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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NN (Neural Networks)-based adaptive control method for a 6X6 skid-type UGV (Unmanned 
Ground Vehicle) with 6 in-wheel motors. The UGV experiences lots of uncertainties and, thus, the control performance can 
degrade significantly without a compensation of the unknown terms. To improve the control performance of the UGV, the NN 
is utilized to design the adaptive controller. Then, the designed overall force and moment are optimally distributed into 6 
traction forces with the assumption that six vertical forces of the UGV are known exactly, because the six traction forces are 
original source to be excited to the UGV to move. Finally, numerical simulations with the TruckSim model are performed to 
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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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에 군사용 무인차량 분야의 연구가 국내외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야지에서 운용되어야 하는 특성 때

문에 대부분의 군사용 무인차량은 스키드 조향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1,2]. 이는 스키드 조향방식이 야지 및 험지를

주행할 때 주행방향을 신속히 바꿀 수 있고, 조향 반경이

작아 좁은 공간에서도 선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

이다. 그리하여 감시정찰 및 타격, 폭발물 탐지/제거 등 야

지에서 운용되는 무인차량이 임무를 수행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키드형 무인차량의 자율주행을

위한 신경망(NN: Neural Network) 기반 적응제어(adaptive 
control) 기법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무인차량의 제어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무

인차량의 동역학이 모델링되어야 한다. 하지만, 무인차량의

동역학을 정확하게 모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제어기법들이 개발되어 왔다. 참고문헌 [1]
에서는 실제시스템과 동역학 모델간의 오차를 제거하기 위

해 sliding mode 제어기를 사용하였고, 참고 문헌 [3]에서는

예측필터(prediction filter)와 안전필터(saftety filter)를 활용한

PID제어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참고문헌[4]에서는 fuzzy 
logic을 활용한 제어기법을 제시하였고, 참고문헌[5]에서는

optimal finite preview 제어기법을 활용한 경로추종제어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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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무인차량과 동역학 모

델과의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신경망을 활용한 적응제어기

법을 제안한다. 
신경망 기반 적응제어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모델링된

시스템과 실제 시스템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보상할 수 있

다는 것이다[6-10]. 더욱이, 그러한 시스템의 차이가 구조가

없는 불확실한 요소(unstructured uncertainty)라 하더라도 효

과적으로 추정 및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경망 자체가

잔여오차(residual error) 안에서 어떤 함수를 근사화 시키는

형태로 유도되었기 때문에 전체 폐루프 시스템의 안정성은

UUB (Uniformly Ultimate Boundedness)로 한정된다는 단점

을 갖는다. 또한 신경망의 형태를 3층(three layered NN)로
설계하게 되면 가중 파라미터 오차변수를 정의 할 때 새롭

게 제거해야할 잔여오차들이 생성된다[9]. 이에 본 논문에

서는 참고문헌 [10]에서 제안한 방법을 활용하여 신경망요

소의 적용 후 남게 되는 모든 오차를 추정하는 알고리듬을

추가한다. 그리하여 제안된 제어기법은 차량모델의 불확실

요소 뿐만 아니라 불확실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투입되는

신경망 요소로 인해 남게 되는 잔여오차를 효과적으로 제

거할 수 있다. 
한편, 무인차량을 위해 결정되는 전체 힘과 모멘트는 결

국 타이어의 구동력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인

차량의 수직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결정된 힘과

모멘트를 각 타이어에 필요한 구동력으로 변환하는 알고리

듬을 제안한다[13].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갖는다. II 장에서는 무인

차량의 동역학 모델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전체 속도를

추종하기 위한 형태로 새롭게 유도한다. III 장에서는 II 장
에서 유도된 동역학을 기반으로 신경망 기반 적응제어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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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무인차량모델.
Fig. 1. Model of unmanned ground vehicle.

을 설계한다. IV 장에서는 결정된 전체 힘과 모멘트를 분배

하는 알고리듬에 대해 설명한다. V 장에서는 제안된 속도

및 요각 추종 제어알고리듬을 차량 동역학 해석프로그램인

TruckSim에 적용하여 제안된 알고리듬의 타당성을 검증된

다. 마지막으로 VI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동역학 모델

무인차량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비선형 요소로 구성

된 동역학으로 모델링된다. 이러한 비선형 모델을 완벽하게

모델링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델링이 가능하

더라도 그러한 비선형 모델을 활용하여 제어기를 설계한다

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동체좌표계의 x, y축과 yaw 운
동으로 구성된 3자유도 모델을 활용하여 제어기를 설계하

는 것이 일반적이며 생략된 다양한 비선형 요소는 불확실

요소로 가정한다. 본 논문에서 고려한 3자유도 모델은 다음

과 같다(그림 1 참고).

(1)

여기서  은 무인차량의 질량 및 z축 관성모멘트, 

 는 동체좌표계상의 x, y축 속도,  은 요각 및 요

각속도,   는 x, z방향 불확실 요소,     는 x, 

y방향 힘, 요 모멘트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여기서 는 차량의 축거(wheelbase)를 의미한다. 동역학

(1)에서 무인차량에 인가할 수 있는 힘은 각 타이어에 걸리

는 이므로, 로 구성된 와 는 제어입력변수가

된다. 더불어, 종방향 및 요방향 운동이 제어입력   

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   가

포함되었다. y축의 경우 y축으로 발생되는 힘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는 불확실한 요소로 정의한다. 

동역학 (1)은 동체좌표계의 x, y방향 속도 성분의 동역학

식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실제적인 관점에서 동체좌표계에

서의 y방향 속도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는 동체좌표계의 x, y방향 속도를 합한 전체 속도 를 정

의하고 와 를 제어하는 제어기를 설계하고자 한다. 전
체 속도 를 활용하면 동역학 (1)은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은 와 의 합속도(   )이다. 본

논문에서는 불확실성 과 를 제거하기 위해 신경망을

활용한다. 따라서 불확실성 과 를 3겹으로 구성된 신

경망으로 가정한다. 

(4)

여기서 과 , , 는 이상적인 가중 파라미터를 의

미하며, ⋅과 ⋅는 신경망의 활성화 함수

(activation function), 그리고  , 는 잔여오차

(residual error)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sigmoid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활용한다. 

(5)

식 (2)에서 보듯이, 각 바퀴에 작용시킬 수 있는  의

총합이 제어입력 가 되며, 제어입력 는  와 wheel 

base의 1/2인 의 곱으로 구성된다. 말하자면, 동역학

모델 (3)을 통해 설계되는 제어입력   는 실제 타이

어 적용할 수 있는 힘  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6)

여기서 와 는 다음과 같다. 

즉, 제어입력 와 는 식 (6)를 통해 로 변환되어 무

인차량을 구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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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신경망 기반 적응제어

본장에서는 앞장에서 유도한 동역학 모델 (3)을 활용하

여 속도 및 요각 추종을 위한 신경망 기반 적응제어기를

설계하고 전체 폐루프 시스템이 UUB (Uniformly Ultimate 
Boundedness)가 됨을 증명한다. 
1. 제어기 설계

속도 추종 제어기를 설계하기 위해 오차변수 를 다음

과 같이 정의한다. 

(7)

여기서 는 속도 명령이다. 오차변수 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8)

요각 추종 제어기를 설계하기 위해 오차변수  
를 다

음과 같이 정의한다. 

(9)

여기서 는 요각 명령을 의미한다. 오차변수  
을 시간

에 대해 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10)

여기서  
   를 나타내고, 는 가상 제어입력

(virtual control input)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1)

여기서  
는 양의 상수이다. 가상 제어입력 (11)을  

에

대한 동역학 (10)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폐루프 시스템을

얻는다. 

(12)

오차변수  
의 시간 미분은 다음과 같다. 

(13)

오차 시스템 (8)과 (13)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신경망

기반 적응제어기를 설계한다. 

(14)

와  
는 양의 정수를 의미하고,  ,  , ,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는 설계변수이며, , ,   ,   ,  
  은 다음의 적응법칙을 기반으로 추정된다. 

 

(15)
, ,  ,  , 은 양의 정수를 의미하고

deadzoned 오차  ,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6)

식 (16)에서 정의한 deadzoned 오차는 안정성 증명에 활

용하며  
에 대한 deadzoned 오차  

을 다음과 같이 정

의한다.

(17)

2. 안정성 증명

제안한 제어입력 (14)을 오차 시스템 (8)과 (13)에 적용하

면, 다음과 같은 폐루프 시스템을 얻는다. 

(20)

위 폐루프 시스템의 



와 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와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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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는 다음과 같이 한정된다. 

(21)

폐루프 시스템 (20)와 앞 절에서 유도된 내용들은 활용

하면 다음의 정리 1을 얻는다. 

정리 1: 제어입력 (14)는 적응법칙 (16), (17)을 만족하며

제어 이득  , 가 각각 1과 1/2보다 클 때, 오차변수 , 

 , 의 uniformly ultimate boundedness를 보장한다. 더불

어, 시간이 무한대로 갈 때, ,  , 의 크기가 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UUB의 크기는 설계변수  에 의해 조

절 가능하다. 

증명: 우선,   가 보다 작은 경우를 고

려하면, deadzoned 오차  ,  
,  

는 0이 된다. 

가 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을 만족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위의 관계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deadzoned 오차의 폐

루프 시스템을 얻을 수 있다. 

(22)
다음과 같은 Lyapunov 후보함수를 고려하자. 

(23)

여기서

적응법칙 (16), (17)과 식 (21), 폐루프 시스템 (22)을 활

용하면 Lyapunov 후보함수 (23)의 시간에 대한 방향 도함수

는 다음과 같이 한정된다. 

   

  

여기서 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 

보다 큰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보다 작아지게

되면,  ,  
,  

는 0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감소하지

못하고 안에 머물게 된다. ■

IV. 최적 타이어 힘 분배

앞장에서 설계한 제어입력 (14)는 주어진 속도 및 요각

명령을 추종하기 위해 무인차량에 인가해야 하는 전체 힘

과 모멘트를 나타낸다. 따라서 각 타이어에 인가해야 하는

힘으로의 분배가 필요하다. 
타이어 힘 분배를 위해 식 (6)을 구속조건으로 갖는 다

음과 같은 비용함수를 고려한다[13].

(24)

여기서  는 다음과 같다. 

는 각 타이어에 작용하는 수직력을 의미하며, 본 연

구에서는 측정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라그랑지안 승수를 이용하여 식 (6)을 비용함수에 포함

하고 최적 조건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최적해를 얻는다. 

(25)

무인차량에 작용하는 수직력은 무인차량의 자세나 무인

차량이 놓인 지형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행렬이 특이행렬(singular matrix)임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

서,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활용하여 행렬이 특이

행렬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음과 같은 형태

의 해를 얻을 수 있다. 

(26)

여기서  ,  ,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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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기 정의된 보다 작은 것을 0으로 놓음으로써, 

의 역행렬이 특이행렬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V. 수치 시뮬레이션

본 장에서는 III장에서 제안한 신경망 기반 적응제어기법

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축 차량 동역학 시뮬레이터

인 TruckSim을 활용하여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더
불어 제안된 기법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비례미분제어

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TruckSim은 Matlab Simulink와 연동되는 비선형 차량 동

역학 해석 프로그램으로서 차량의 동특성을 정확하게 반영

하며, 다양한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TruckSim 프로그램이 탑재하고 있는 모델을 기반으

로 시뮬링크 파일을 생성하였고, 활용한 모델의 총 질량은

 , 회전관성모멘트 는 ·이며 타이어의

지름은 약 이다.
제어목표인 속도 및 요각 추종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속도 명령과 limit cycle 기법[14]을 활용한 요각 명

령을 생성하였다. 부드러운 속도와 요각 명령, 그리고 그들

의 미분값을 획득하기 위해 각각 1차 필터와 2차 필터를

설계하였다. 벡터필드의 중심은 (100,100)(m)으로 선정하였

고, 무인차량은 (0,0)에서 출발하여 반지름 30(m)인 원으로

수렴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제어기 (14)의 파라미터 값은 다음

과 같다. 

신경망의 가중 파라미터 벡터 는 × 벡터로 선정

하였고, 가중 파라미터 행렬 는 ×  행렬로 선정하였

다. 각 파라미터의 마지막 하나는 1로 선정하여 bias도 동

시에 추정하는 형태로 설계하였다. 
그림 2는 무인차량의 속도 및 요각 추종 오차를 보여주

며, 그림 3은 무인차량의 이동궤적을 나타낸다. 결과에서

그림 2. 속도및요각추종오차.
Fig. 2. Tracking error of velocity and heading angle.

 

그림 3. 무인차량의이동궤적.
Fig. 3. Trajectory of unmanned ground vehicle.

그림 4. 타이어구동력.
Fig. 4. Traction forces of t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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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듯이, 제안된 신경망 기반의 적응 제어기법은

비례미분제어기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와 5는 각 타이어에 가진되는 구동 명령을 보여준다. 주어

진 속도 및 요각 명령의 추종성능 향상을 위해 제안된 제

어기법의 구동 명령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키드형 무인차량의 자율주행을 위한 신

경망 기반 적응제어기법을 제안하였다. 무인차량의 전체속

도와 요각 추종 제어기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동역학을 모델

링하였고, 모델링 시 발생하게 되는 불확실성을 보상하기

위한 신경망 기반 적응제어기법을 설계하였다. 신경망 요소

의 잔여 추정 오차를 제거하기 위한 적응 요소를 추가하였

고, deadzoned 오차를 활용하여 안정성 증명 시 고려되는

모든 오차의 UUB가 아닌, 속도 및 요각 추종 오차만의

UUB를 얻을 수 있었다. 차량동역학 해석 프로그램 TruckSi 
m을 활용하여 제안한 제어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향
후 제안된 기법을 활용하여 실제 무인차량을 제어하는 실

험을 수행하고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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