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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시간에 따라 방향 속도와 위치가 변하는 무인자동차의 궤적 추적 제어시스템에 대해 논한다. 무인
자동차는 운전자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주위환경을 인식하여 지정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로 올바른 주행
을 위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다양하다. 무인자동차의 궤적 추적 시스템에서 인식한 정보는 이산적인 값을 가지므로 
센스 간의 간격으로 인하여 비연속성 및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목표 궤적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 어
렵다. 본 논문은 차량의 운동학 모델링을 통하여 선형오차, 제약 조건, 제어 목표함수의 세 가지 조건을 갖는 무인자
동차 궤적 추적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궤적 추적시스템을 기반으로 동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카심(Dynamic 
Simulation Software-CarSim)의 결합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로 더욱 정밀하게 목
표 궤적을 추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trajectory tracking system of unmanned ground vehicles based on predictive control. 
Because the unmanned ground vehicles can not satisfactorily complete the path tracking task, highly efficient and 
stable trajectory control system is necessary for unmanned ground vehicle to be realized intelligent and practical.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unmanned vehicle, this paper built the kinematics tracking models firstly. Then 
studied algorithm solution with the tools of the optimal stability analysis method and proposed a tracking control 
method based on the model predictive control. The controller used a kinematics-based prediction model to calculate the 
predictive error. This controller helps the unmanned vehicle drive along the target trajectory quickly and accurately. 
The designed control strategy has the true robustness,  simplicity as well as generality for kinematics model of the 
unmanned vehicle. Furthermore, the computer Simulink/Carsim results verified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contro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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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인자동차(UGV: Unmanned Ground Vehicles)란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

식하여 목표지점까지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유럽의 한 연구에 의하면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사

고 발생 0.5초전에 경고를 받을 경우 추돌이나 충돌사

고를 60% 줄이고, 전면 충돌사고를 30% 방지하며, 노

면관련 사고를 5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교통사고 1초전 경고를 받을 경우 교통사고를 

90% 까지 방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졌다. 자동

차를 첨단기술로 인간의 운전을 대신하면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이며, 무인자동차로 온라인 네트

워크를 형성하면 네트워크의 자동차들이 지능교통정보

시스템에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무인자동차 운행이 가능하다[2-4].

무인자동차가 복잡한 도로에서 더 안전하고 정확하

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궤적 추적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실용화되고 있는 대부분의 무인자동차는 도로 표

면에 자기 유도선 또는 광학 테이프 등을 설치하여 연

속적 고정 궤적을 따라 운행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5,6]. 이와 같은 방식은 쉽게 구현할 수 있지만 주행 중

에 발생하는 다양한 오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힘들

고, 추적오차가 항상 존재하며, 주행속도를 높일 경우 

궤적을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의 운동학 모델링을 통하여 선형오차, 제약조건, 제어 

목표함수의 세 가지 조건을 갖는 무인자동차 궤적 추적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제어기의 안정도 판별을 위해 

Lyapunov 방법을 이용하였고, 제어 목표 함수는 소프

트 제약(soft constraint) 방법을 사용하며, 제어량 대신 

제어증량을 직접 제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일반적인 방법보다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제어목표

를 계산하고, 예측하는 궤적을 완벽하게 추행할 수 있

도록 하였다. 

      

Ⅱ. 무인자동차의 기하학적 해석

차량 운동학 모델링은 기하학적 각도변화를 통해 물

체의 변화를 파악하는 동시에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

와 속도 등을 연구한다[7]. 운동학 모델링을 궤적추적에 

적용하면 무인자동차의 운행궤적에 대한 예측이 가능

하다. 운동학 모델링에 근거하여 궤적추적을 하는 경우, 

궤적추적의 결과가 운동학의 기하학적 조건을 만족한

다[8-10]. 이는 운동학 모델링에 근거한 궤적추적이 안

전한 제어기능과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그림 1은 관성 좌표계에서 무인자동차의 절대

위치와 방향을 표현한 것이다.

Fig. 1 Kinematics of Unmanned Ground Vehicle

그림 1에서 관성 좌표계 OXY에서  ,  

는 각각 차량의 뒷 차축과 앞 차축의 중심좌표를 의미

하며, 은 무인자동차의 조향각이고, 는 앞바퀴의 각

속도, 은 뒷 차축의 중심속도, 는 앞 차축의 중심속

도를 나타내며, 은 앞 차축과 뒷 차축간 거리를 나타낸

다. 결론적으로 차량의 뒷 차축 중심의 속도는 다음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1)

차량의 앞, 뒷 차축의 운동학 미분 방정식은 다음 식 

(2)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2)

식 (1), (2)을 통해서 차체의 회전 선속도는 다음 식 

(3)과 같이 나타낸다.




                              (3)

여기서 은 좌표계에서 무인자동차의 조향 각속도

를 나타내며,  를 축 과 축의 성분으로 분해하고 조

향각  와 함께 미분 방정식으로 표시하면 다음 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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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cos
sin
tan

                           (4)

여기서 과 는 무인자동차의 무게 중심점 가 이

동하는 속도와 방향을 각각 나타내고, 방향오차 는 식 

(5)과 같이 나타내며, 무인자동차의 진행방향각 와 예

측하는 위치의 접선과의 각도로 방향각 의 차이로 표

현된다. 

                                    (5)

그리고 그림  1에서 앞바퀴의 전향도에 대해 무게 중

심점 와 기준 궤적에 있는 가상의 무게 중심점 은 

다음 식 (6) 및 식 (7)과 같이 정의된다. 

                                      (6)

      
                            (7)

여기서    는 시간이 T일 때 차량에 대한 무게 

중심점의 가로위치, 세로 위치, 방향각을 각각 나타내

며,    
는 시간이 T일 때 기준 궤적에 있는 가상

의 무인자동차에 대한 무게 중심점의 가로위치, 세로 

위치, 방향각을 나타낸다. 그리고 와 의 오차로 표

현되는 오차 모델링 
는 다음 식 (8)과 같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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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식 (8)로 표현되는 오차 미분 방정식을 이용하여 무

인자동차의 궤적 추적 제어기는 위치 및 방향에 대한 

오차값  ,  , 이 0으로 수렴하도록 한다.

Ⅲ. 궤적추적 제어기의 설계

무인자동차의 궤적 추적 제어기는 무인자동차가 시

간에 따라 변화하는 속도가 기준 궤적에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방향 속도와 각속도를 계산하는 운동학적 제어

기로 구성되며, CarSim을 이용하여 무인자동차의 정확

한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궤적을 추적한다.

3.1. 운동학적 제어기 설계

운동학적 제어기의 목적은 무인자동차가 예측하는 

궤적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Lyapunov 함수를 

이용하며, 위치와 방향의 오차가 0이 되도록 방향 속도

와 각속도를 제어하는 것이다. 먼저 궤적 추적 제어기 

설계를 위한 Lyapunov 함수 를 다음 식 (9)와 같이 

표현한다. 

  


 

  cos           (9)

식 (9)에서 은 무인자동차에 대한 무게 중심점의 가

로위치 오차이고, 은 무게 중심점의 세로위치 오차이

며, 은 무게중심점의 방향오차이다. 그리고 Lyapunov 

함수 에 대해 미분하면 다음 식 (10)과 같다. 

  
 

 sin  sin             (10)

식 (10)에서    
  
은 무게 중심점의 가로위치, 세

로위치, 방향각도에 대한 오차 미분값을 각각 나타낸다.

3.2. 목표함수 설계

목표 함수의 목적은 무인자동차가 예측하는 궤적을 

빠르고 안전하게 추적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 상태량과 편차 제어량이 최적화가 되어야 

하며, 목표 함수는 다음 식 (11)과 같이 나타낸다.

  
  



║ ║
      

 
  

 

║∆║                (11)

식 (11)에서 는 예측 시간영역, 는 제어 시간영

역, 와 은 상태 가중행렬(state weighting matrix)을 

의미하며, 는 예측 제어시스템의 입력, 는 예측 제

어시스템의 출력, 는 시간, 는 예측제어의 횟수이다. 

는 시간이 일 때 횟수 에서 예측제어시스템

의 입력이고, 는 시간이 일 때 횟수 에서 

예측제어시스템의 출력이다. 그리고 ∆는 제어증량, 

는 증량계수, 는 이완계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식 

(11)의 첫 항목은 시스템의 추적 성능이고, 두 번째 항

목은 제어증량의 제약을 나타낸다. 식 (11)에서 제어량

을 치환하여 제어 증량을 넣고 이완계수를 삽입하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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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함수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다.

3.3. 제한조건 설계

    본 논문에서 무인자동차가 예측하는 궤적을 정확하

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량은 다음 식 (12)와 같

이 나타낸다.

min ≤≤max               (12)

여기서  이고, 제어증량은 다음 식 

(13)과 같이 표현된다.

∆min ≤∆≤∆max          (13)

궤적 추적 제어시스템의 추적 제어 알고리즘은 그림 

2와 같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궤적 추적 제어기의 블록

선도는 그림 3과 같이 나타낸다. 

Fig. 2 The flow chart of trajectory tracking system

Fig. 3 Block diagram of the controller

예측제어기는 선형오차, 제약 조건, 목표함수인 세 

가지 조건으로 구성한다. 선형 오차방정식은 운동학 모

델링식인 식 (8)의 앞부분에 나타내고, 제약조건은 차량

의 성능안전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본 논문은 

Simulink/CarSim 결합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궤적 추

적시스템을 분석한다. 

Ⅳ.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논문은 CarSim을 이용하여 무인자동차의 파라미

터를 설정하며, Simulink/CarSim 결합시뮬레이션을 이

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무인자동차 초기 시간   ,방

향각   ，각속도   으로 설정하였다. 실

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모사하기 위하여 제어 입력 

예측 시간영역   ，제어 시간영역   으로 설정

하였다. 그리고 무인자동차의  참고속도는 4m/s, 6m/s, 

10m/s에서 직선 궤적추적과 원형 궤적추적에 대해 시

뮬레이션하였고, 차량의 조향각, 차량 앞 차축과 뒷 차

축 추적의 위치 오차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하였다. 그 

결과 참고속도 4m/s, 6m/s, 10m/s에서 직선 궤적추적과 

실제 궤적추적의 비교결과를 그림 4와 같이 나타내고, 

궤적 추적오차는 그림 5와 같이 나타낸다. 

Fig. 4 Linear reference trajectory and actual trajectory

그림 4에서 가로축은 운행거리, 세로축은 오차거리

를 나타내며, 참고속도 4m/s에서 운행거리 0.2m에 예측 

궤적을 추적하고, 참고속도 6m/s에서 운행거리 0.4m에 

예측 궤적을 추적하며, 참고속도 10m/s에서 운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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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m에 예측 궤적을 추적할 수 있다. 운행거리 0.6m안

에 3가지의 속도 모두 예측 궤적을 추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Fig. 5 Linear tracking error

Fig. 6 Circular tracking error

 

Fig. 7 Tracking position error

그림 5에서 가로축은 추적시간, 세로축은 오차거리

를 나타내며, 참고속도 4m/s에서 0.8초안에 예측 궤적

을 따라갈 수 있고, 참고속도 6m/s에서 1초안에 예측 궤

적을 따라갈 수 있으며, 참고속도 10m/s에서 1.2초안에 

예측 궤적을 따라갈 수 있다. 그림 4와 그림 5의 결과는 

동일한 초기 조건으로 행하여진 결과로 3가지의 속도 

모두에 무인자동차가 빠르게 예측추적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그 중에 10m/s의 경우는 초기에 어느 정도 조

정하는 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6은 참고속도 4m/s, 6m/s, 10m/s에서 원형 궤적 

추적에 대한 실제 궤적 추적오차를 나타낸 것으로  참

고속도 모두 3초안에 원형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나므로 무인자동차는 예측 제어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으로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은 참고속도 3m/s에서 차량의 조향각, 차량 앞 

차축과 뒷 차축 추적 위치오차를 나타낸 것으로 참고 

속도 3.5초-4초 이내에 예측하는 궤적을 따라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제어기가 없을 경우 기계

적인 오차로 인해 양 바퀴에 속도차이가 크고 자체의 

중량에 의한 관성으로 예측궤적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

다[11]. 반면  제안된 예측 제어시스템을 통해서는 빠르

게 예측하도록 추적이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운동학적 모델링 기법에 기반하여 무

인자동차의 궤적 추적 제어기를 제안하였다. 무인자동

차의 궤적 추적 제어기는 무인자동차가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하는 기준 궤적에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방

향 속도와 각속도를 계산하는 운동학적 제어기로 구성

하였다. 

Simulink/CarSim 결함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모의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결과를 비교 검토한 결과 궤적 

추적시스템의 경우 예측 제어를 기반으로 우수한 적응 

성능과 강건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모의실험 결과보다 더 빠르게 

궤적추적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

할 경우 무인자동차의 안전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되며, 차후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뮬레이

션을 바탕으로 실제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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