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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 이륜 역진자 로 의 밸런싱에 사용되고 있는 기존 PD 제어기를 신하여 신경회로망 학습을 통해 

향상된 PD 제어기를 이륜 역진자형 이동로 에 용하여 실험하고 성능을 검증하 다. 먼  제어실험에 사용할 이

륜 역진자 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기존의 PD 제어기를 사용하여 사용자 몸무게에 따라 시행착오 으로 이득 

값을 구해 로 을 밸런싱시켰다. 그리고 시행착오 으로 구한 이득 값을 신경회로망 학습을 통해 일반화시켜 몸무

게에 따라 일반화된 PD 이득 값을 가지는 제어기를 구 하 다. 이 게 구 된 제어기가 기존의 PD 제어기보다 안

정  제어 측면에서 더 유리함을 실험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instead of the conventional PD controller for balancing control of two wheeled inverted pendulum robots, an improved PD 

controller using the neural network is proposed and implemented for performance verification. First, a two wheeled inverted pendulum robot 

system is constructed for experiment. Next proper gains of the conventional PD controller according to users' weights are obtained for 

balancing the robot by use of the trial and error method. The PD gains based on the trial and error method are generalized through the neural 

network. Experiment results show that the PD controller based on the neural network has better performance than the conventional PD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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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의 로 은 인간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하고 다양

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되어 오고 있다. 특히 

주행 로 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그 에

서 교통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륜 역진자 로 은 

빠르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인 측면도 있어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를 들면 이륜 역진

자 로 의 자세 제어에 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한 연구[1-4], 이륜 역진자 로 에 내비게이션 시스템

을 장착한 SLAM형태의 로 에 한 연구[5]등이 진행

되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륜 역진자 로 에 사

람이 탑승하여 주행할 수 있게 만든 이륜 역진자 로

인 Segway에서 탑승자의 무게에 따른 PD 제어기를 제

안한다. 기존의 일반 인 PD 제어 방식에서 Segway 탑

승자 몸무게에 따라 제어특성이 달라지는데, 몸무게 

값에 따라 한 PD 이득값을 발생시켜 우수한 제어

특성을 갖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륜 역진

자 로 의 무게에 따라 무게 심 값이 변형되어 밸런싱 

각도에 향을 주게 되는데[6],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

완하는 방법으로 PD제어기의 이득 값을 신경회로망으

로 튜닝하여 Segway의 무게에 따라 한 PD 이득 값

을 구하는 제어기를 구 한다. 이러한 제어기는 무게

에 해 최 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 값이 변화하더라

도 안정 인 주행이 가능하다. 이 게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제어기를 기존의 일반  PD 제어기와 실험

으로 비교, 검토한다.

               

Ⅱ. 이륜 역진자 로 의 모델링

         

일반 으로 Segway로 은 그림 1과 같은 형태를 가

진다[7]. 이러한 형태의 Segway로 은 그림 2와 같이 모

델링 될 수 있다. 그림 2에서 나타난 동역학 변수들을 가

지고 운동방정식으로부터 제어기 설계를 한 상태 방

정식을 유도를 해본다[8]. 먼  동역학  변수에 해 설

명하자면,   , 의 경우   축에 한 좌우바퀴의 

성 모멘트,

그림 1. 이륜 역진자 로
Fig. 1 Two wheeled inverted pendulum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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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 각각 좌우바퀴의 질량, 는 축에 

한 몸체의 성 모멘트, 는 축에 한 몸체의 

성 모멘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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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정

식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이 표 된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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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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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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이때 ,








   

은 각 부분의 반작용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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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사화 시킬 수 있다. 그리

고 제어기를 단순화시키기 해 주행 시 원심력에 의한 

미끄럼 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각각의 바퀴

가 지면에 착한다는 조건을 두었다. 한 모터의 시

정수는 Segway 로 의 시정수에 비해 매우 작으므로 

모터에 한 동역학 요소를 배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으로 두었을 때 선형  상태방정식은 아래 

식(8)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8)

이러한 선형 상태방정식으로부터 선형화된 제어기 

설계가 가능하다.   

Ⅲ. 이륜 역진자 로 의 제어기 

앞장에서 언 하 던 이륜 역진자 로 의 상태방정

식을 바탕으로 하여 그림 3과 같은 구조의 제어기를 설

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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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도, 은 목표 밸런싱 각속도,  
  는 각각 목표 

회  각도와 목표 회  각속도이다. 한 Segway의 센

서를 통해서 도출한 실제의 데이터 값은, 



 


 


 


  로 나타나게 되는데, 각각 로 의 

치, 속도, 밸런싱 각도, 밸런싱 각속도, 회 각도, 회  

각속도가 된다. 로 의 치나 속도는 모터에 부착된 엔

코더에서 값을 알 수 있으며, 밸런싱 각도와 각속도는 각

도 센서와 자이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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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이 용되고, 회 각도와 치를 제어하는

데 PID 알고리즘이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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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입력 값과 측정된 출력 값의 차이로 오차 값을 

도출한 후, 각각의 PID 제어기의 이득 값을 곱해 다. 

이때 이 PID 이득 값은 사용자의 무게에 따라 그 값이 

다르게 용이 되는데, 기존 PID 제어 실험을 통해 시

행착오 으로 구한 PID 제어기 이득 값들을 이용하여, 

신경회로망 튜닝을 거쳐서 각각의 사용자 몸무게에 

해 최 화된 PID 제어기 이득 값을 구한다. 이 게 구

한 제어기의 이득 값을 용한 후, 사용자의 몸무게에 

한 정보가 들어 왔을 경우에 그 몸무게에 가장 알맞

은 PID 제어기의 이득 값을 신경회로망으로 찾아 각각

의 바퀴에 걸리는 토크 값을 도출한다. 의 설명을 

체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 하면 다음의 그림 4로 나

타 낼 수 있다.

그림 4. 제어시스템 블록선도
Fig. 4 Block diagram of the control system

Ⅳ. 신경회로망

인공신경회로망은 생물체의 신경시스템을 공학 으

로 모델링한 것으로 지능제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이

는 방식  하나이며 우수한 제어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9]. 본 논문에서는 기존 PID 제어기에서 실험을 통해 시

행착오 으로 구한 PID 제어기 이득인 Kp, Ki, Kd 를 신

경회로망으로 일반화시켜 PID 제어기의 일반화된 이득 

값을 찾는다. 사용되는 신경회로망은 그림 5와 같은 구

조를 가진다. 그림 5의 신경회로망 구조에서 입력 값 

⋯ 에 한 은닉층의 출력 값 



⋯


 을 

구해 보면, 


    ⋯ 


    ⋯ 

⋮ ⋮

    ⋯ L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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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9)에 의해 구해진 은닉층의 출력을 출력층에 넣어 

주게 되면 출력 값 ⋯  이 출력 되게 된다. 출

력 값은 식(10)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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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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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13)

∆
  




               (14)

Ln Ln ∆Ln              (15)


 

∆
            (16)

의 수식을 이용하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ID 제

어기의 이득 값을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밸런싱 각

도제어를 하며 이 경우 PD 제어기를 사용하므로 입력 

 에서 n=1이 되고 이는 사용자의 몸무게가 된다. 출력 

 에서 n=2 가 되고 각각 Kp, Kd 값이 된다. 은닉 층의 

개수 L은 10으로 지정하 다. 입력의 무게 값은 40kg부

터 1kg 단 로 70kg까지 측정하여 입력하 다. 실험을 

통해 시행착오 으로 구한 Kp, Kd를, 의 신경회로망 

알고리즘의 interpolation 기능에 의해 일반화시켰다. 실

험을 통해 시행착오 으로 구한 Kp, Kd 값을 갖는 PD 제

어기보다 신경회로망에 의한 PD 제어기의 제어성능이 

더 우수함을 실험 으로 확인할 수 있다.

Ⅴ. 실험  결과

앞에서 제안된 방식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해 이륜 

역진자 로 의 밸런싱 각도 실험을 실행하 다. 먼 , 시

행착오 으로 구한 각도 PD 이득과 신경회로망으로 튜

닝한 각도 PD 이득을 그래 를 통해 비교하여 나타낼 것

이다. 그리고 그 이득 값을 이용하여 설계한 제어기를 실

제 실험을 통해 로 에 용시켜 로 의 밸런싱 성능을 

비교한다. 

5.1. 밸런싱 각도 PD 제어기의 이득 비교

표 1에서는 무게의 범 에 따른 PD 제어기의 이득 범

를 나타내었다. 표 1에서의 데이터를 포함한 기존의 

PD 제어기에서 실험 으로 구한 이득값과 신경회로망 

튜닝을 통해 구한 PD 이득 값을 그래 를 통하여 비교할 

것이다. 비교한 그래 는 그림 6과 같다[11]. 그림 6에서 

Kp, Kd의 각도 이득 값을 신경회로망을 통하여 표 하

다. 시행착오 으로 구한 기존의 이득 값들도 같이 표

시하 다. 

표 1. 몸무게에 따른 PD 이득 범
Table. 1 PD gain ranges for weights 

이득

몸무게
 PD 이득 범

40∼50 [kg]
Kp=196∼200

Kd=12∼13

50∼60 [kg]
Kp=204∼207

Kd=14∼15

60∼70 [kg]
Kp=210∼225

Kd=15∼18

( * : 시행착오법, - : 신경회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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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실험 결과

실제 구 한 이륜 역진자 로 의 무게를 일정하게 바

꾸어 주고, 바  무게에 따른 제어기의 성능을 비교하

다. 그림 7에서 실제로 구 한 이륜 역진자 로 의 외

을 보여주고, 로  시스템 구조를 블록선도로 나타내었

다. 실험시 이륜 역진자 로 의 무게는 41.2[kg], 52.4[kg], 

59.8[kg]으로 3가지 경우를 두었다. 우선 PC에서 

DSP-JTAC-에뮬 이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C코드를 로

 DSP 제어부로 송한다. 송한 로그램은 DSP 

로세서에서 센서 데이터와 엔코더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터드라이 에 PWM 신호를 송한다. 모터드라이

는 송된 PWM 신호를 이용하여 DC모터에 류를 흘

려 토크를 발생시켜 이륜 역진자 로 의 밸런싱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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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이륜 역진자 로 과 제어시스템 구조
Fig. 7 Two wheeled inverted pendulum robot and 

control system structure

로 의 하드웨어는 그림 8, 9와 같다. 그림 8에 나타낸 

로  제어부인 DSP 제어보드는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

고 메인 로세서인 DSP와 로 에 필요한 센서인 가속

도계, 자이로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DSP는 제어보드의 

뒷면에,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는 제어보드의 앞면

에 치하고 있다.

그림 9는 로 의 구동부로 DC모터의 제어를 가능하

게 하는 모터드라이 이다. 이 구동부는 제어부에서 

송되는 PWM 신호에 의해 DC모터 조작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그림 8. DSP 제어보드 (DSP, 가속도계, 자이로)
Fig. 8 DSP control board (DSP, Accelerometer, Gyro)

그림 9. 모터 드라이
Fig. 9 Motor drive

이러한 이륜 역진자 로 에 기존 제어기와 신경회로

망을 이용한 제어기의  성능비교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은 일정한 입력을 주었을 때의 밸런싱 각도를 측정

하 으며, 로 의 기울기가 10도에서 앞쪽으로 일정한 

힘을 주어 실행하 다. 실험의 결과는 그림 10-15와 같

다. 그림 10과 11에서 41.2[kg]일 때, 기존 PD 제어기의 

경우 약 1.5 에서 밸런싱되고, 논문에서 제안한 신경

회로망 PD 제어기는 약 1 에서 밸런싱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제어기와 비교해 0.5 의 시간을 단축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이륜역진자형 로

의 각도 오버 슈터 부분과 로 의 진동 부분에 있어서 기

존의 제어기와 비교하 을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신경

회로망 PD제어기가 크게 개선됨을 실험그래 를 통해

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0. 기존 PD 제어기 각도 궤  (몸무게 41.2kg) 
Fig. 10 Angular trajectory of the conventional PD 

controller (weight of 41.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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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신경망 PD 제어기 각도 궤 (몸무게 41.2kg) 
Fig. 11 Angular trajectory of the neural network PD 

controller (weight of 41.2kg)

52.4[kg]의 무게를 주었을 때의 실험결과는 그림 12

와 13에서 나타내었는데 41.2[kg]을 주었을 때의 로

의 밸런싱 각도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제어기는 약 2.5

 지 에서 밸런싱됨에 반해,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제어기는 약 1.5  지 에서 밸런싱됨을 볼 수가 있고 

오버슈트  진동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된 성능을 보임

을 알 수 있다. 

그림 12. 기존 PD 제어기 각도 궤  (몸무게 52.4kg)
Fig. 12 Angular trajectory of the conventional PD 

controller (weight of 52.4kg)

그림 13. 신경망 PD 제어기 각도 궤 (몸무게 52.4kg)
Fig. 13 Angular trajectory of the neural network PD 

controller (weight of 52.4kg)

59.8[kg]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 제어기는 약 3.5

 지 에서,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제어기 경우는 약 3

 지 에서 밸런싱됨을 그림 14, 15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앞서서의 41.2kg, 52.4kg와 마찬가지로 오버슈트  진동

에 있어서 개선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4. 기존 PD 제어기 각도 궤  (몸무게 59.8kg)
Fig. 14 Angular trajectory of the conventional PD 

controller (weight of 59.8kg)

그림 15. 신경망 PD 제어기 각도 궤 (몸무게 59.8kg)
Fig. 15 Angular trajectory of the neural network PD 

controller (weight of 59.8kg)

이상과 같이 시행착오 으로 구한 이득을 갖는 제어

기보다,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구한 이득을 갖는 제어

기가 더 안정 이고 빠르게 제어됨을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 이륜 역진자 로 의 안정 인 밸런싱 제

어기를 설계하고 구 하기 해, 기존 PD 제어기 이득을 

무게에 따라 시행착오 으로 구한 뒤, 신경회로망 알고

리즘을 통해 일반화 시킨 이득을 찾아 제어기에 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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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PD 제어기와 기존의 PD 제

어기의 성능을 실험을 통해 비교 검토하 다. 로  무게

가 41.2[kg], 52.4[kg], 59.8[kg] 3가지인 경우 실험하 으

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제어기가 기존 제어기보다 더 우

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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