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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로봇의 기구학 외란 보상을 위한 출력 궤환 제어

Output Feedback Tracking Control of Wheeled Mobile Robots with Kinematic Disturb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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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propose an output feedback tracking control method for the wheeled mobile robots with 

kinematic disturbances. The kinematic disturbances should be compensated to avoid the performance degradation. Also, the 

unavailable velocity of the mobile robot should be estimated. These should be estimated together by designing the nonlinear 

observer. Based on these estimates, the output feedback controller can be designed. The stability of the mobile robot control 

systems using the proposed method is rigorously analyzed and the simulation results are also provided to validate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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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동로봇의 제어에 관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1]-[5]. 이 중에서 동역학 불확실성을 보상하기 위하여 적응, 

강인 제어기법에 기반한 연구 결과들이 진행되어 왔다[4]-[5]. 

이상의 연구들은 기구학이 이상적이라고 가정하였으나, 고속으로 

회전을 할 경우에는 기구학의 외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6]-[7].

반면에 [7]의 결과를 비롯하여 위에 언급된 연구들은 이동로

봇의 속도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 실제 상황에

서는 이동로봇이 속도 센서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이를 추정하여

야 한다. 따라서 속도 추정치에 기반한 출력 궤환 제어기 설계 

역시 필요하다. 대부분의 이동로봇의 출력 궤환 제어는 동역학에 

기반하여 설계되어 왔는데[8]-[9], 기구학 외란의 보상 및 속도 

추정을 동시에 고려하려면 보다 간단한 형태의 기법에 관한 연구

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구학 외란 모델에 기반하여 기구학 외

란 및 속도 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추정기를 본 논문에서 제안

한다. 제안된 기법의 검증을 위해 전체 이동로봇 시스템의 안정

성 해석뿐만 아니라 기구학 외란 및 속도 추정에 의한 추종 성

능 결과를 모의실험을 통해 제시한다. 

2. 이동로봇의 기구학 외란 및 속도 추정기 

본 절에서는 이동로봇의 기구학 외란을 고려하여 속도 추정기

를 설계한다. 이 결과를 통해 출력 궤환 제어기를 설계할 수 있

다. 기구학 외란 모델은 다음과 같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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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위치 변수, 는 자세각, 는 전진속도, 는 회

전속도,  와  는 기구학 외란으로써 추종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속도 추정기의 설계 시에 속도 및 

기구학 외란을 동시에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수    

에 대해 (1)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여기서   , 와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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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양의 상수  , 
에 대해 ∥∙∥≤ , ∥∙∥≤을 

가정할 수 있으므로 
은


                                         (5)

로부터 얻을 수 있고,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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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으로 부터 얻을 수 있다. 이때 제안된 속도 추정기 (5), (6)의 성

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정리 1 (기구학 외란 하의 속도 및 기구학 외란 추정): 외란을 

포함한 기구학(1)에 대해 속도 추정기 (5), (6)의 설계변수 가 

 ≥


                              (7)

을  에 대해 만족하면, 
 

, 
 , 



 
   


 , 여기서 



  

 은 의 추정치이

고 은  의 추정치), 
가 모두 유계이다. 특히 

는 0으로 

수렴하고, 속도 추정치 
은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8)

  증명: 추정기의 성능은 [10]에서처럼 
가 로 점근적으로 수

렴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역시 식 (8)과 같

이 얻어짐을 쉽게 알 수 있다. (증명끝)

  부언 1: 모의실험을 통해 정리 1에서의 추정기의 성능을 바탕

으로 한 이동로봇의 출력제어 결과가 만족스러움을 확인할 수 있

으나 식 (7)의 제한조건은 이동로봇의 속도가 유한함을 사전에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이러한 한계를 해

결하는 비선형 추정기 설계 문제는 필요하며 5장 결론에서도 언

급하였듯이 추후 연구로 진행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

3. 기구학 외란하의 출력 궤환 추종 제어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구성한 추정기를 바탕으로 이동로봇의 

상태궤환 추종제어기[7]를 재설계한다. 기준궤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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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아래첨자 는 원하는 값을 의미한다. 출력 궤환 추종 제

어기 설계를 위해 추정치 와 를    및  대신에 사용하

고, 추종오차를     ,     ,    를 정의하면 

아래 식을 얻을 수 있다.


tanh  
tanh             (10)

여기서  tanh  tanh

, 

 tanh  tanh

이고,  는 추종

성능을 결정하는 변수이다. 위치 추종을 위해 가  , 

 을 만족해야 하므로 유사 전진속도 값은 

  cossin  cos   와 같이 얻

을 수 있다. 여기서   는 에서 값을 가지는 

역탄젠트 함수 를 이용하여 얻은 값이고,   


와   
 는 각각 전진속도 및 후진속도 에 따라 얻어

지는 유사 자세각에 해당한다.

  동역학 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하자.

                     (11)

여기서       ,      이고, 와 는 시스

템 행렬이다[1]-[3], 토크제어입력 를

                  (12)

와 같이 설정하면, (11)로 부터 +-이고 가 

로 점근적으로 수렴함을 바탕으로 제어입력에 해당하는 는

                      (13)

와 같이 설계할 수 있다. 여기서 

   sin   , ,   ,  


로서, 제어이득을 ≤,  와 같이 설정하면

                     
          

                            (14)

                    
sin  

이 성립한다. 여기서  와  
이며, ,  는 

모두 양의 상수이다. 이때 전체 출력 궤환 제어 시스템의 추종오

차는 최종적으로 [7]에서와 같이 최종 유계성을 만족한다.

4. 모의실험

본 절에서는 외란이 존재하는 이동로봇에 대해 제안된 기법을 

사용한 결과를 제시한다. 기구학은 (1)과 같고, 기구학 외란은 

  
,   

와 같이 설정하였다. 여기서 

  tanh tanh  ,       ,      이다. 모

의실험에서는 동역학의 외란 역시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11) 대

신 다음과 같이 외란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                (15)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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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궤적

(b) 자세각 추종오차 ( )

(c) 속도 추정(파선:  , 실선: , 점선:    )

(d) 속도 추정 (파선:  , 실선: , 점선: )

그림 1 제안된 제어기의 추종 성능 ((a), (b): 파선: 기준, 실선: 제안된 제어기, 점선: 외란 보상이 없는 제어기.

Fig. 1 Performance of the proposed controller. (In (a), (b): dashed: reference, solid: proposed controller, dotted: nonadaptive 

controller without disturbance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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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란이다. 이때 토크입력 (12)에 의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16)

여기서   cos  tanh sin  tanh  
와 같이 가정하였고, 이의 보상을 위해 [7]의 외란 추정기를 사

용하였다. 속도 및 가속도 제한 역시 max  sec, 
max  sec, max  sec , max  sec로 설정하

였고, 추정기 (6)의 설계변수는   ㆍ × ,   ㆍ × , 
  ㆍ × , 추정기 (5)의 초기추정치 

는 실제초기치 

로 둘 수 있으며, 
의 초기치는 

  




    으로 두었다. 식 (10)의 , 

의 설계변수는   , 
  , 


  이고, 제어기 (14)의 설

계변수는   ,   ,   이다.

  기준 궤적은 기준모델 (9)를 기반으로 설정하였으며 직선, 원, 

사인파곡선 모두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였는데 편의상 

한 가지 궤적에 대한 결과만을 제시한다. 성능 비교를 위해 외란

을 보상하는 제시된 방법과 외란 보상이 없는 결과를 비교한다. 

그림 1을 보면 제시된 방법의 경우는 외란 및 속도 모두를 추정

하여 성능 보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a), 1(b)은 외란의 추종성능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보상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위치추종 및 자세각 오차 역

시 만족스러움을 알 수 있다. 자세각이 정확히 0이 안 되는 것은 

기구학 외란 영향에 의한 것이다. 그림 1(c), 1(d)는 제안된 추정

기의 추정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속도 및 외란이 포함된 

 와 의 추정치인  및 의 결과를 비교할 때 두 값이 

즉시 같아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속도 및 추정치의 피크현상은 

동역학 외란이 큰 값으로 설정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제안된 이동로봇의 출력 궤환 추종 성능이 외란 및 

속도, 가속도 제한하에서도 만족스러움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구학 외란이 존재하는 이동로봇의 출력 궤환 

제어 기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동역학 기반 속도 추정기법과는 

달리 기구학 및 동역학 모두에 외란이 존재하더라도 적용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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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의 상태 궤환 추종 제어기법들은 속도 추정기법과 쉽게 

결합하기 어려운데 반하여 제안된 추정기는 다양한 상태 궤환 제

어기법과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모의실험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상태변수의 시변 

특성이 크더라도 추정 성능 및 이에 따른 추종 성능 역시 만족

스럽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외란이 존재할 경

우에도 유지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동로봇이외에도 다양한 시스

템에 적용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언하면 부언 

1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용된 비선형 추정기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는 추정기 설계 역시 추후 연구로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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