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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 �� : 차량 질량, 차량 요방향 회전관성

��	 , �� : 차량 롤 강성, 롤 댐핑 계수

�   : 도로 횡경사각(rad)

�   : 차량 롤각(rad)

xv : 차량 종 방향 속도(m/s)

��� : 편제동에 의한 복원 요 모멘트

�� , �� : 무게 중심에서 앞/뒤 바퀴까지의 거리

�    : 차량 앞 바퀴 조향각(rad)

		C�, ��	: 전/후 타이어 코너링 강성(N/rad)

�    : 좌/우 타이어 간의 거리 (Wheel tread)

DBK : 브레이크 게인(Nm/Pa)

����,� : 좌우 편제동압(Differential braking pressure,

Pa)

β, r : 차체 횡슬립각(rad), 요레이트(rad/s)

�� : 차량 횡가속도(m/s2)

w : 요 방향 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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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Road Bank Angle(도로 횡경사각), Lateral Stability Control(횡안정성 제어), Reference Yaw Rate 

Model(기준 요레이트 모델), Disturbance Observer(외란 관측기)

초록: 본 연구에서는 횡가속도 센서 계측 신호 기반의 기준 차량 요레이트 모델을 활용하여 횡경사 유

무에 관계 없이 견실한 성능을 보장하는 제동기반 요 모멘트 제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자유도 single 

track 모델과 횡가속도 센서 계측 신호를 융합하여 새로운 기준 요레이트 모델을 설계하였고 이를 기반

으로 요 모멘트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또한 외란 관측기를 적용하여 요레이트 동역학에 존재하는 차량

파라미터 오차를 보상하고 제어기의 성능을 개선하였다. 다자유도 차량동역학 해석 SW인 CARSIM을 이

용하여 평지 및 횡경사 노면을 반영한 다양한 검증 시나리오 조건에서 제안된 제어기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기준 차량모델에 횡가속도 계측 신호를 반영하고 외란 관측기를 통해 모델 파라미터 오차를 보상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새롭게 제안된 횡안정성 제어기가 도로 횡경사에 관계없이 다양한 주행상황에

서 차량의 횡안정성을 견실하게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a differential-braking-based yaw moment control system was developed to guarantee robust 

performance against road bank angle. A new target yaw rate model was established by combining the signal from a 

lateral acceleration sensor and 2-DOF single track model. In addition, a disturbance observer was utilized to take into 
account parameter uncertainties in yaw dynamics and to improve robust performance of the controller. CARSIM, which 

is a multi-DOF vehicle dynamic simulation tool, was used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controller in 

various driving scenarios. The simul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stability of the vehicle was robustly maintained by the 
controller,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reflection of the signal of a lateral acceleration sensor signal and by the 

compensation of the errors in the model parameters via the disturbance ob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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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의 추정치

x% : x의 추정 오차(= ˆx x- )

m : 노면 최대 마찰계수

1. 서 론

오늘날의 자동차 시장은 승객 안전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짐에 따라 운행 중 차량의 안정성을 확보하

고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능동적 안전시

스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의

기반에는 휠의 종 방향 안정성뿐만 아니라 차량의

횡방향 안정성 까지도 함께 제어하는 차량안정성제

어장치(ESC: Electronic Stability Control)의 보급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ESC는 차량 횡방

향 안정성 유지에 대한 효과가 뛰어나, 현재 여러

국가에서 법규에 의해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되

고 있으며 실제로 그 효과로 인해 매년 교통사고

율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1,2)

현재 양산되고 있는 ESC는 주로 좌/우 편제동

압력을 기반으로 차량의 거동을 제어하는 시스템

으로 차량의 Understeer 혹은 Oversteer가 발생하였

을 때 편제동을 통해 복원 요 모멘트를 발생시켜

차량의 횡안정성을 회복시키는 능동적 운전자 보

조장치이다. 이러한 ESC의 성공적 시장 진입에

따라 추가적으로 AFS(Active Front Steering), eLSD

(electronic Limited Slip Differential) 등을 활용하여

차량의 횡안정성을 통합적으로 제어하려는 연구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3)

한편, 기존의 ESC는 대부분 기준 차량 모델에

서 횡경사각을 고려하지 않아 횡경사 노면 주행

시 로직에서 예측하지 못한 횡경사에 의한 차량

거동 때문에 불필요한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적절

하지 못한 방향으로 제어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어, 

보통의 경우 별도 추정부에서 횡경사 유무를 판정

하고 횡경사 노면으로 판정된 경우 ESC 제어를

미실시하거나 제한된 제어만을 실시하고 있다.(4)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준 차량모델에 횡경사각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차량 횡가속도 센서 신호를 반영하여 별도의 횡경

사각 추정로직 없이 횡경사각를 제어기에 효과적

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차량 횡안정성 제어

기를 설계하였다. 또한, 요방향 외란 관측기를 통

하여 모델 파라미터 오차를 실시간 보상하여 모델

불확실성에 의한 제어 성능 악화를 최소화하였다. 

다자유도 차량 동역학 해석 툴인 CARSIM을 활

용하여 다양한 주행시나리오에서 제안된 제어기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Fig. 1 Single-track model for vehicle lateral dynamics

2. 기준 차량 모델

본 논문에서는 도로 횡경사에 의한 횡방향 외력

이 고려된 2자유도 single track model[식 (1)]과 횡

가속도 센서 계측신호 식 (2)를 결합하여 실제로

계측되지 않는 횡슬립각 	�를 소거함으로써 횡가

속도 센서 신호 및 조향각을 입력으로 하는 요레

이트 동역학 식 (3)을 도출하였고, 이것을 횡방향

제어기의 기본모델로 사용하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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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은 기존처럼 조향각 	�만을 입력으로 하는

기준 요레이트 모델과 달리 횡경사각 성분을 포함

하는 횡가속도 센서 측정값을 추가 입력으로 반영

하여 별도의 횡경사의 추정없이도 도로 횡경사를

자연스럽게 기준 요레이트 모델에 반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시 말해 식 (3)의 경우 도로 횡

경사 유무에 관계없이 모델의 정확성이 유지되는

기준 요레이트 모델로 역할을 한다.

2.1 코너링 강성 가변화

2자유도 single track model은 그 구조의 간단함에

비해 비교적 정확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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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ble Cornering Stiffness w.r.t ��

그러나 코너링 강성을 nominal value로 일정한 값

을 사용할 경우 하중이동으로 인한 코너링 강성의

변화(감소)와 타이어 횡력의 비선형구간에서의 코

너링 강성 변화(감소)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로 인

해 요레이트 동역학 모델 식 (3)이 비선형 마찰

영역으로 갈수록 실제 차량 거동과 많은 오차를

발생하게 되고 본 연구에서처럼 수학적 모델 기반

으로 설계된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 작동 시

부적절한 제어 압력 산출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상원선회, Open Loop 

Steering test, 및 횡경사각이 있는 도로에서의 과도

조향 등의 테스트 결과를 통해 횡가속도 센서 신

호(�� )를 입력 전/후륜의 코너링 강성을 출력으로

하는 Look up table(Fig. 2)을 경험적 방법으로 설계

하여 제시한 문제점을 최소화하였다.

2.2 차량 롤 추정

횡가속도 센서는 관성센서이므로 센서계측 값에

도로 횡경사뿐만 아니라 차량 자체의 롤 모션도

반영된다. 하지만 차량 롤은 횡경사각과는 달리

센서 값에만 반영되고 횡방향 동역학에는 외력으

로 반영되지는 않는 값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차량 롤각을 횡가속도 센서 값을 입력으로 하

는 1차 롤 동역학 식 (5)로 추정하여 차량 모델에

들어가는 횡가속도 센서 값 식 (2)에서 롤각의 영

향을 제거하였다.(5) 참고로, 식 (2)에서 횡경사각의

부호는 ‘+’횡경사가 ‘+’방향 횡속도를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정의된다. (차량 좌표계는 ISO기준) 

ϕ(s) =
�

����
��, (K: roll gain, T: roll time constant) (5)

3. 제어기 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된 차량 횡안정성 제어기의 전

체 블록선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타이어의 비

Fig. 3 Schematic diagram of proposed lateral stability 
control system

선형성을 반영한 전/후 코너링 강성, 롤 영향을 제

거한 횡가속도 센서 계측치 그리고 조향각, 차속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기준 요레이트를 산출하였

고 모델 파라미터 변동에 견실한 복원 요 모멘트

를 산출하기 위하여 요방향 외란 관측기를 설계

하여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출된 복원 요 모

멘트를 최적 제동륜을 고려하여 각 휠로 제어압력

을 배분하였고 과도한 제어압력에 의한 간헐적인

휠의 잠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ABS(Anti-lock Brake 

System)로직을 적용하였다.

3.1 기준 요레이트 결정

불필요하고 민감한 ESC 동작을 방지하기 위해

평상 주행 상황에서는 실제 차량 요거동과 유사한

출력을 산출하는 기준 요레이트 모델을 설계하였

다. 기준 요레이트 산출 순서로, 우선 식 (3)의 요

레이트 동역학에서 식 (6a)와 같은 정상상태 요레

이트 값을 대수적으로 산출하고, 그 다음 식 (6b)

와 같은 1차 필터를 이용해 실제 요레이트 동역학

과 유사한 위상지연(조향각 및 횡가속도 입력에서

요레이트 출력으로의)을 적용하고 노면의 물리적

마찰한계[식 (7)]를 반영하였다.

���,��� = ��
���������

����(�����)
���� +

��

(�����)
� (6a)

���� =
�

�����
���,���	 (6b)

������ <
��

��
(7)

3.2 외란 관측기 설계

수학적 모델 기반의 제어기를 적용하기 위해서

는 필연적으로 모델 파라미터 오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요방항의 외란관측기를 적용하였다. 전/후 코

너링 강성, 차량 질량 및 차량 회전관성 등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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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 불확실성에 의한 외란 w가 식 (8)과 같이

정의되고 요동역학 모델에 반영되며 외란 w는 시

간에 대해 slowly varying 이라고 가정하였다.(6,7) 외

란 w는 시스템 모델 식 (10)에서는 업데이트 되지

않고 관측기 식 (11)에서 출력 에러에 의해 실시

간 업데이트 된다.

w = Δ�
���

��
� + {(Δa)r + (Δ��)�� + (Δ��)δ} (8a)

� =̇ a���, �� , ���r + �����, ����� + ����� ,���� +		⋯	

									⋯+	�
���

��
� + �                           (8b)

외란관측기 설계를 위해 상태변수를 식 (9)과

같이 정의하고 시스템을 상태공간형태로 정리하면

식 (10)과 같다. 첨자 ‘n’은 nominal 값을 의미한다.

z = [� �]�   (9)

�
�̇
�̇
� = �

a� 1
0 0

� �
�
�
� + ���,� ��,�

1

��
0 0 0

��

��
�

���

� = 	�� + ��				

� = [1 0]� = ��		             (10)

관측기 설계에 앞서 칼만(Rudolf E. Kalman)에 의

해 정의된 가관측성(rank([�	��]′) = 2)조건이 만족

됨을 확인하였고 식 (11)과 같은 외란관측기를 설

계하였다.

�

��
� =̂ �� +̂ �� + �(� − ��)̂ (11)

관측기 극점의 위치는 외란의 수렴성과 안정성

을 고려하여 경험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설계된 관측기 게인 L과 극점은 다음과 같다.

pole = [−35 + 35√3i,−35 − 35√3i] (12)

L = [62.7,4900] (13)

3.3 요 모멘트 제어기 설계

복원 요 모멘트는 식 (14)와 같이 차량의 요레

이트, 종방향속도, 횡가속도, 조향각, 앞서 계산한

외란 추정치, 기준 요레이트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이러한 복원 요 모멘트를 기본 요레이트 동역학

모델인 식 (3b)에 대입하였을 때에 결국 대부분의

항이 소거 되어 최종적으로 식 (15)와 같은 오차

동역학 항만 남게 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 �� , ���r +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0, � > 0 (15)

복원 요 모멘트 제어 산출값인 ���은 다양한

차량 파라미터를 포함하며, 그것들의 변동에 민감

하다. 물론 외란 관측기를 통해 보상을 하여도 어

느 정도의 파라미터 불확실성은 주행 상황에 따라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저마찰 노면과 같이 모델 오

차가 커지는 비선형 마찰 영역에서는 최악의 경우

잘못된 방향의 복원모멘트가 생성될 수도 있다. 

수식적으로는 오차 동역학 식 (15)에서 외란 항(�)

이 추정된 외란(�� )에 의해 소거되지 않고 식 (15)

와 같이 남겨져서 차량 요 거동이 기준 요레이트

를 완벽히 추종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식 (15)

에서 게인 k를 크게 하면 외란 추정오차가 어느

정도 존재해도 차량 요레이트가 기준 요레이트를

일정 값 이내로 잘 추종하지만 과도한 게인 k는

불연속적이고 과도한 제어 제동압력를 도출하며

이는 ESC작동 시 운전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

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차량 거동 제어 성능과

운전자 comfort 측면에서 적절히 trade-off하여 게

인 k를 결정하였다.

3.4 압력분배 및 ABS로직

이번 연구에서는 one-wheel 제동 방식을 적용하

였으며 ESC작동 시 understeer의 경우 선회내측 후

륜을 제동하여 요레이트를 증가시키고 oversteer의

경우 선회외측 전륜을 제동시켜 요레이트를 감소

시킴으로써 횡안정성을 제어하였다.(8) 복원 요 모

멘트의 크기를 차량 휠의 동반경, 좌/우 차륜 사이

의 길이 등을 이용해 필요한 제어 제동압의 크기

를 계산하였고 이를 앞서 설명한 최적 제동륜에

적용되도록 식 (16a)와 같이 설계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제어기 설계 시 유압제어동역학(목표압력

에서 실제압력 관계), 휠동역학(실제압력에서 실제

제동력(요모멘트)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 이

유는 차량 요레이트 동역학이 큰 회전관성으로 인

해 상당히 느리며, 상대적으로 빠른 휠동역학 및

유압제어 동역학을 무시할 수 있게 때문이다.(9)

목표 제어 제동압과 실제 차량에 적용되는 실제

압력 사이 관계를 식 (16b)와 같이 시정수(Te)가

0.04s인 1차 시스템으로 근사하여 유압제어시스템

를 모사하였고, 마지막으로 ABS로직을 적용하여

과도한 압력에 의해 바퀴가 잠기지 않도록 조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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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riving conditions for several test cases

Case Scenario
Longitudinal

speed
μ

1
Double lane change

w/o Bank
135km/h 0.9

2
Double lane change 

w/ Bank 10˚
125km/h 0.9

3
Double lane change 

w/ Bank 15˚
120km/h 0.9

4
Open loop steering 

angle w/ Bank 15˚
50km/h 0.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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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a)

�� =
�

�����
����,� 	; 	�	 = ��, ��,��, ��          (16b)

4. 시뮬레이션 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된 차량 횡안정성 제어기의 성

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자유도 차량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인 CARSIM을 통하여 다양한 주행 상황

에서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논문에서 검토

할 주행 시나리오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Case

1~3은 Double Lane Change (ISO-3888-1) 경우로 평

지와 횡경사각이 존재하는 고마찰 노면에서 횡경

사 각도와 차속을 달리하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

하였고, Case 4에서는 슬라럼 형태의 개루프 운전

자 조향각을 입력으로 하여 횡경사각이 있는 저마

찰 노면에서 제어기 성능을 검증하였다. 차량은

CARSIM 내에 있는 E-Class 후륜구동차량을 대상

차량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제어기와 성능과 비교하기 위한 conventional 

ESC도 설계하였다. 기존 conventional ESC는 횡가

속도 센서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대로 차량의

종방향 속도와 전륜 조향각만을 사용하여 도출한

기준 요레이트을 이용해 필요 복원 요 모멘트양을

계산하고 3.2에서 제안한 외란관측기는 없다고 가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의 제동 압력 분배

는 3.4절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두 가지(proposed/

conventional) ESC 모두 동일하게 구현하였다.

Case 1을 통해 고마찰 평지조건에서 검증을 실

행하였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횡안정성 제어 동작

없이는 차량이 안정성을 잃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

한 차속을 설정하였다. Fig. 4를 보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제어기의 성능이 횡경사가 없는 평

지에서는 기존 ESC에 비해 성능이 다소 우수하거

나 거의 동등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제어 미

적용 case의 경우 차선 변경을 종료하고 차량의

횡거동이 불안정해지는 것이 관찰되며 평지 노면

이기 때문에 제안된 제어기의 (기존 conventional 

ESC 대비) 얼마간의 성능 개선은 주로 3.2절에서

제시한 외란관측기에 의한 모델 파라미터 오차 개

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Case 2는 횡경사각이 10︒인 고마찰 노면에서의

이중차선변경에 대한 결과이다. Fig. 6 차량 주행

경로 궤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횡경사가 있는

노면에서는 기존 ESC대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목표 궤적 추종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검은 점선과, 파란 실선 차이는 모델

오차를 보상하는 외란관측기로 인한 개선도를 나

타낸다. 추가적으로 목표 요레이트와 차량 요레이

트를 도시한 Fig. 7과 Fig. 8을 비교해 볼 때 제안

Fig. 4 Path trajectories (Case 1)

Fig. 5 Brake pressure trajectory(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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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 부적절한 목표 요레이트 산출로 인해 불필요

하고 빈번한 제동제어 압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ase 3은 횡경사각이 더 높은 15
o
인 고마찰 노면

에서 검증을 진행한 결과이다. Fig. 10을 보게 되면

앞서 Case2에서 입증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 제안

된 제어기가 기존의 방법에 비해 보다 차량 경로

가 목표 궤적에 안정적으로 추종되고 있으며 횡경

사각을 반영한 기준 요레이트로 인해 큰 횡경사

노면 주행 상황에서 차량의 횡안정성이 적절한 제

동압의 효과적 작용으로 보다 잘 확보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한편 외란관측기를 이용한 경우 그

렇지 않을 경우를 비교해보면 모델 파라미터 오차

에 대한 보상이 발생하는 외란관측기 적용 경우가

보다 적절하게 차량의 요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에 표시된 제어 압력을 비

교해 보면, Case 2 대비 횡경사가 더 커진 만큼 두

제어 방식의 효율성 및 적절성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ase 4에서는 횡경사각이 15o인 저마찰 노면에서

Fig. 12와 같은 슬라럼 형태의 개루프 운전자 조향

을 입력으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저마

찰 횡경사면에서는 고마찰 보다 횡경사에 대한 영

향이 차량에 더욱 크게 미치게 된다. 따라서 Fig. 

13, 14에 도시된 것처럼 제안하고 있는 제어기가

제어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차량 횡슬립각 발생을

억제하였고, 요레이트도 보다 효과적으로 안정화

됨을 보였다. 또한 기존 ESC의 경우 부절적한 제

어압력으로 인하여 차량을 안정화 시키는데 실패

한 것을 의미하며, 이는 Case 2와 Case 3에서처럼

불필요한 제어를 해도 어떻게든 감속에 의해 차량

이 안정화 되는 것이 아니라 노면 한계가 낮은 저

마찰에서는 안정화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

미하며, 이러한 점은 서론에서 제시한 기존의

ESC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인 것이다. 즉, 기

존 conventional ESC는 도로 횡경사각을 기준 모델

에 고려하지 않고 조향각, 차속만을 입력으로 하

Fig. 11 Brake pressure trajectory (Case3)

Fig. 12 Open-loop steering angle input signal (Case 4)

Fig. 13 Responses of side slip angle & yaw rate (Case 4)

Fig. 14 Brake pressure trajectory (C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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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횡경사각이 있는 노면에서 동작하게 되

면 오히려 차량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ESC에서는 별

도의 횡경사 추정부에서 일정 값 이상의 횡경사가

판정이 되면 제어를 off 시키거나 최소한의 제어

만을 실시하고 있다.(4)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본 논문에서 제안된 것과

같이 차량 기준 모델에 횡가속도센서 계측 신호를

반영한 제어기가 별도의 횡경사 추정 로직 없이

효과적으로 도로 횡경사에 의한 영향을 자연스럽

게 보상하여 횡경사에 관계없이 기존 ESC 대비

향상된 횡안정성 제어성능을 나타내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도로 횡경사 관련한 기존 ESC의

문제점(횡경사 도로에서 제어 미실시, 혹은 소극적

제어)을 보완하기 위해 횡가속도 계측 신호를 기준

차량 모델에 반영하고 모델 파라미터 오차를 최소

화하기 위한 외란관측기를 적용한 수학적 모델기반

ESC제어기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제어기의 특징은

차량 모델에서 추정이 어려운 횡슬립각을 계측 가

능한 횡가속도로 치환하고 이를 기준 요레이트에

반영하여 도로의 횡경사 조건과 상관 없이 차량 횡

방향 안정성제어 성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수학

적 모델 기반 제어기의 문제점 중 하나인 모델 파

라미터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너링강성의 비선

형적인 측면을 모델에 고려하였고 외란관측기를 통

하여 복원 요 모멘트의 생성에 있어 모델 파라미터

오차를 보상하였다. 제안된 제어기를 다양한 주행

조건에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검증하

였고, 그 결과 제안된 제어기가 도로 횡경사 변화

에 관계 없이 효과적으로 차량의 횡안정성을 견실

하게 제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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