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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선도 로봇을 추종 로봇이 일정거리와 각도를 두고 추종하는 군집제어에서, 추종 로봇의 질량이 변할 경

우, 신경회로망을 통해 보간된 이득을 갖는 PID제어기를 제안한다. 전체 제어시스템은 기구학 제어기와 동역학을 고

려한 동적제어기로 구성하였다. 동적제어기는 가변 이득을 가지는 PID 제어기로 구성하여, 추종 로봇의 대표적 질량

에 따라 적절한 PID 이득을 유전 알고리즘으로 구하였다. 유전 알고리즘으로 구한 데이터를 기초로 신경회로망을 학

습하여 추종 로봇이 임의의 질량을 갖더라도 최적의  PID 이득을 선정할 수 있었다. 모의실험에서 추종 로봇의 질량

이 임의의 값으로 변화하는 경우, 신경회로망을 통해 보간된 이득을 갖는 PID 제어기가 고정된 이득을 가지는 PID 
제어기에 비해 군집제어에서 추종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a PID controller with interpolated gains by use of neural networks is proposed for the formation 
control problem that following robots track a leading robot with constant distances and angles when there are changes 
in the mass of the following robot. The whole control system is composed of a kinematic controller and a dynamic 
controller considering the robot dynamics. The dynamic controller is the PID controller with varying gains, and the 
proper gains are obtained for some representative masses of the follower robot by the genetic algorithm. Neural 
networks is trained using the genetic algorithm with the gain data obtained in the previous step. The trained neural 
network determines optimal PID gains for a random mass of following robot. Simulation studies show that for arbitrary 
masses of the tracking robot, the PID controller with interpolated gains by the trained neural network has better 
tracking performance than that of the PID controller with fixed gains.  

키워드 : 군집제어, PID 제어, 유전알고리즘, 신경회로망

Key word : formation control, PID control, genetic algorithm,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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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연계에서 군집(formation) 생활을 하는 생물들은 

먹이 찾기, 적에 대한 방어, 보금자리 짓기 등 군집 행동

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생물의 

군집 행동을 응용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군집 제어로 하는 미로 

탐색, 협력 운반, 전투기 자율 비행 등, 군집제어는 다양

한 분야에서 널리 연구되어 왔다[1]. 
이동 로봇의 군집 제어에 대한 연구는 크게 가상 구

조 방식, 행동 기반 방식, 선도 로봇 추종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선로 로봇 추종 방식은 선도 로봇은 주어

진 경로를 이동한다고 가정하고 추종 로봇이 선도 로봇

을 추종하도록 하는 것으로 확장성이 용이하여 많은 연

구가 이루어 졌다[2,3]. 이러한 연구는 기구학적인 모델

만을 고려함으로써 실제 이동 로봇의 질량 및 관성 등

의 동적 특성의 변화에 의해 추종 성능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제 이동 로봇의 동역학적 모델을 고려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4-8]. 일반적인 PID 제어기는 산업 현장

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동특성의 변화가 있는 경

우 고정된 PID 제어기 이득 값으로는 제어 성능에 한계

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봇 동역학을 포함한 추종 로봇의 질

량이 변화하는 경우의 군집제어(formation control)에 

대한 연구로 확장하고자 한다. 추종 로봇의 기구학 제

어기를 상위제어기로 구현하고 동역학이 포함된 동적

제어기를 하위제어기로 설정하였다. 하위 제어기에서 

추종 로봇의 질량이 변화할 경우, 추종 로봇의 동역학

에 의해 적절한 PID 제어기를 선정하기 어렵다. 그러므

로 추종 로봇의 고정된 대표적 질량에 대하여 적절한 

PID 제어기 이득 값을 전역 탐색 기능이 우수한 유전 알

고리즘을 통하여 학습하였다. 이렇게 구한 이득 값과 

질량 데이터로 일반화 기능이 뛰어나 불완전한 데이터

에 대하여 보간 할 수 있는 신경회로망으로 학습하여  

추종 로봇의 질량 변화에 대처하는 제어기를 구현하고

자 한다. 

Ⅱ. 군집제어 이동 로봇 모델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선도 로봇(leader robot)

과 추종 로봇(follower robot)의 군집제어 모델링을 구

성하고 있다. 

그림 1. 분리관계 군집제어

Fig. 1 Separation-bearing formation control

선도 로봇과 추종 로봇의 위치 관계는 식(1)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선도 로봇 자세   , 추종 로봇 

자세  , 두 로봇 사이의 각도  , 거리 이다.

 
   cos  cos  
  cos cos  

   sin  sin  
  sin sin 

         (1)

선도 로봇의 선속도   와 각속도   가 주어지면 아

래의 미분방정식을 통해 선도 로봇의 자세 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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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로봇의 선속도 , 회전 각속도 에 대한 관계는 

식(3)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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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오른쪽 바퀴 각각의 각속도()는 아래 식

(4)과 같다.

  




  




(4)

여기서 은 바퀴와 바퀴간의  중심과의 거리이다.

그림 1에 있는 추종 로봇에 대한 비 홀로노믹 

(nonholonomic) 이동 로봇의 동역학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7].




        (5)

여기서 는 관성행렬, 는 원심력과 코

리올리스 행렬, 는 마찰력, 는 중력, 는 미

지의 외란(disturbance)이다.  마찰력, 중력, 외란은 무시

할 수 있는 작은 값이라고 가정한다.  

Ⅲ. 이동 로봇 제어기 설계

3.1. 기구학 제어기

제어기를 설계하기 위한 오차는 식(6)과 같다.

  
  

 
 

     

(6)

여기서 
 , 

는 목표 거리와 목표 각도이다.

기구학 방정식은 식(7)과 같다[2].
    
  cos sin cos
 

sin


cos


sin


   

(7)

여기서       이다.

위 식(7)을 벡터-행렬 형태로 바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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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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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output feedback linearization을 사용해서 제어

량 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2].

 
  

 


  
(9)

                                                                              

≡
 로 정의하고 

는 목표 값이며 시간 와 

무관한 상수벡터이므로 closed-loop equation은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10)

따라서 , 가 양의 상수이면 안정함을 알 수 있다.

3.2. 동적 제어기

본 논문에서는 선도 로봇과 추종 로봇의 군집제어로 

일정 거리 와 일정 각도 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군집제어와 관련하여 3.1절의 선도 로봇

과 추종 로봇의 기구학적 관계만을 가지고 제어기를 설

계할 경우, 실제 군집제어 시 정밀한 제어 성능을 보장

할 수 없다. 이는 추종 로봇이 기구학제어기에 의해 만

들어진 식(9)의 선속도와 각속도    
를 로봇

의 동역학으로 인해 완벽히 추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종 로봇의 동역학을 고려한 제어 시스템을 구

성하여야 한다. 
그림 2는 추종 로봇의 동역학을 고려한 전체 제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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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블록선도를 나타내었다. 제어 시스템은 2개의 

제어 시스템을 가지며, 상위 제어기인  기구학제어기와 

하위 제어기인 추종 로봇의 동역학을 고려한  동적제어

기로 구성하였다[8]. 
 

그림 2. 전체 시스템 블록선도

Fig. 2 Block diagram of the total system

그림 3은 하위 제어기인 추종 로봇의 동역학을 포함

한 동역학 제어 시스템을 자세히 나타내었다. 선형 제

어기인 PID 제어기는 일정 구간의 동작 범위 내에서 좋

은 성능을 보이며, 쉽고 간단하게 동작시킬 수 있으나 

부하 및 제어 동작 범위가 변화할 경우, 제어기 이득을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그림 3. 동역학 제어기

Fig. 3 Dynamic controller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추종 로봇의 질량이 임의로 

변화할 경우 동적제어기는 신경회로망을 사용하여 

PID 제어기의 이득을 조정함으로써 추종 로봇이 선도 

로봇을 잘 추종하도록 설계하였다. 신경회로망의 학습

을 위해 추종 로봇의 대표적인 질량(10Kg, 20Kg, 30Kg, 
40Kg)에 대해 적절한 PID 제어기 이득을 유전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학습하였다.  따라서 추종 로봇이 임의의 

질량을 갖는 경우, 신경회로망을 통해 보간된 PID 이
득을 구해 추종 로봇이 선도 로봇을 효율적으로 추종

하도록 하였다. 그림 3에서 상위 제어기에서 나오는 추

종 로봇의 목표 선속도  와 각속도  를 추종 로봇의 

오른쪽  바퀴의 회전 속도 
, 왼쪽 바퀴 회전 속도 



로 변환하여 실제 바퀴의 회전 속도  ,  의 오차 값  

 ,  을 PID 제어기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11)

이때 추종 로봇의 질량에 따라 신경회로망에서 보간

된  ,  , 를 PID 제어기 이득으로 설정한다.

Ⅳ. 모의실험

본 논문의 모의실험은 선도 로봇, 추종 로봇 각각 1대
씩 구성하였으며 모의실험에 사용한 기구적 변수는 

 ,   ,   이다. 선도 로봇의 초

기위치는    이고 일정한 선속도 

 , 각속도 로 하고 추종 로봇

은 초기위치  로 선정하였다. 선

도 로봇과 추종 로봇 사이의 목표 거리 및 각도는 각각 


   , 

  이다.

추종 로봇의 대표 질량에 따라 적절한 PID 제어기의 

이득 값을 구하기 위한 유전알고리즘의 평가함수는 식 

(12)과 같이 정의하였다.

 ∙∙  (12)

여기서,     은 상대 거리 오차, 

   는 상대 각도 오차, t는 시간이며  

는 평가 함수의 가중치로     를 사용하였

다. 유전 알고리즘의 학습 조건은 세대수 80, 개체 수 

20, 돌연변이 비율 0.2, 교차 비율은 0.6으로 설정하여 

PID 제어기의 이득 값을 구하였다. 
표 1은 추종 로봇의 대표적인 질량에 대해  PID 제어

기 이득을  유전 알고리즘으로 구한 값이다. 질량에 따

라 PID 제어기의 이득 값이 많이 변화됨을 알 수 있다. 
추종 로봇의 질량이 표 1과 같이 유전 알고리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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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학습되지 않은 임의의 질량에 대해서는 적절한 PID 
제어기의 이득을 선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경회로망

을 통해서 10Kg ~ 40Kg 사이의 모든 질량의 로봇에 대

해 적절한 PID 이득 값을 얻고자 한다.

질량(Kg)   

10 1.685 0.5322 0.1726

20 3.3472 0.5488 0.4886

30 5.8007 0.6938 0.3821

40 6.3597 0.6515 0.2072

표 1. 질량에 따른 적절한 PID 이득 데이터

Table. 1 Optimal PID gains data for different masses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신경회로망은 2개의 은닉층(23, 
9노드), 1개의 입력과 3개의 출력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4는 표 1의 질량 변화에 따른 PID 제어기의 이

득 값을 신경회로망을 사용하여 학습한 결과이다. 추종 

로봇의 임의의 질량에 대해서도 적절한 PID 제어기 이

득 값을 출력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 학습된 신경망 출력 (a) Kp (b) Ki (c) Kd 
Fig. 4 Outputs of the trained neural network (a) Kp (b) 
Ki (c) Kd

표 2는 추종 로봇의 3가지 임의의 질량에 대해 추종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학습된 신경 회로망을 사용하

여 구한 이득과 유전알고리즘에서 구한 이득 중 가장 

가까운 이득 값을  표시하였다. 임의의 질량 13.8Kg, 
24.8Kg, 32Kg에서 신경 회로망을 사용한 제어기 이득

은 보간된 이득 값을 출력함을 알 수 있다.

질량
(Kg)

신경회로망
유전 알고리즘에서 구한 

가장 가까운 이득 값

     

13.8 2.081 0.5297 0.2713 1.685 0.5322 0.1726

24.8 4.6481 0.6276 0.4836 3.3472 0.5488 0.4886

32 6.0268 0.6939 0.3386 5.8007 0.6938 0.3821

표 2. 질량에 따른 제어기의 PID 이득

Table 2. PID gains of controllers for different masses

비교 실험은 다음의 2가지 경우에 대해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case 1: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PID 이득

case 2: 신경회로망을 사용하지 않은 PID 이득

그림 5, 6은 추종 로봇의 질량을 13.8Kg으로 선정하

였을 경우, 표 2와 같이 신경 회로망을 이용한 제어기 

이득과 유전 알고리즘에서 구한 가장 가까운 이득 값을 

사용한 제어 결과이다.  

그림 5. m=13.8Kg 경우, 선도로봇과 추종로봇의 궤적 

Fig. 5 Case of 13.8kg, trajectories of the leader and 
follower robots

그림 6은 거리 오차와 각도 오차 값으로 신경 회로망

을 사용한 제안된 제어방법이 거리 오차와 각도 오차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8, No. 8 : 1811~1817 Aug. 2014

1816

그림 6. m=13.8Kg 경우, 추종 오차 (a) 거리 오차 (b)각도 오차

Fig. 6 Case of 13.8kg, tracking errors (a) Distance errors 
(b) Angle errors

그림 7. 무게 변화에 따른 PID 이득값 (a) 무게 (b) Kp (c) 
Ki (d) Kd  
Fig. 7 PID gains due to changes in weight (a) Weight 
(b) Kp (c) Ki (d) Kd

그림 7, 8은 추종 로봇의 질량을 그림 7 (a)와 같이 시

간에 따라 ∼으로 변화시킨 경우, 신경 회

로망을 사용한 제어기(case 1)와 대표적 질량에 가장 가

까운 고정된 이득을 사용한 제어기(case 2)를 비교하였

다. 

그림 7 (b)~(d)에서 신경회로망을 사용한 제어기는 

추종 로봇의 질량 변화에 대하여 매우 능동적으로 PID 
이득들이 변화됨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이렇게 변화된 추종 로봇의 질량에 대한 추

종 로봇과 선도 로봇 사이의 거리 오차와 각도 오차를 표

시하였다. 신경회로망을 사용한 PID 제어 결과가 무게

에 따라 고정된 이득을 사용한 PID 제어 결과에 비해 매

우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무게 변화에 대해 

PID 이득이 변화되도록 신경회로망을 사용한 제어기가 

사용하지 않은 제어기보다  더 안정적으로 주행하며 최

종 상태까지 더 빨리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무게 변화에 따른 추종 오차 (a) 거리 오차 (b) 각도 

오차

Fig. 8 Tracking errors due to changes in weight (a) 
Distance errors (b) Angle errors

Ⅴ. 결  론

본 논문은 이동 로봇의 군집제어기에 관한 연구로써 

추종 로봇의 질량이 변할 경우, 안정된 제어성능을 갖

는 PID제어기를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추종 로봇의 대표적 질량들에 대해  최적의 PID 이득 값

을 유전 알고리즘으로 구하였으며, 대표적 질량들과 최

적의 PID 이득 값들을 학습 데이터로 하여 신경회로망 

제어기를 학습시켰다. 따라서 추종 로봇의 질량이 임의

의 값으로 변화할 경우, 신경회로망을 통해 보간 된 PID 
제어 이득 값을 얻도록 하였다. 모의실험 결과를 통해 

임의의 질량을 갖는 추종 로봇이 신경회로망을 통해 보

간 된 PID 제어기가 그렇지 않은 PID 제어기보다 최종

상태까지 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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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통해 제안된 신경회로망으로 보간 된 이득을 

갖는 PID 제어기의 우수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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