망으로 튜닝하여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한 PID 

이득값을 구하는 제어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제어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해 Segway형 로  시뮬 이션을 통

해 일반 인 PID 이득 값을 용한 PID 제어기와 비교, 

검토한다.

Ⅱ. Segway 동역학 모델링 

         

일반 으로 Segway은 그림 1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8]. 이러한 형태의 Segway로 은 그림 2와 같이 모델링 

될 수 있다. 그림 2에서 나타난 동역학 변수들을 가지고 

운동방정식으로부터 제어기 설계를 한 상태 방정식

을 유도한다[9]. 

그림 1. 이륜 역진자형 이동로
Fig. 1 Two-wheeled inverted pendulum type 

mobile robot

그림 2. Segway로 의 모델링
Fig. 2 Modeling of Segway Robot

먼  동역학  변수에 해 설명하자면,   , 의 경

우   축에 한 좌우바퀴의 성 모멘트,   , 은 

각각 좌우바퀴의 질량, 는 축에 한 몸체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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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 는 축에 한 몸체의 성 모멘트에 해당

한다. 그리고 는 몸체의 질량, 은 바퀴의 반지름, 

는 각 바퀴 연결부분의 축간거리, 은 몸체의 무게 

심과 축의 거리를 뜻한다. 이와 같은 변수를 바탕으로 

그림 2에서 수평, 수직, 회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여 보

면 다음과 같은 표 이 가능하다. 



  

           (1)


 

            (2)


                  (3)

이는 각각의 왼쪽 바퀴에 걸리는 동역학 운동 방정식

에 해당되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걸리게 된다. 한 몸

체에 한 운동 방정식도 수평, 수직 회  방향에 한 

표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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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









   

은 각 부분의 반작용값을 나타낸다. 식(7)에서의 는 

축에 한 각인 의 함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의 경우 실제로 아주 작은 값을 가지게 되므로 

  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는   에 

응하는 성 모멘트로 근사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제

어기를 단순화시키기 해 주행 시 원심력에 의한 미끄

럼 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각각의 바퀴가 지

면에 착한다는 조건을 두었다. 한 모터의 시정수는 

Segway의 시정수에 비해 매우 작으므로 모터에 한 동

역학 요소를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으로 

두었을 때 선형  상태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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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8)의 상태 공간 모델로부터 선형화된 제어기 설계

가 가능하다.   

Ⅲ. 제어기 설계  

앞에서 언 하 던 Segway로 의 상태방정식을 바

탕으로 하여 그림 3과 같은 제어기를 설계  하 다. 

그림 3. 제어기 블록선도
Fig. 3 Block diagram of the controller 

설계하는 제어기의 입력값  는 로 의 목표 

치, 은 로 의 목표 속도, 는  목표 밸런싱 각도, 

은 목표 밸런싱 각속도,  
  의 경우 목표 회

각도와 회 각속도이다. 한 Segway의 센서를 통해서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이륜 역진자형 이동로 의 제어기 설계

539

도출한 실제의 데이터 값은, 
     

  

 
로 나타나게 되는데, 각각 로 의 치, 속도, 밸

런싱 각도, 밸런싱 각속도, 회 각도, 회  각속도가 된

다. 로 의 치나 속도는 모터에 부착된 엔코더에서 값

을 알 수 있으며, 밸런싱 각도와 각속도는 자이로와 각도 

센서에 의해 값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회 각도와 회  

각속도는 로 에 부착된 조향장치(knob)를 통해서 값을 

받을 수 있다. 로 의 밸런싱 각도 제어는 PD 알고리즘

이 용되고, 회 각도와 치를 제어하는데 PID 알고

리즘이 용된다.  이러한 입력값과 실제 출력 데이터값

을 이용하여 오차 값을 도출한 후, 각각의 PID 제어기의 

이득값을 곱해 다. 이때 이 PID 이득값은 사용자의 무

게에 따라 그 값이 다르게 용이 되는데, 기존의 PID 제

어기를 이용하여 이륜 역진자형 이동로 의 자세를 제

어하는 논문에서는 PID 제어기의 이득값을 1kg의 단

로 시뮬 이션을 시행하여 시행착오 인 이득값을 구

하여 제어기를 설계하 다. 하지만 이러한 제어기는 사

용자의 소수  단 의 무게나 무게에 변화가 있을 때, 

를 들면 84.5kg과 같은 무게에서의 0.5kg과 같은 소수

의 몸무게의 값은 그 무게 값에 따른 한 이득값을 

기존의 PID 제어기에서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정 한 

제어가 어렵다. 이러한 부분을 본 논문에서는 PID 제어 

실험을 통해 구한 PID 제어기 이득 값들을 이용하여, 신

경회로망 튜닝을 거쳐서 각각의 사용자 몸무게에 해 

최 화된 PID 제어기 이득 값을 구한다. 이 게 구한 제

어기의 이득 값을 용하기 해, 사용자의 몸무게에 

한 정보가 들어 왔을 경우 그 몸무게에 가장 알맞은 

PID 제어기 이득 값을 신경회로망으로 찾아 각각의 바

퀴에 걸리는 토크 값을 도출한다. 의 설명을 체 블

록 다이어그램으로 표 하면 다음의 그림 4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그림 4. 제어시스템 블록선도
Fig. 4 Bolck diagram of control system

Ⅳ. 신경회로망 튜닝

신경회로망 알고리즘은 생체의 신경시스템을 모델

링한 것으로 제어시스템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PID 제어기에서 실험을 

통해 인 으로 구한 PID 제어기 이득 값인 Kp, Ki, Kd 

값을 신경회로망 튜닝을 통하여 PID 이득 값을 보간하

여 한 이득 값을 찾는다. 사용되는 신경회로망은 그

림 5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그림 5 신경회로망 구조
Fig. 5 Structure of the neural network

그림 5의 신경회로망 구조에서 입력값 




⋯



에 한 은닉층의 출력값 




⋯


을 구해 보면, 


 

 
 ⋯ 


 

 
 ⋯ 

⋮ ⋮


 
 

 ⋯ Ln

     (9)

식(9)에 의해 구해진 은닉층의 출력 값을 출력층에 넣

어 주게 되면 출력값 ⋯  이 출력 되게 된다. 

출력값은 식(10)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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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0)

식(10)을 통해서 신경망 학습알고리즘, 즉 

Backpropagation 알고리즘을 시행한다. 

의 값과 


 

값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11), (12)와 같다. 


  

                (11)


  


 


 ⋯  

 


× 
 


      (12)

식(11), (12)를 이용해서 ∆Ln과 ∆ , 그리고 


Ln
와 의 값을 구하면 식 (13)∼(16)으로 나타낼 

수 있다.

∆Ln  
                     (13)

∆
  


                (14)

Ln Ln ∆Ln              (15) 


 

∆
            (16)

의 수식을 이용하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ID 제

어기의 이득값을 입하여 보면, 먼  입력값  에서 

n=1이 되고 이는 사용자의 몸무게값이 된다. 출력값 

에서 n=3이 되고 각각 Kp, Kd, Ki 값이 된다. 은닉 층의 개

수 L은 10개로 구성 하 다. 입력값의 몸무게 값은 60kg

부터 1kg의 단 로 90kg까지 측정을 하여서 입력 하

다. 의 알고리즘을 통하여 1kg마다 기존의 실험 으로 

구한 Kp, Kd, Ki 값을 보다 정확한 값으로 출력할 수 있었

다. 신경회로망 알고리즘의 성능을 측정하기 , 정확한 

무게의 값을 알기 해서 디지털 로드셀을 이용하여 

Segway 사용자의 몸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시뮬

이션 하 다[10].

Ⅴ. 시뮬 이션

앞에서 제안된 방식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해 시뮬

이션을 실행하 다. 먼 , 시행착오 으로 구한 PID 

이득값과 신경회로망으로 튜닝한 PID 이득값을 그래

를 통해 비교하여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그 이득값을 이

용하여 설계한 제어기를 Simulink 로그램을 통해 모델

링한 로 에 용시켜 로 의 치와 각도를 비교할 것

이다. 

5.1 PID 제어기 이득값 비교

표 1에서는 몸무게의 범 에 따른 PID 제어기의 이득

값 범 를 나타내었다. 표 1에서의 데이터를 포함한 기

존의 PID 제어기에서 실험 으로 구한 이득값과 신경회

로망 튜닝을 통해 구한 PID 이득값을 그래 를 통하여 

비교할 것이다.

표 1. 몸무게 변화에 따른 PID 이득값 범
Table. 1 PID gains ranges for weight change 

각도 이득값 범 치 이득값 범

60∼70(kg)
Kp=196∼200
Kd=12∼13

Kp=(-17)∼(-18)
Kd=(-13)∼(-15)
Ki=(-1)

70∼80(kg)
Kp=204∼207
Kd=14∼15

Kp=(-18)∼(-19)
Kd=(-15)∼(-16)
Ki=(-1)

80∼90(kg)
Kp=210∼225
Kd=15∼18

Kp=(-19)∼(-23)
Kd=(-16)∼(-17)
Ki=(-1)

비교한 그래 는 그림 6, 7과 같다. 그림 6에서는 Kp, 

Kd의 각도 이득값을 신경회로망을 통하여 표 하 다. 

기존의 이득값들도 같이 표시하 다. 그림 7은 Kp, Ki, 

Kd의 치 이득 값을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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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행착오법, - : 신경회로망)

그림 6. 몸무게에 따른 각도 PD 이득
Fig. 6 PD gains of the angle for weights

( * : 시행착오법, - : 신경회로망)

그림 7. 몸무게에 따른 치 PID 이득
Fig. 7 PID gains of the position for weights

5.2 시뮬 이션 결과

몸무게에 따른 제어기의 성능을 측정하기 한시뮬

이션은 Simulink 로그램으로 설계한 NXT로 으로 

하 다. 로 에는 각도나 치를 측정할 수 있는 가속도, 

자이로, 각도 센서가 부착이 되어 필요한 값을 실시간으

로 제어기에 송할 수 있게 설계 하 다. 이 로 에 기

존의 제어기에서의 PID 이득값과 신경회로망으로 구한 

PID 이득값을 제어기에 용시켰다. 기존의 제어기는 

무게 변화에 따른 차륜형 밸런싱 로 에서의 시행착오

으로 구한 제어 이득 값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의 시

뮬 이션 로 에 합한 이득 값을 1kg단 로 구하여 제

어기를 설계하 다. 

그리고 기존의 이득 값을 신경회로망 학습을 통하여 

무게에 합한 이득 값을 구하 다. 그리고 사용자의 무

게에 따른 데이터를 얻기 해 2.4GHz의 디지털 로드셀

을 사용하 고 이러한 로드셀을 통해 임의로 얻은 사용

자의 무게 값인 72.8kg, 83.5kg, 91.2kg를 무게로 두었다. 

이러한 무게의 값은 탑승자의 무게 뿐만 아니라 로 의 

무게 값도 포함된 값을 의미한다. 로 의 라미터 값을 

살펴보면, 로 의 높이는 1.25m, 바퀴의 반지름은 

0.23m, 바퀴의 무게는 양쪽 바퀴 각각 5kg으로 두었다. 

이러한 로 의 라미터 값들을 시뮬 이션 로 에 

용시켜 시뮬 이션을 진행하여 결과를 도출하 다. 먼

, 무게가 72.8kg일 경우의 각도와 치 그래 로 보면, 

그림 8, 9와 같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림 8은 두 제어

기를 비교하기 해서  동일한 입력을 주었을 때, 어느 

제어기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밸런싱을 하는지를 보여

다. 시뮬 이션 결과 기존의 제어기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제어기가 빠르고 정확하게 밸런싱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9에서는 치 그래 를 볼 수 있는데, 마찬

가지로 논문에서 제안한 제어기가 더 나은 제어가 됨을 

그림 9의 치 그래 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한 제어기가 상 으로 빠르게 밸런싱 되는 

것을 보여 다.

  

그림 8. 몸무게가 72.8kg일 경우의 각도 궤
Fig. 8 Angular trajectory for the weight of 72.8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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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몸무게가 72.8kg일 경우의 치 궤
Fig. 9 Position trajectory for the weight of 72.8kg

무게값을 83.5kg으로 두었을 때의 그래 를 살펴보면 

그림 10과 그림 11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림 10은 각도 

값, 그림 11은 치값을 나타낸다.  72.8kg의 결과 와 마

찬가지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제어기가 기존의 제어기 

보다 속도  각도의 밸런싱 부분에서 좋은 제어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0. 몸무게가 83.5kg일 경우의 각도 궤
Fig. 10 Angular trajectory for the weight of 83.5kg

그림 11. 몸무게가 83.5kg일 경우의 치 궤
Fig. 11 Position trajectory for the weight of 83.5kg

무게값을 91.2kg으로 두었을 때의 경우도 72.8kg, 

83.5kg의 경우와 비슷한 그래 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

다. 로 의 각도, 치값은 각각 그림 12, 그림 13이 되겠

다. 앞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제어기 보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한 제어기가 뛰어난 성능을 보임을 그래 를 통하여 

도식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 몸무게가 91.2kg일 경우의 각도 궤
Fig. 12 Angular trajectory for the weight of 91.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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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몸무게가 91.2kg일 경우의 치 궤
Fig. 13 Position trajectory for the weight of 91.2kg

의 결과값들로 기존의 시행착오 으로 구한 PID제

어기의 이득값을 용한 제어기보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한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PID 제어기의 이득값을 구해 

그 값을 용한 제어기가 더 좋은 결과값을 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egway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더욱 

좋은 성능을 보이는 제어기를 설계하기 해, 일반 인 

PID 제어기의 이득값인 Kp, Ki, Kd의 값을 몸무게에 따

라서 시행착오 으로 구한 뒤,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알

고리즘을 통해 최 의 값을 찾아 PID 제어기에 용시

켰다. 신경회로망을 통해 얻어진 최 의 이득값을 가진 

제어기를 기존의 이득 값을 가진 제어기와 시뮬 이션 

상으로 비교하 다. 시뮬 이션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72.8kg, 83.5kg, 91.2kg을 주었을 때 3가지 경우 모두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제어기가 우수한 성능을 보 다. 이 

연구로 기존의 밸런싱 이동로  Segway의 안정성을 더

욱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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