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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n adaptive control algorithm for lateral motion of a UGV (Unmanned Ground Vehicle) using an NN 
(Neural Networks). The lateral motion of the UGV can be corrupted with various uncertainties such as side slip. In order to 
compensate the performance degradation of the UGV under various uncertainties, an NN-based adaptive control is designed by 
utilizing a virtual control concept. Since both the drift and input gain terms are uncertain, the proposed method adapts the whole 
terms related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nominal and real systems. To avoid a singularity problem with the adaptive control, the 
affine property of the UGV dynamic model is utilized and the overall closed-loop stability is analyzed rigorously. Finally, numerical 
simulations using Carsim are performed to 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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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무인차량(UGV: Unmanned Ground Vehicle)의 자율주행

(autonomous navigation)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 DARPA에서 주관하는 Grand/Urban 챌린지 등의 
대회를 통해, 다양한 센서를 활용한 환경 인식(perception)과, 
인식된 환경에 기반한 경로점 생성(path planning), 생성된 경
로점을 추종하는 제어(control)를 모두 통합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 본 논문은 위에서 언급된 자율주행 연구 
중에서 주어진 경로점을 추종하기 위한 제어에 집중된 연구
결과로, 무인차량의 횡방향 운동을 위한 신경망(NN: Neural 
Netw orks) 기반 적응제어기(adaptive controller)를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무인차량의 동역학을 완벽하게 모델링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적절한 근사화와 가정을 통
해 생성하는 차량 모델을 활용하여 제어기를 설계하게 되는
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모델링된 무인차량 동역학 시스
템과 실제 무인차량 간의 차이를 적절하게 보상해주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상은 강인제어 혹은 적응제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신경망을 활용한 적응제어
기법을 활용한다.  
신경망 기반 적응제어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제 시스템
과 모델링 되는 동역학 시스템의 차이, 즉, 시스템의 불확실
성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보상한다는 것이다. 특히 구조가 
있는(structured) 불확실성만을 보상할 수 있는 기존의 적응제
어와는 달리 구조가 없는(unstructured) 불확실성까지 추정할 
수 있는 신경망은 다양한 형태의 모델 오차를 추정 및 보상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한편, 주어진 시스템을 affine 시스템으로 가정할 때, 시스
템의 불확실성은 시스템의 drift 요소뿐만 아니라 입력 이득 
요소(input gain element)에도 존재한다. 따라서 시스템의 drift 
요소에 존재하는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입력 이득요소에 포
함되는 불확실성을 모두 고려한 적응제어기법이 요구된다. 
하지만 입력 이득요소 혹은 입력 이득요소의 오차를 추정하
게 되는 경우 추정된 값의 역이 제어 입력에 포함되므로 추
정값이 0으로 수렴할 때 제어기 특이 문제(controller singularit 
y problem)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무인차량의 횡방향 동역학 모델은 

affine 시스템으로 표현되고, drift와 입력 이득요소에 불확실성
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가상 제어입력(virtual control)과 
affine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 제어입력을 설계하고, 무인차량 
횡방향 모델의 오차 동역학을 유도한다. 나아가 제어기 특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경망 기반 적응제어기법을 설계한
다[4]. 참고문헌 [4]와는 달리 최종 제어입력 설계 시, 모델링 
된 동역학 시스템을 고려하여 신경망이 추정하는 변수들의 
크기가 작아지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갖는다. II 장에서는 무인차
량의 동역학 모델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동역학 시스템에 
존재하는 내부 동역학(internal dynamics)의 안정성을 증명한다. 
III 장에서는 II 장에서 유도된 동역학 모델을 기반으로 신경
망 적응 제어기를 설계하고 전체 폐루프 시스템의 안정성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차량용 비선형 동역학 프로그램인 
Carsim을 활용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결
론을 맺는다. 

 
II. 무인차량의 동역학 모델 

본 장에서는 무인차량의 동역학 모델에 대해 서술한다. 일
반적으로 무인차량의 동역학을 완벽하게 모델링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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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림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bicycle 모
델을 활용하는데,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본 논문에서도 임의의 종방향 제어기로부터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횡방향 제어기를 설
계토록 한다.  
그림 1에 도시된 Bicycle 모델은 식 (1), (2)와 같이 kinematics

와 dynamics로 모델링 되고 표 1에 관련 변수를 정의하였다
[7].  

 
- Kinematics  

  (1) 

- Lateral dynamics 

  (2) 

는 UGV의 속도, 는 관성좌표계에서의 UGV의 위치, 
, , 는 UGV의 슬립각, 요각, 요각속도, 는 조향입력을 나
타낸다.  
본 논문의 최종 목표는 요각을 추종하는 신경망 기반 적응
제어기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요각에 대한 kinematics 
와 dynamics를 활용하게 되며 요각을 관심 출력(interest 
output)으로 선정한다. 관심 출력으로 선정된 요각 와 입력 
와의 관계를 유도하기 위해 요각을 미분하게 되면 두 번의 
미분 수행 후 조향 입력이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요각을 시간에 대해 두 번 미분된 식을 활용하여 제어기
를 설계한다. 하지만 요각을 시간에 대해 두 번 미분한 동역

학 속에는 슬립각 의 움직임을 체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요각 추종 제어기를 설계하기 전에 의 운
동, 즉, 내부 동역학(internal dynamics)의 안정성을 명확히 판
단해 주어야 한다.  
내부 동역학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남게 되는 내
부 동역학식이 제어입력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동역학 식은 제어입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similarity 변
환 행렬을 사용하여 안정성을 체크한다. 이를 위해 상태변수
를 다음과 같이 재정의한다.  

  (3) 

재정의된 변수를 미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동역학 식을 
얻는다.  

  (4) 

여기서 와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5) 

                                             

 
(6) 

은 항상 음수이므로 가 0일 때 내부 동역학은 안정한 
시스템, 즉, 최소위상시스템(minimum phase system)이 된다.  
식 (4)에 정의된 시스템은 모두 알고 있는 상수들로 구성
된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러한 상수들을 정확하게 안다
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역학 식 (4)을 다음과 같은 불
확실한 비선형 시스템으로 가정한다.  

  (7) 

불확실성을 갖는 비선형 시스템 (7)은 을 포함한다. 이것
은 무인차량의 횡방향 동역학이 횡방향 모멘트, 즉, 횡방향 
힘을 기반으로 결정되고, 횡방향 힘은 타이어에 작용하는 수
직 힘으로 인해 발생되며 수직 힘은 무인차량의 자세에 의존
한다는 사실에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다음 장에서 제안하는 제어기의 유도를 위해 
아래의 두 특성이 필요하다.  

 

특성 1: 입력 이득요소 의 부호는 알려져 있으며, 이 

한정되면 부등식조건 을 만족하는 와 

이 존재한다.  
 

특성 2: 과 가 한정되면 을 만족하는 
이 존재한다.  

 

입력 이득요소 는 주어진 조향 입력 에 대해 생성되는 
횡방향 모멘트의 크기를 결정한다. 횡방향 모멘트는 수직력

b d
fx

d

rx V

y

x

y

 
그림 1. 무인차량의 횡방향 운동. 
Fig.  1. Lateral motion for UGV. 

 
표   1. 무인차량의 특성 파라미터. 
Table 1. Parameters of UGV. 

Symbol Description Value 
m  차량중량 2050 ( kg ) 

zzI  요 관성모멘트 3344 ( 2kg m× ) 
,f rx x  앞(뒤)휠과 c.g. 사이 거리 1.43, 1.47 ( m ) 
,f rC C  앞(뒤)휠 코너링 강성 1433 ( / deg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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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존하며, 수직력의 한계는 자세가 한정될 때 한정되므로 
입력 이득요소 의 크기가 제한된다. 그리하여, 과 가 
한정될 때, 의 시간에 대한 미분치도 한정된다. 추가적으
로 에 대한 의 방향은 비례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III. 신경망 기반 적응제어 

본 장에서는 요각을 추종하는 신경망 기반 적응제어기를 
설계하고 전체 폐루프 시스템의 uniformly ultimate boundedness
를 증명한다. 
1. 제어기 설계 

요각 추종 제어기를 설계하기 위해 오차변수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8) 

오차변수 을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9) 

여기서 를 나타내고, 는 가상 제어입력 
(virtual control input)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0) 

여기서 는 양의 상수이다. 가상 제어입력 (10)을 에 대
한 동역학 (9)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폐루프 시스템을 얻
는다. 

  (11) 

오차변수 의 시간 미분은 다음과 같다.  

  (12) 

(12)에서 와 은 공칭모델과 불확실한 요소로 이루어진
다. 일반적으로 적응 제어기를 사용하면 식(12)에 포함된 불
확실한 요소를 제거해 줄 수 있는데, 의 추정과는 달리 
는 추정된 의 역이 제어기에 적용될 때, 무한대가 되는 문
제, 즉 제어기 특이 문제(controller singularity problem)가 발생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참고문헌 [4]에서 제안한 동역학 (12)의 

affine 특징을 활용하여 가 아닌 을 직접 추정하는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식 (12)는 다음과 같이 재정의된다. 

  (13) 

여기서, П 는 다음과 같다.  

 

공칭모델을 기반으로 식 (13)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 

여기서 와 는 실제 시스템과 공칭모델의 차이를 나타
내고 신경망의 전역 근사화 특성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15) 

  (16) 

여기서 과 는 이상적인 가중 파라미터를 의미하며, 
과 는 신경망의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 그리고  과 는 근사화의 잔여오
차 (residual error)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Gaussian Radial 
Basis(RBF) 활성화 함수를 사용한다.  
식 (14), (15), (16)에 기반하여 신경망 기반 적응제어입력은 
다음과 같이 설계한다.  

 (17) 

여기서 는 양의 상수가 되며, 신경망 기반 보상 요소인 
과 는 다음과 같은 적응법칙을 활

용하여 추정된다.  

  (18) 

  (19) 

여기서 , , , 과 은 적응 이득으로서 
양의 상수이다. 
2. 안정성 증명 

제어입력 (17)을 시스템 (14)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폐루
프 오차 동역학을 얻는다. 

 (20) 

여기서, 가중치 파라미터 추정 오차 변수 과 은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오차 동역학 (20)과 적응법칙 (18), (19), 특성 1과 2를 활용
하면 다음의 정리 1을 얻는다. 

 
정리 1: 신경망을 위한 적응법칙 (18)과 (19)을 만족하면 
오차변수 과 , 파라미터 추정 오차 과 는 식 (21)
의 콤팩트 집합에서 uniformly ultimately bound (UUB) 을 만족
한다.  

 

  (21) 
여기서 C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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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증명: 다음과 같은 Lyapunov 후보 함수를 정의한다.  

 (23) 

식 (23)에서 정의된 Lyapunov 후보 함수는 를 포함하고 
있지만 특성 1에서 는 부호가 항상 양수라는 것을 보였
기 때문에 Lyapunov 함수는 항상 양이 된다.  

Lyapunov 함수의 방향 시간 미분(directional time derivative)
는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24) 

여기서 과 는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식 (24)에서 첫 번째 괄호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  

  (25) 

여기서 식 (25)의 괄호 안의 변수를 으로 정의한다.  

 

식 (24)의 마지막 두 요소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  

 (26) 

식 (25)와 (26), 적응법칙 (18), (19)을 활용하면 Lyapunov 함
수의 방향 시간 미분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7) 

을 다음의 조건 식 (28)이 만족되도록 설계한다.  

 (28) 

따라서 Lyapunov 함수의 방향 시간 미분은 식 (29)을 만족한다. 

 (29) 

여기서 와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식 (29)에 의해 오차변수 과 , 파라미터 추정 오차 
과 는 식 (21)의 콤팩트 집합에서 uniformly ultimately 

bound (UUB) 을 만족한다. ■ 
 

IV. 수치 시뮬레이션 
본 장에서는 III 장에서 제안한 신경망 적응제어기법의 타
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차량 동역학 시뮬레이터인 Carsim을 
사용하여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Carsim은 Matlab 
Simulink와 연동이 되는 비선형 차량 동역학 프로그램으로서 
차량의 동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본 논문에서는 Carsim 
프로그램이 탑재하고 있는 모델을 기반으로 시뮬링크 파일
을 작성하였고, III 장에서 제안한 제어기법을 설계하였다.  
적절한 요각 명령을 생성하기 위해 limit cycle을 활용하였
고[8], limit cycle로 수렴되기 위한 요각 명령의 미분값을 만들
기 위해 2차 필터를 설계하였다[6]. Limit cycle은 그림 2에서 
보듯이, (150,150) 지점 위에 반경 50미터의 원의 형태로 생성
된다.  
식 (17)에서 제안한 제어기의 파라미터 값은 다음과 같다.  

 

신경망의 뉴론, 즉 과 의 개수는 각각 10개로 선정하
였고, Gaussian RBF의 중심값은 1로, 평균은 0으로 선정하였
다. 10개의 뉴론 중 마지막 하나는 1로 선정하여 bias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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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무인차량의 이동궤적. 
Fig.  2. Position history of U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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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요각 오차. 
Fig.  3. Heading error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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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어입력. 
Fig.  4. Control input history. 

 

0 20 40 60 80 100 120
0

0.5

1

1.5

2

||w
1|

|

0 20 40 60 80 100 120
0

0.01

0.02

0.03

||w
2|

|

Time(sec)  
그림 5. 신경망의 가중 파라미터 놈(norm). 
Fig.  5. History of norms of weight parameters. 

에 추정되는 형태로 설계하였다.  
그림 2~3는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경망 기반의 적응 제어를 수행하였을 
때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림 4는 제어입력을 나타낸
다. 신경망 기반 적응 제어입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입력을 
필요로 하지만 Carsim의 동역학을 풀 때 내부적으로 포화가 
걸리기 때문에 상태 변수들의 응답이 발산하지 않아 뛰어난 
요각 추종성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그림 5
는 신경망의 가중 파라미터의 놈(norm)을 나타낸다. 요각 추
종 오차가 수렴해감에 따라 가중 파라미터의 놈도 수렴해 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무인차량의 횡방향 제어를 위한 신경망 기
반 적응 제어기법을 제안하였다. 공칭모델 정보를 활용하여 
추정해야 하는 불확실성의 크기를 감소시켰고, 입력 이득요
소를 폐루프 시스템에 직접 포함시켜 입력 이득요소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였다. 비선형 차량동역학 프
로그램 Carsim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제안된 제어기법의 성
능을 검증하였고, 현재 실제 무인 차량에 탑재하기 위한 연
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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