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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단강하선 문제의 해는 cycloid 형태라는 것이 밝혀졌으나, bead의 정확한 각도 값은 복잡한 비선형방정식의 역

관계를 테이블 형태로 구해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근사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신경회로망을 이

용하여 비선형방정식의 역관계식을 표현하였고, 신경회로망의 보간 기능으로 인해 높은 정확도의 최단시간제어가 

가능하였다. 여러 가지 최종목표점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방법보다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solution of brachistochrone problem turned out the form of a cycloid but correct angle values of bead can be 
obtained from the table form of inverse relations for the complicated nonlinear equations. To enhance the accuracy, this 
paper employs the neural network to represent the inverse relation of the complicated nonlinear equations. The 
accurate minimum-time control is possible with the interpolation property of the neural network. For various final 
target points, we have found that the proposed method is superior to the conventional ones through the computer 
simulations. 

키워드 : 최단강하선 문제, 신경회로망  

Key word : Brachistochrone problem,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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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단강하선(Brachistochrone) 문제의 해법은 중력장

내의 인공위성 또는 항공기가 최소시간으로 이동하기 

위한 제어방법이나 무인 로켓의 최소 시간 궤적 설계 

등에 응용될 수 있다. Johann Bernoulli에 의해서 제기

된  최단강하선 문제는 최소시간제어 문제로 질량이 

인 bead가 같은 중력장 내의 수직평면에 존재하는 임의

의 한 점에서 출발하여 가장 빠른 시간에 임의의 다른 

한 점에 도달하도록 곡선경로를 구하는 문제로 변분법

(calculus of variation)[1,2]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변분

법을 사용하여 최단강하선 문제의 해는 cycloid 형태라

는 것이 밝혀졌으나 bead의 정확한 각도 값은 비선형방

정식을 풀어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최단강하선 문제

를 최적제어 문제로 해석하여 최적 궤적을 얻을 수 있

으나,  bead의 최적제어 각도를 그래프 또는 테이블 형

태의 근사치로 구할 수 있다[3]. 그래프 형태로 주어지

는 최적제어 각도 근사치는 그래프를 세분화 할수록 그 

정확도가 향상되지만 무한히 세분화할 수 없으므로 필

연적으로 근사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근사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일

반화와 보간 기능을 갖는 신경회로망을 사용하여 최적

제어 각도의 정확도를 높여 bead가 최단시간으로 주어

진 최종점에 도달하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신경회로망

은 입력층(input layer), 히든층(hidden layer), 출력층

(output layer)의 뉴우런 개수에 따라 신경회로망의 복

잡도, 학습에 걸리는 시간, 학습의 성능 등에 매우 큰 영

향을 미친다[4-6]. 신경회로망의 빠른 학습과 수렴 정도

를 올리기 위하여 신경회로망의 입출력 변수를 단일 입

출력 변수가 되도록 관련 수식이 유도될 수 있다. 단일 

입출력 변수로 구성된 신경회로망 최적제어기법은 입

출력 개수가  줄고 입출력 함수 관계가 단순하여 적은 

뉴우런의 개수로도 학습 시간과 학습 오차가 매우 줄어

듦을 알 수 있으며, 실시간 제어에도 매우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최적제어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최종 bead 
위치에 대해서 제어 성능을 모의 실험하였으며, 그 결

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일반적인 최적화 방법보

다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Ⅱ. 최단강하선 문제

최단강하선 문제는 질량이 m인 bead가 수직 평면 위

에 주어진 두 점 A, B에 대해 A점을 출발하여 중력 하

에서 B점에 도착할 때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찾는 문제로, bead가 중력장에서 최단시간으로 운동하

는 최적 경로를 찾는 문제이다. 

그림 1. 최단강하선 문제의 형상

Fig. 1 Geometry of Brachistochrone problem

그림 1과 같이 질량 m인 bead가 정지 상태에서 원점

(  )을 출발하여 철사줄을 타고 미끄러져 떨어

질 때, 마찰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점을 기준으로 

수평방향을  , 아래쪽 수직방향을 로 두었다. 
또한 시간 에서의 bead의 선속도를 로 두고, 수평

선과 이루는 각도는 로 나타낸다면, 에너지 보존법

칙에 의해 아래의 방정식을 만족한다[3].




  


   (1)

단, 는 초기시간이며 통상   으로 놓는다.

위에서 초기 속도   와, 초기 위치   

를 대입하여 선속도 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2)

그림 1에서 bead 운동을 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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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3)
  sin (4)

최단시간문제이므로 성능지수(performance index)
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5)

단, 는 최종시간이다.

위에서 각도 는 최단시간 경로를 찾기 위한  제어 

변수로, Frank L. Lewis[3]가 제시한 최종상태가 고정된 

함수를 갖는 비선형 최적제어기 설계를 사용하여, 최단

강하선 문제에 대입하면 최적 제어량 를 구하기 위

한 함수를 만들 수 있다. 식 (6), (7)은 에 대한 

 의 함수 값을 나타내었다[3].

   


cos


sinsin 
  

(6)

 cos
 cos (7)

최종 시간 에서의 와 시간 에서의 를 각

각 어떤 주어진 구간 내에서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와 값들을  식(6), (7)에 대입하여  

를 구한다. 이렇게 구한 데이터들의 입출력 관계를 뒤

집어 신경회로망을 학습한 후, Bead의 위치 좌표 

와 가 주어지면 위 식의 역관계에 해당하는 신경회

로망을 구성할 수 있고 이로부터 최적제어 와 

를 구할 수 있다[7]. 그러나 이렇게 구성된 신경회

로망은 입력과 출력이 2개이며, 입출력 관계의 데이터

들의 함수가 매우 복잡하여 학습을 위해서는 여러 개의 

히든층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뉴우런의 개수가 많아

져야 학습이 용의하다. 또한 신경회로망의 학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경회로망의 

빠른 학습과 수렴 성능을 올리기 위하여 신경회로망의 

입출력 변수를 단일 입출력 변수가 되도록 하는 수식을 

사용한다.
식(6), (7)은 다음과 같이 식(8), (9)와 같이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다[3]. 식(9)는 초기조건  ⇒

    을 만족하므로 간단히 구성되어

진다.

   


cos


sinsin 

  sinsin
 sin

(8)

 cos




cos
 

cos 
 cos 

(9)

단, 
cos
 ,    이다.

식 (8)을 초기 조건을 만족하도록 다시 정리하면 아

래 식(10)과 같이 표현된다.

   sin
  

cos


sin
(10)

방정식의 좌측 항을 상수항으로 식을 정리하면 식

(11)과 같다.





cos


sin  (11)

앞에서의 식(8),  (9)는 cycloid 곡선을 의미하며, 이
는 위에서 수식이 최소시간 경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식(11)로부터 를 구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가 주어질 때, 비선형 방정식인 조건식 (11)를 만족하는 

를 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최종 시간 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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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어진 구간 내에서 세분화한 뒤, 각 세분화된 

에 대해 식(11)의  를 구해놓고, 이를 이용

하여 에 대한 table 또는 graph 형태로 표현해야 한

다. 이렇게 구한 를 식(7)을 사용하여 를 구하

면 된다. 이는 앞서 설명한 식(6), (7)로부터 세분화된 

와   값들에 대한  를 구하여 이를 

table 또는 graph 형태로 표현하여 역관계에 의해 근사 

값 을 구하는 것에 비하여 table 또는 graph가 단순

하여 근사 값을 구하기가 더욱 쉽다. 그러나 이러한 방

법 역시 graph 또는 table의 정확도가 떨어지면 정확한 

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최소시간으로 정확히 목표

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 역시 table
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나, 입력구간을 무한히 

잘게 세분화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graph나 table을 사

용하는 대신 보간 기능을 갖는 신경회로망을 사용하고

자 한다. 
의 계산은 위에서 구한 를 사용하여 식(7)

로부터  를 구할 수 있다. 아크 코사인(arccosine) 
함수로 수식을 더 간략화 시킬 수 있으나, 아크코사인 

함수의 출력값 가 항상 ∼이므로 음의 

  값을 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크사인(arcsine) 함
수로 식(12)와 같이 변화시켜 사용하였다. 단, 초기각도  

  이므로, 가 급격한 변화가 없다고 간

주하면, 양의 각도를 갖다가 를 지나면서 음의 각도

를 갖는 것으로 하였다.

  arcsin±cos      (12)

Ⅲ. 신경회로망에 의한 최적제어 

인공신경회로망은 생물체의 뇌 신경세포들의 연결 

관계를 단순화시켜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여 인간

의 두뇌가 가지는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앞먹임 

신경회로망(feedforward neural networks) 구조를 취하

고, 역전파 학습 알고리즘(back propagation learning 
algorithm)을 사용하여 신경회로망을 학습하였다[4-6]. 
신경회로망의 보간 기능을 위하여 위의 식(11)을 사용

하여 입출력 데이터의 역관계를 표현하였다. 이렇게 구

성된 신경회로망은 임의의 목표점 에 대하여 

해당 를 바로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단

일 입출력 변수로 구성된 신경회로망은 다변수 입출력

을 갖는 신경회로망에 비하여 구조에 있어 매우 간단하

며, 학습에 있어서도 학습데이터의 양이 적어 매우 짧

은 시간에 학습이 가능하다.   이라고 정의

하면, 식(11)은 식(13)과 같이 표현된다.

 
cos


sin       (13)

적절히 세분화된 를 식(13)에 대입하여 값을 

구한 뒤, 입출력 관계를 뒤집어 를 신경회로망의 입력

데이터로  를 출력데이터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 

사용한다. 그림 2는 최적제어를 위한 신경회로망의 학

습데이터 입출력 관계를 표시하였다.

Neural
Network



그림 2. 최적제어를 위한 학습데이터

Fig. 2 Learning data for the optimal control

Ⅳ. 시뮬레이션 및 결과

4.1. 신경회로망의 학습

신경회로망의 학습을 위해 를 ∼  
구간에서 간격으로 나누어 식 (13)을 사용하여 

값들을 구하였다. 그림 3 (a)는 에 대한 출력 값

을 나타내고, 그림 3 (b)는 입출력을 뒤집어 신경회로망 

학습을 위한 입출력 데이터를 그림으로 표시하였다. 그
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신경회로망은 단일 입출력 함수

관계로 구성되어 입력 변수의 수에 따라 증가하는 학습

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이 매우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
한 학습하여야 할 함수 관계가 2차원의 매우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적은 수의 뉴우런으로 빠른 학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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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에 대한 와 신경회로망 학습데이터 (a)  (b) 
학습데이터

Fig. 3 Value of  for  and training data of neural 
network (a)  (b) Training data

그림 4는 표 1과 같이 신경회로망의 학습을 위한 파

라메터들을 설정하여 학습한 후, 학습 데이터에 대한 

퍼센트 오차를 표시하였다. 신경망 학습 데이터는 비선

형이 크지 않고 부드러운 곡선 모양을 갖고 있어 신경

회로망의 학습이 매우 용의하고, 신경회로망의 히든층 

뉴우런 개수가 적어도 학습이 매우 잘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 퍼센트 오차

Fig. 4 Percent errors

신경회로망 파라메터

입력 1개
출력 1개

Hidden layers Hidden 1 : 5 neurons
Hidden 2 : 5 neurons

Activation functions Tangent sigmoid
Learning rule Back propagation

표 1. 신경회로망 파라메터

Table. 1 Neural network parameters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시간 최적제어의 성능평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근사된 최적제어방법들을 

사용하였다[7,8]. 임의의 최종점  에 해당하는 

  가 학습데이터 에 속하지 않을 경우, 

학습데이터 중 에 가장 가까운 를 선택하여 이에 

해당하는 를 구하여 적용하는 근사점 최적제어 

방법과 그림 5와 같이 학습데이터 가운데 에 가장 가

까운 를 선택하여 이에 해당하는 를 선형 

근사식을 적용하는 선형근사 최적제어 방법을 사용하

였다.

그림 5. 최적제어의 선형근사

Fig. 5 Linear approximation for the optimal control

4.2. 신경회로망 제어기의 성능 평가

모의실험을 위하여 중력 가속도 는 , 초기 

시간 는 초이다. 신경회로망 제어기의 성능 평가를 

위해서 앞에서 설명한 2가지 최적제어 방법과 비교하

여, 원점     에서 출발하여 최종점 

 에 최단 시간에 도달하는 시간과 수렴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렴정도는 제어대상인 bead가 최종

점인  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의 좌표의 거

리(Euclidean distance)로 하며, 그 때의 시간을 수렴 시

간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6은 여러 가지 최종점에 대한 모의  실험 경우 

중, 최종점의 위치가      일 때의 3가

지 제어기법의 성능을 표시하였다. 수렴 시간은 세 가

지 제어기법 모두 3.185초로 같은 결과를 보이나, 수렴 

정도에서 신경회로망을 사용한 방법이 가장 좋은 결과

를 보였다. 신경회로망을 사용한 제어기법은 근사 점 

최적제어기법과 선형 근사 최적제어기법에 비하여 최

종점에 수렴하는 정도가 12.037배와 7.971배 가까이 수

렴하였으며, 이는 신경회로망 제어기법이 학습되지 않

은 데이터들에 대하여 일반화 기능을 가지므로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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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데이터를 생성함을 나타낸다. 선형근사 최적제어 

방법의 경우, 수렴 정도에 있어 근사 점 최적제어기법

에 비하여 조금 더 좋음을 알 수 있다. 이것 역시 신경망 

제어기법과 마찬가지로 선형 근사에 의해 정확하지는 

않으나 근사 점 최적제어기법 비해 적절한 출력 데이터

를 생성함을 알 수 있다.

(a)

(b)

(c)
그림 6. 제어기 성능 비교(      ) (a) 신경회로

망 (b) 근사 점 최적제어기법 (c) 선형 근사 최적제어기법 

Fig. 6 The comparison of controllers performances(   
  ) (a) Neural network case (b) Approximation case 
(c) Linear interpolation case

표 2는 제안된 제어기와 일반적인 최적 제어기들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최종점을 표시하였다.

표 2. 제어기 성능 비교를 위한 다양한 최종점 

Table. 2 The various final target points for comparison 
of controllers performances

case
최종위치
(   ) case

최종위치
(   )

1 (10,  6) 6 (20, 14)

2 (10, 10) 7 (30,  6)

3 (10, 14) 8 (30, 10)

4 (20,  6) 9 (30, 14)

5 (20, 10)

다양한 최종점에 대해 3가지 제어기법 모두 수렴 시

간에 있어서 비슷한 수렴시간을 얻었다. 이것은 비선형 

다 변수 입력을 갖는 수식의 해 보다 하나의 입력 

변수 에 의해 유도된 비선형 수식의 해 가 갖

는 오차가 매우 작음에 기인한다.  
수렴 정도에 있어서는 모든 최종점에 대하여 신경회

로망에 의한 최적제어기법이 다른 최적제어기법들에 

비하여 뛰어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표 

2의 9가지 최종점에 대하여 신경회로망  최적 제어기법

과 일반적인 최적 제어기법들의 수렴 정도를 막대 그래

프로 나타내었다. 신경회로망을 사용한 최적 제어기법

은 모든 최종점에 대하여 수렴정도가 0.05(Euclidean 
distance) 안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최적 제

어기법에 비하여 매우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었다.
 

그림 7. 수렴정도(Euclidean Distance)
Fig. 7 Convergence performance(Euclidean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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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최단강하선 문제의 해는 cycloid 형태라는 것이 밝혀

졌으나 bead의 정확한 각도 값은 비선형방정식을 풀어

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최단강하선 문제를 최적제어 

문제로 해석하여 bead의 최적제어 각도를 그래프 또는 

테이블 형태의 근사치로 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테이

블 형태로 주어지는 최적제어 각도는 테이블을 얼마나 

세분화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최적제어 각도를 

무한히 세분화할 수 없으므로 근사오차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근사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일반화 및 보간 기능을 갖는 신경회로망을 선택하여 

bead가 갖는 최적제어 각도의 정확도를 높여 최단시간

에 최종점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여러 가지 경우의 최

종점에 대해 모의 실험한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

법이 일반적인 최적제어 방법보다 매우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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