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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cheduling technique for the improvement of yaw motion stability in in-wheel motor vehicle is 
proposed. Normally vehicle velocity is controlled via conventional PID method. When vehicle is 
encountered with different road conditions on left and right hand sides, unstable yaw motion is induced 
due to the driving force difference in both wheels. In this paper a scheduling formular for control gain 
is derived in terms of experimental results to generate proper counter control action. Simulation result 
reveals its effective performance in yaw control of in-wheel vehicle.

1) 
기 호 설 명

 : 차량의 전체 무게

 : 차량 전폭의 1/2 거리

 : 차량의 관성모멘트

 : 좌측바퀴 전체에 작용하는 x축 방향 힘

 : 우측바퀴 전체에 작용하는 x축 방향 힘

 : 좌측바퀴 전체에 작용하는 마찰력

 : 우측바퀴 전체에 작용하는 마찰력

 : 좌측바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마찰계수

 : 우측바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마찰계수

 : 차량 앞부분의 무게

 : 차량 뒷부분의 무게

 : 뒷바퀴 전체에 작용하는 x축 방향 힘

 : 앞바퀴 전체에 작용하는 x축 방향 힘

 : 좌측 뒷바퀴에 작용하는 x축 방향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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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측 앞바퀴에 작용하는 x축 방향 힘

 : 좌측 앞바퀴에 작용하는 y축 방향 힘

 : 우측 뒷바퀴에 작용하는 x축 방향 힘

 : 우측 앞바퀴에 작용하는 x축 방향 힘

 : 우측 앞바퀴에 작용하는 y축 방향 힘

 : yaw 각도

 : yaw 각속도

 : yaw 각가속도

 : 차량 속도

 : 차량 가속도

 : 우측바퀴의 속도 set-point 가중치

 : 좌측바퀴의 속도 set-point 가중치

1. 서  론

오늘날 화석에너지의 가격 상승 및 고갈 위험과 

지구 온난화 등의 세계적인 환경 문제는 교토 의정

서 발효와 같은 국제적인 협약을 이끌어 냈고, 이는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연료전지 자동차(FCEV), 

전기 자동차(EV) 등 친환경적 자동차들의 시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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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재촉하였다.(1),(2) 이에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화

석에너지를 이용하여 내연기관의 보조역할을 수행하

거나 이를 완전히 전기에너지로 대체하여 순수하게 

전기 모터에서만 구동력을 얻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

다. 이러한 기술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구동계 시

스템 전체적인 변화를 꾀하는, 혁명적인 변화가 불

가피하다.

In-Wheel 시스템은 기존의 엔진을 이용하여 차량

을 구동시키는 방법과 달리 휠 안에 모터를 장착하

여 모터의 동력을 직접 바퀴에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차량보다 구동계를 조밀하게 정리할 수 있어 

차량 중량을 최소화하고 차량 디자인의 자유도를 향

상시킬 수 있다. 또한 차체의 최적화된 질량 배분으

로 운동성능을 향상시키면서 실내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조립 라인은 구동계 라인이 없어

도 기존 차량에 손쉽게 4WD 기능을 추가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어 차량 양산 업체의 개발 비용을 절

감할 수 있는 묘책이 될 수 있으며 차량을 전기로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소 기관에서 나오는 각종 

공해물질을 없앨 수 있다. 이는 연료 절감과 친환경

적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

다.

기존 엔진 자동차는 하나의 구동원만을 제어하면 

되었지만 In-Wheel Motor 차량은 2개 또는 4개의 

독립적인 구동원을 제어해서 운전자가 원하는 조향 

및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노면 상태에 따라 각 바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틀

려지게 되면 차량 속도와 운전 방향은 운전자의 의

도와 다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본 논문에서는 2WD In-Wheel Motor 차량의 

속도 및 yaw motion 제어를 통한 주행의 안정성 향

상을 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이에 알맞은 제어기 

및 스케쥴러를 구상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한 안정성 

향상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차량 모델링

In-wheel motor 차량의 동적 시스템을 모델링한

다. 모델 차량은 Fig 1, Fig 2, Fig 3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3),(4),(5)

Fig 1. Conventional vehicle model

Fig 2. Conceptual diagram of In-Wheel vehicle

차량 yaw의 각가속도는 다음과 같다.

 

          (1)

위 식의 lateral, longitudinal motion 식은 다음과 

Fig 3. Modeling of In-Wheel motor vehicle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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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각 바퀴의 마찰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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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차량의 가속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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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좌측 바퀴 마찰력의 마찰계수, 은 우측 

바퀴 마찰력의 마찰계수를,  은 각각 차량 

front부에 작용하는 하중과 rear부에 작용하는 하중

을 나타낸다.

3. 제안된 제어 방법

3.1 PID 제어에 의한 차량 속도제어

2륜 In-Wheel motor 차량의 속도 및 yaw motion 
제어 시스템의 Block Diagram은 아래의 Fig 4와 

같다.
운전자는 2륜 In-Wheel motor 차량이 일정 속도

로 주행하도록 운전한다. 이 때, 좌우측 바퀴는 일

정 속도 유지를 위한 힘을 내게 되는데 이 힘은

conventional PID 제어기에 의해서 제어된다. 본 논

문의 simulation에 사용된 conventional PID 제어기

는 Matlab simulink에서 사용되는 PID Block을 이

용하였다.

Fig 4. Block Diagram of System

3.2 Scheduler에 의한 차량 yaw motion 제어

차량 속도는 PID 제어기를 이용하여 안정성을 보

장할 수 있지만 차량의 yaw motion은 불안정한 경

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노면 상태에 따라 좌우

측 바퀴의 마찰력 또는 슬립율이 달라진다면 차량의 

yaw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 좌

측 바퀴는 빙판의 노면 위를, 우측 바퀴는 일반 노

면 위를 주행하는 상태라면 차량은 PID 제어에 의

해 일정 속도는 유지할 수 있지만 좌측으로 회전하

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의 yaw motion 제어를 하기 위한, 좌우측 바퀴

의 구동력을 달리 해주는 scheduler를 구상하였다. 
scheduler는 좌(우)측 바퀴의 마찰력이 상승할 시에

는 좌(우)측 바퀴의 구동력은 올려주고 우(좌)측 바

퀴의 구동력은 낮춰주는 방식으로 scheduling을 한

다. scheduling 수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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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에서 사용된 gain 는 다음의 Fig 5와 같은 

관계를 통해 결정된다.



Fig 5. Relation between error and Gain

Gain의 크기는 yaw angle error의 크기가  보다 

작을 경우에는 피드백 시켜주는 error 값이 작기 때

문에 일정 크기의 gain을 가중시켜 보상하지만 error
가 커지면 더 많은 gain 값을 가중시켜 응답이 빠르

도록 보상시켜 주도록 한다.(6),(7)

좌측 바퀴 보상 값에 －를 곱해주어 한쪽이 구동

력을 올려주면 다른 한 쪽은 구동력을 낮춰주면서 

yaw를 안정화하도록 하였다. yaw의 변화율 (yaw 
각속도)을 곱해주어 yaw 변화에 보다 빠르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적절한 gain 를 곱해주었

다.  파라미터를 정해주어 yaw angle의 오차가 정

해놓은  값보다 작을 경우엔 yaw 변화율과 yaw 
오차, gain만 곱해주어 구동력을 보상해주도록 하였

고 yaw angle 오차가  값보다 클 경우엔  / 

 를 추가로 곱하여 큰 오차가 발생할 경우 빠른 

응답을 보이도록 하였다. ψ을 추가로 곱해주어 좌우

측 회전 방향을 판별하도록 했다.

4. 시뮬레이션

2륜 In-Wheel motor 차량의 동적 모델링을 기반

으로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simulation을 수

행하였다. 전체 0~1000sec동안 200sec에서 300sec 
까지 좌측 바퀴에 작용하는 마찰 계수를 0.15에서 

0.17로 변화를 주어 마찰력을 상승시켰고 600sec에
서 700sec 까지 우측 바퀴에 작용하는 마찰 계수를 

0.15에서 0.16의 변화를 주어 마찰력을 상승시켰다.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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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efficient of left and right friction

차량의 속도, 차량의 yaw angle, 차량의 좌우측 

바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scheduler를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그래프를 비교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yaw angle을 비교했을 때 (Fig 7,8), scheduler가 

없을 때는 200sec 지점에서 마찰력의 변경이 시작

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발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다. 200sec 지점부터 시뮬레이션이 끝나는 1000sec 
까지 지속적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

만 scheduler가 있을 때는 200sec, 600sec 지점에서 

약 -8도 ~ 6도 사이에서 yaw 흔들림이 생기지만 결

국에는 0.2도내로 yaw 흔들림이 제어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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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Yaw angle response of
convention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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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Yaw angle response of proposed method

차량의 속도를 비교했을 때 scheduler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미세함을 보인다. Fig 9,10의 두 그래

프는 PID 제어기에 의한 일정한 속도의 제어가 이

뤄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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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elocity of conventional method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58

58.5

59

59.5

60

60.5

61

61.5

62

Ve
lo

ci
ty

(m
/s

)

Velocity of proposed method

Time(sec)

Fig 10. Velocity of proposed method

차량의 좌우측 바퀴에 작용하는 힘을 비교했을 

때 scheduler가 없을 때는 좌우측 바퀴의 힘이 동일

하게 진행됨을 볼 수 있다. yaw 회전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속도만을 맞추기 때문에 좌우측 바퀴의 힘은 

동일하다. scheduler가 있을 때는 그래프에서 보듯이 

yaw의 변화에 따라 힘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sec에서 우측 바퀴에 작용하는 마찰력

이 커지게 되면 우측 바퀴는 힘을 올려주고 좌측 바

퀴는 우측 바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힘을 주어 

yaw를 제어하고 600sec에서는 반대로 좌측 바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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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orce of convention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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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Force of proposed method

작용하는 마찰력이 커지게 되므로 좌측 바퀴는 힘을 

올려주고 우측 바퀴는 상대적으로 낮은 힘을 보내어 

yaw를 제어하게 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WD In-Wheel motor 차량의 모

델링을 구하고 운전자의 요구에 맞는 속도제어를 하

면서 좌우측 바퀴에 알맞은 힘을 분산해주어 yaw 
motion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scheduler를 제안하

고 이에 따른 simulation을 통한 효과를 확인해 보

았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보았듯이 scheduler가 있

음으로써 효과적으로 yaw motion이 안정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논문에서는 모터에 대한 모델링과 차량 슬립에 

대한 것 없이 단순히 차량 바퀴에 작용하는 힘과 마

찰력만을 수식으로 나타내어 시뮬레이션하였다. 향

후 세부적이고 정밀한 모델링을 통한 모터제어를 추

가함으로써 조금 더 실질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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