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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상무기 부문

6WD/6WS 차량의 통합운동제어에 한 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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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have proposed a integrated dynamic control architecture in 6WD(wheel drive)/6WS(wheel 
steering) vehicle for military applications. Since 6WD/6WS vehicle has inherent redundancy, the input variables to 
make any desired vehicle motion can not be determined uniquely. Therefore, optimal distribution method of tire 
forces is introduced, which is based on workload of each tire.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this is effective for the 
energy minimization and dynamic performance enhancement. We also suggest how the integrated control with any 
failure mode should be reconstructed.

Keywords : 6WD/6WS(6륜 구동/6륜 조향), TCS(구동력 제어), DYC(직  요모멘트 제어), Tire Workload(타이어 부하

율), Failure Mode(고장 모드)

1. 서 론

  차량의 운동 성능 향상을 해 내연기 차량을 

심으로 다양한 운동제어시스템이 개발 되어 왔다. 즉, 
TCS, ABS와 같이 차량 주행  타이어의 종방향 슬

립을 제어 하는 것과 VDC와 같이 차량 선회시 안정

성 제어가 있다. 한편으로, 4WD, 4WS와 같이 제어 

입력의 수를 을 최 화 하여 차량운동 성능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친환경차량의 개발에 맞추어 

인휠모터를 탑재한 차량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한

층 더 차량 운동 성능 향상이 기 되고 있다. 인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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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별도의 제어시스템을 추가 하지 않고도 TCS, 
ABS  VDC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내연기  차량 비 높은 제어성을 가지고 있다. 즉, 
지령 토크에 한 응답 속도가 내연기 에 비해 수백

배가 빠르고, 지령토크를 정확히 구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6WD 차량은 생존성을 해 고 기동성을 요구하는 

군용차량을 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6WS 
차량이 연구되고 있다. 6WD/6WS 차량은 고 기동성

을 꾀 할 뿐만 아니라 일부 차륜의 고장시에도 처 

할 수 있는 많은 Redundancy를 보유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고 있다. 따라서, 6WD/6WS 차량의 운동제어 측

면에서 보면 목표로 하는 차량 운동을 만족시키기 

한 제어 입력들의 값이 유일하게 결정 되어 지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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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WD/4WS 차량에 한 선회 운동제어 아키텍쳐가 

발표된[1,2] 바 있으며, 이것은 타이어의 마찰원에 기반

을 두고 각륜의 수직하 에 따라 구동력과 조향각을 

각각 독립 으로 제어 하 다. 6WD/6WS 차량에 해

서도 다양한 연구가
[3,4] 있으며, 여기에서는 각륜의 구

동력만을 독립 제어하거나 좌우륜을 동일하게 제어하

는 등 6WD/6WS의 모든 요소를 독립 으로 제어 하

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6WD/6WS 차량에 해 각 타이어의 

구동력과 조향각 제어를 독립 으로 제어하며, 각 타

이어의 수직하 에 기반을 둔 최  분배 제어  각 

륜의 슬립제어에 한 통합 운동제어를 제안 하 다. 
특히, 각 륜의 고장에 따른 최 분배 제어의 재구성에 

한 알고리즘을 논 하 다. 제안된 통합 주행 제어 

알고리즘에 해서는 Matlab/Simulink  TruckSim으로 

이루어진 co-Simulator를 통하여 그 유효성을 검증 하

다.

2. 차량  목표 운동 모델

가. 차량 선회운동 제어 모델

  6WD/6WS 차량에 있어서 운 자의 조향 입력, 에 

한 차량의 선회운동 모델은 차량의 횡 미끄럼각과 

요율을 상태변수로 하는 2자유도 선형 평면 운동 모

델을 이용하 으며 이에 한 운동 모델과 운동 방정

식은 다음과 같다
[3,5].

Fig. 1. 6WD/6WS 차량 운동 제어 모델

       (1)

 

     

       

 (2)

  여기서, m은 차량 질량, 는 차량 종속도, 는 차

량 횡 미끄럼각, 는 성모멘트, 는 요율을 나타

내며,  , (=1, 2…6)은 각각 타이어에 작용하는 

종방향 힘과 횡력을 나타낸다. , 은 차량의 무게

심이 륜의 심 치에 있다는 가정 하에 각각 

륜과 후륜의 무게 심과의 거리이다. 한, 식 (2)에서 

요 모멘트는 각 타이어의 종방향 구동력차에 의한 

Direct 요 모멘트()과 선회시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선회 횡력에 의한 모멘트()로 구성된다.

  타이어의 횡력은 타이어의 미끄럼각이 작다는 가

정하에 선형 모델을 이용하여 다음과 정의 할 수 있

다[5].

   (3)

   


 for    (4)

   for    (5)

   


 for    (6)

  여기서 는 타이어의 횡력, 는 타이어 코 링 

워(Corning Power), 는 타이어 횡 미끄럼각, 는 

바퀴의 조향각을 나타내며, 아래첨자 ,  , 은 각각 

륜, 륜 후륜을 나타낸다.
  한편으로, 차량 선회운동에 한 상태 변수  ,  
에 한 제어 목표는 운 자로 부터의 조향입력 에 

해 는 ‘0’으로 두고, 는 륜 조향 차량의 

정상원 선회시 정상상태 응답 특성을 갖는 것으로 한

다
[6～9].

 








  

 




  (7)

  여기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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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륜 슬립 제어 모델

  6WD 차량에 있어서 운 자의 가감속 페달입력에 

한 목표 차량 종방향 운동의 힘은 다음과 같이 각륜

의 종방향의 힘의 합으로 정의 된다.

 




  (8)

  한편, 차량 종방향운동에 하여 ABS(Antilock Brake 
Sytem)  TCS(Traction Control System)는 제동  구

동시 타이어의 슬립을 억 르는 제어를 의미하며, 이

로써 차량이 노면에 한 종방향 힘과  횡방향 힘

을 확보하여 차량의 안정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다. 아래의 Fig. 2는 타이어의 슬립율과 타이어의 종

방향 구동력(Driving Force)  횡방향 횡력(Side Force)
을 나타내고 있다

[10]. 슬립률(Slip Ratio)은 다음과 같이 

차량 속도와 휠의 속도의 계로 정의 된다.

 max 
    (9)

  여기서, 는 슬립률, 는 차륜의 선속도, 는 차

량 속도이다.

Fig. 2. 타이어의 슬립율에 따른 종․횡방향 힘

  Fig. 2로부터 타이어의 횡력은 슬립률이 “0”일 때 

가장 크며 슬립률의 증가와 함께 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차량의 슬립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횡력을 잃

었을 때 차량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륜구동차는 Drift-out 될 것이고 후륜구동차는 스핀 될 

것이다. 사륜구동차에서는 둘 다 발생 할 것이다. 이

러한 슬립률의 증가는 구동력에 있어서도 감소를 가

져온다.

Fig. 3. 차륜 모델

  차륜의 휠 슬립제어를 한 모델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0)

    
 (11)

  여기서, 는 휠의 회  성 모멘트, 은 모터의 

구동 토오크, 는 노면으로 받는 구동력, 는 타이

어와 노면의 마찰계수, 은 차륜의 수직 항력이다.
  상기 식 (10)로부터 구동력 는 측(Observer) 될 

수 있으며, 식 (14)로부터 차속 역시 다음과 같이 측 

될 수 있다.


   (12)

  따라서, 측된 차량 속도로부터 슬립률 역시 측

될 수 있게 된다. 통상 으로 차륜 슬립제어를 한 

목표 슬립률()은 Fig. 2를 근거로 0.2로 한다[10,11]. 결

국, 차륜 슬립제어는 목표 슬립률을 추종하기 한 구

동 모터의 토크()제어로 귀결된다.

3. 차량 통합 운동제어 알고리즘

  운 자의 조향 입력과 가감속 페달 입력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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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6WD/6WS 차량의 통합운동제어 아키텍쳐

앞 에서 논의 한 차량 모델에서의 차량 종방향 힘, 
횡력  선회 요모멘트는 각각 식 (8), (1)  (2)로 표

 된다. 이들을 구 시키기 한 각 타이어의 조향각 

 구동/제동력을 결정하는 것에 해서는 별도의 최  

타이어 힘분배 알고리즘(TDL : Tire Force Distribution 
Law)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6WD/6WS 차량의 통합제어 알고리즘을 먼  소개하고 

이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개별 제어 알고리즘에 

해 논 하 다.

가. 통합제어 알고리즘

  운 자의 입력에 한 6WD/6WS 차량에 한 선회

운동 제어, 차륜 슬립제어  타이어의 힘분배를 포함

하는 통합운동제어 알고리즘의 아키텍쳐는 Fig. 3과 

같다. 즉, 차량의 가감속 페달 입력에 해 목표 종방

향 힘을  , 목표 차량 선회운동 제어를 한 횡력

과 모멘트를 각각  , 로 할 때, 타이어 힘분

배 알고리즘에 의해 각 타이어의 횡력과 구동/제동력

이 도출된다. 횡력에 해서는 식 (3)～(6)로부터 각 

타이어의 조향각(    )이 결정되고, 구동/제동

력에 해서는 차륜 슬립제어 알고리즘에 의해 최종

인 구동/제동력 (
   )이 결정된다.

나. 차량 선회운동제어 알고리즘

  상기 2  가에서 논의 된 목표 횡 미끄럼각과 요율

을 제어하기 한 목표 횡력은 식 (1)로부터 직  얻

을 수 있으며, 목표 요 모멘트에 해서는 식 (2)와 

함께 다음의 간단한 PID 제어를 구성 하는 것으로 얻

을 수 있다
[8]. 식 (2)에서는 횡력에 의한 요 모멘트와 

종방향 힘에 의한 Direct Yaw Moment가 모두 포함되

어 있다.

 

  (13)

  여기서,    이고, , , 는 각각 비례, 

분, 미분 게인(Gain)이다.

다. 차륜 슬립제어 알고리즘

  상기 2  나에서 논의 된 차륜 슬립제어는 Fig. 5
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은 형 인 귤 이터

(Regulator) 제어 구조이다. 즉, 목표 슬립률() 제어

를 해 DFO(Driving Force Observer)로부터[11] 구동력

()과 차량 속도( )를 측하고, 이로부터 목표 차륜

속도 (
 )를 제어 한다. 제어기 는 PI제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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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하 다.

Fig. 5. DFO에 의한 차륜 슬립제어 알고리즘

라. 타이어힘 최  분배 알고리즘

  식 (8), (1)  (2)에 의해 정의 된  ,  , 

를 만족하기 한 6개의 타이어에 생성될 종방향 

 횡방향 힘,    는 많은 조합을 가

지므로 다음과 같이 어떤 목  함수를 정의하여 최

화 방법에 의해 구한다.
  Fig. 6의 타이어의 마찰 원(Friction Circle)의 개념에 

기반을 둔 타이어의 부하율(Workload)을 정의 하면 다

음과 같다
[2].



    (14)

Fig. 6. 타이어 마찰원

  즉, 타이의의 노면 마찰력은 노면과의 마찰계수와 

수직하 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의크기에 따라 

타이어의의 종방향 힘과 횡방향의 힘의 벡터 합의 크

기가 제한된다.

   ≤   (15)

  한편, 타이어의 부하율 정의로부터 타이어의 최  

힘 분배의 원리는 부하율의 최소화가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타이어에 작용하는 마찰계수, 

종방향 힘, 횡방향 힘  수직방향 힘을 각각 μi,  , 

 , 라고 할 때, 아래와 같은 소  가  최소자승 

목  함수(Cost Function) J를 정의 할 수 있으며, 이를 

최소화 시키는 각 타이어의 종 방향, 횡 방향 힘을 구

한다
[2].

 


 








 
 

 




 (16)

  한편으로, 각 타이어의 수직하 은 차량의 종가속

도  횡가속도인  , 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7)

  여기서, , , 은 각각 륜, 륜, 후륜의 롤 

강성(Rolling Stiffness), hg는 지면에서부터 차량의 무

게 심까지 높이 이다.
  상기 정의된 목 함수를 이루는 설계변수인 각 타

이어의 힘들은 다음과 같이 3개의 구속조건 만족해야 

한다.

  




   






 

     

     

 (18)

   구속조건을 행렬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9)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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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상기 목  함수를 벡터와 행렬을 이용하여 표

하면 다음과 같다.

    (20)

  이때, 행렬 W는 다음과 같이 된다.

 








  (21)

  본 최 화 문제는 구속조건 식 (19)가 제한 함수

(Constrained Function)가 되는 제한 최 화 문제로서제

한 함수를 목 함수에 편입시킨 Lagrangian 목 함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22)

  여기서, 는 Lagrange Multiplier 이다

  결국, Lagrangian 목 함수를 최소화 하기 한 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2].

 
 (23)

마. 타이어힘 균등 분배 알고리즘

  차량의 각각 좌측륜과 우측륜에 있어서 모든 륜, 
륜, 후륜즉에 동일한 타이어 종방향 힘을 분배하는 

것을 타이어 균등 분배로 정의 한다
[12]. 즉, 다음의 식 

과 같이 된다.

          (24)

  이에 따라, 상기 종방향 힘에 의한 요 모멘트는 식 

(2)로부터 다음과 같이 된다.

 

 


 (25)

  따라서, 균등 분배에 있어서 종방향 힘은 식 (8), 
(25)로부터 다음과 같이 결정 된다.

 

  


 

 

  


 

 (26)

4. 차량 고장 모드에서의 알고리즘

  6WD/6WS 차량은 6개의 인휠구동 모터시스템  6
개의 액티 (Active) 조향시스템으로 총 12개의 액추에

이터로 이루어져 있으나 피격 는 고장에 의해 액추

에이터의 수가 변경 되었을 때, Fig. 4의 통합제어에 

나타낸 바와 같이 Failure Mode Information이 달되

어 타이어의 힘 분배 알고리즘은 목표 차량 운동 성

능을 만족시키기 해 재구성되어 져야 한다. 본 논문

에서는 고장모드를 정의하고 이에 따른 통합제어 알

고리즘의 재구성과 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한다.

가. 6WD/6WS 차량의 고장모드 정의

  각각 6개의 액추에이터에 해서 Table 1에서와 같

이 각각 7개의 고장 모드로 나  수 있기 때문에 다

음과 고장모드 인덱스(Index)를 이용하여 정의 한다.

         (27)

Table 1. 고장 모드의 인덱스

  륜 륜 후륜

0 ok ok ok

1 fail ok ok

2 ok fail ok

3 ok ok fail

4 fail fail ok

5 ok fail fail

6 fail ok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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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각각 인휠 구동시스템의 고장 모드 

 조향 시스템의 고장모드로 고장모드의 경우의 수

는 총 49개가 된다. 한편, 의 고장모드 정의는 좌 

우륜 각각의 고장에 해서는 정의 하지 않는 것이 

된다.

나. 고장모드에서의 통합제어 알고리즘 제안

  고장 모드에 한 통합제어 알고리즘의 재구성에 

해서는 Fig. 7에 제안 한 것 과 같다. 즉, 목표로 

하는 차량 운동을 만족시키기 한 힘과 모멘트에 

하여 고장 모드가 입력되면 고장모드의 인덱스 에는 

계없이, 에 따라 타이어 힘분배 알고리즘은 Active
한 종방향 힘 변수만으로 식 (16)의 목 함수와 식 

(19)의 구속 방정식 재구성 하여 최  설계를 수행 

한다.

Fig. 7. 고장모드에 한 통합제어의 재구성

  최 설계의 결과는 Fig. 7에 나타낸 것과 같이 Active
한 구동력 변수와 모든 횡력에 한 것이 되며, 이때  

고장모드의 인덱스 에 따라 고장난 조향시스템의 조

향각 의 횡력 기여분을 Active한 횡력 변수의 조향각

으로 환 보상 한다.
  를 들어, 고장모드의 인덱스 가 1일 때는 Table 
1로부터 륜 조향시스템의 고장 모드인 경우로, 이때 

고장으로 인한 횡력 보상 값은 식 (4)로부터 다음과 

같이 된다.

    for    (27)

5. 시뮬 이션  결과 분석

  제안된 통합제어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하

여 co-Simulatior를 구성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 하

다. 상 차량은 8톤 의 6WD/6WS 차량으로서 차량 

모델은 TruckSim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

다.

가. co-Simulator의 구성

  제안된 통합제어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해 

Fig. 8과 같이 TruckSim과 Matlab/Simulink 기반의 co- 
Simulator를 개발 하 다.

Fig. 8. co-Simulator based on TruckSim

나. 시뮬 이션  통합제어 효과 분석

  제안된 통합제어는 차량 선회제어, 차륜 슬립 제어

 최 타이어 힘분배 제어를 포함 있기 때문에 이의 

효과는 다양한 주행 조건에서 차량의 한계 선회성능

의 향상과 사용 에 지 최소화로 나타날 것으로 측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최 타이어 힘분배의 에 지 

효과를 검증하기 한 시뮬 이션으로서 Fig. 9와 같은 

주행 Profile에 해 균등타이어 힘분배 방법과 비교하

다.

Fig. 9. 주행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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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 Profile에 해서 Fig. 10에 나타난 것 처럼 최

분배  균등분배가 유사한 주행궤 을 보임으로써 

공정한 비교임을 알 수 있다.

Fig. 10. Vehicle Trajectories

  Fig. 11과 Fig. 12는 각각 균등 분배시  최  분배

시의 각륜의 부하율을 나타내고 있다.

Fig. 11. 균등분배시 각 차륜의 부하율

Fig. 12. 최 분배시 각 차륜의 부하율

  균등 분배시는 각륜의 부하율이 등가화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좌측 후륜이 가장 큰 부하율을 보

이고 있는데, 이것은 선회시 내륜으로 수직하 이 작

아졌음에도 하 분배가 균등하게 된 결과이다. 제안된 

통합제어의 최 분배에서의 각 차륜의 부하율은 평

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들 부하율의 

합인 목 함수를 비교하면 Fig. 13이 되며, 역시 최

분배시의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

Fig. 13. 목 함수,   비교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6WD/6WS 차량에 해 운 자 입력

에 한 목표 차량 운동과 이에 따른 차량 종방향 힘, 
횡력 그리고 모멘트에 하여 최 타이어 분배를 통한 

각 차륜의 종방향 힘과 조향각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하 고, 종방향 힘은 다시 차륜 슬립제어 를 통

해 재설정되는 일련의 통합제어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한편으로 고장모드를 정의하고 고장모드에서의 통

합제어 알고리즘의 재구성과 용에 해서도 논 하

다. 통합제어의 효과는 차량의 한계 운동성능의 향상과 

사용에 지 최소화에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시뮬 이

션을 통하여 에 지 최소화 효과를 악하 다. 향후, 
통합제어의 한계운동성능 향상 효과에 해 다양한 주

행 환경하에서의 시뮬 이션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며, 
고장모드에 해서도 고장 모드 별 주행 가능 한계에 

해 고찰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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