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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무인 자율주행 기반의 수요응답형 순환교통(PRT)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유형 궤도 및 일반적인 도로에서 운용 가능한 PRT 시스템의 적용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유형 궤도가 없이 

일반 도로 상에서 운행되는 무인자동 차량의 경우, 실시간으로 차량의 위치 정보를 계측하는 것은 무인 차량의 자동 

안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위성항법장치(GPS)는 차량의 위치 확인을 위해 상업적으로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하

지만 터널 또는 빌딩 등의 실내 환경에서 적용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자

기표지 기반의 PRT 차량 무인운전 시스템의 구성장치와 제어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차량의 주행제어 모델을 제

시하였다. 또한 차량의 주행중 실시간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검출센서를 제시하였고 차량의 무인운전에 

필요한 지령을 생성하기 위한 제어SW와 이를 통한 제어시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수요응답형 순환교통시스템, 무인운전 차량, 자기표지, 자동항법, 자기검출센서

Abstract  Recently, the demand for a PRT(Personal Rapid Transit) system based on autonomous navigation is 

increasing. Accordingly, the applicability investigations of the PRT system on rail tracks or roadways have been 

widely studied. In the case of unmanned vehicle operations without physical guideways on roadways, to 

monitor the position of the vehicle in real time is very important for stable, robust and reliable guidance of an 

autonomous vehicle. The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has been commercially used for vehicle positioning. 

However, it cannot be applied in environments as tunnels or interiors of buildings. The PRT navigation system 

based on magnetic markers reference sensing that can overcome these environmental restrictions and the vehicle 

dynamics model for its H/W configuration are presented in this study. In addition, the design of a control S/W 

dedicated for unmanned operation of a PRT vehicle and its prototype implementation for experimental 

validation on a pilot network were successfully achieved. 

Key Words : Personal Rapid Transit(PRT), Unmanned Vehicle, Magnetic Markers, Autonomous Navigation, 

Magnetic Sensing Ruler(M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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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수요응답형 순환교통(PRT: Personal Rapid Transit) 

시스템은 네트워크 형태로 설계된 지정된 구획이나 주행

로 내에서 4~6인의 승객을 원하는 목 지까지 무정차로 

무인 운행하는 신교통시스템이다[1]. 승객은 지정된 승강

장에서 지정단말기를 이용하여 요구목 지를 선택하며, 

차량은 무인운 을 통하여 목 지까지 승객을 이송한다. 

PRT 차량의 자율주행을 해서는 운행하는 노선상에서

의 차량 자신의 치정보가 필요하다. 차량은 자신의 

재 치를 기 으로 목 지를 향하는 목표 기 경로를 

추종해 나가게 된다. 일반 으로 차량의 치측정

(Absolute position determination)을 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2,3], 이 

경우 터 이나 고층 빌딩 사이에서 치신호의 손실 등 

때문에 이것만 으로는 신뢰성 있고 안정 인 정보를 수

신할 수 없다. 한, 카메라나 이  스캐 (Laser 

scanner)와 같이 상 치 측(Relative position estimation) 

방법[3,4,5]에 의한 자율주행은 사용되는 장치들이 고가

이며 알고리즘 구 이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지정된 노

선에서 운 되는 차량에 활용되기에는 비효율 이다. 만

약 무인으로 운행되지만 주행 경로가 확정된 교통수단 

즉 PRT 시스템 같은 경우에 자석표지방식의 치 검지 

시스템은 좋은 안이 될 수 있다.

자석검지방식의 치 검지 시스템은 카메라와 같은 

비젼방식[8,9,10]이나 GPS를 활용하는 방식[11,12,13,14]

에 비하여 기온이나 기후  주변 환경에 거의 향을 받

지 않는 방식이다. 비젼방식의 경우 밤과 낮, 실내 는 

폭우, 의 기상 조건에 따라 사용상의 제약이 따르고 

GPS의 경우 성의 검지가 거나 약한 지역 등에서 사

용이 불가하다. 반면에 자석검지방식은 이런 조건에서의 

향을 가장 덜 받는 시스템으로 공장 물류운송에서는 

오래 부터 사용 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

비의 마스다르시(Masdar city)에서 시범 으로 운 되고 

있는 2getthere[6] 시스템은 자석검지방식을 용하여 

PRT 시스템을 운 하는 좋은 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

원에서도 도로에 매설한 자석표지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

주행시스템이 용된 한국형 PRT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

다[7]. 이와 련하여 실제 체 시스템을 제작하는 시제

품 형태의 PRT 차량을 개발하기 에 시험차량(즉, 골  

카트 개조차량)을 활용하여 무인주행 PRT 차량의 개념 

구  가능성  사용자 요구사항을 기술 으로 평가할 

목 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

석검지장치를 기반으로 하는 PRT 차량의 주행제어시스

템을 개발하기 한 시스템 설계, 하드웨어 제작  연구

원 내 시범노선에서의 시험을 통한 기능 구  가능성에 

해서 다룬다.

2. PRT 차량의 무인운전시스템

2.1 무인자율 주행 장치 및 주행제어 모델

자기표지기반 PRT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도로에 

매설한 자석을 차량에 장착한 자석검지센서를 이용하여 

검출하여 차량의 치를 측정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차

량에는 [Fig. 2]와 같이 차량의 상태를 측정하기 한 각

종 센서들이 장착된다. 차량의 각 바퀴에는 회 수를 측

정하는 휠엔코더가 장착되고 차량의 륜부 조향각을 측

정하기 해 조향 심축에 조향각센서가 장착된다. 한 

차량의 주행  회 각속도를 측정하기 한 자이로 센서

가 장착된다. 이들 센서값들은 제어컴퓨터에서 요청하는 

주기(10ms)마다 송되고 제어컴퓨터는 취합된 이들 차

량 상태 측정정보와 자석검지신호를 융합하여 차량의 실

시간 치와 방 를 계산한다. 차량의 치와 방 가 결

정되면 설계된 기 경로와의 오차를 계산하여 차량이 주

행 경로를 유지하고 추종하는 데 필요한 조향각(θ)과 목

지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속도지령을 실시간으로 계

산한다.

[Fig. 1] A schematic of an automatic navigation 

system based on magnetic markers 

reference 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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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st vehicle hardware configuration

네트워크로 구성된 노선상에서의 차량의 주행 경로는 

미리 설계되며 기 경로에 따른 자석의  치 데이

터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다. 여기에는 차량 한계속도, 

경유  자료  정거장 치 정보 등이 추가로 기록된다. 

따라서 주행  차량의 치를 알고 목 지가 주어지면 

차량의 주행 경로와 일치하도록 조향제어가 수행되며, 

주행  승차감을 고려하여 출발  정차, 곡선부 이동 

시 감속  주행속도가 제어되도록 설계된다.

차량의 치정보는  제어주기에 필요하나 치보정

정보는 자석표지를 검지하는 치와 순간에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제어주기에서 치정보를 활용하기 

한 차량의 모델정보가 이용되고 이를 이용하여 자석표지

가 없는 구간에서의 치정보를 추정해 나간다. 실제로 

PRT 차량은 4륜 차량이지만, 주행제어 모델은 차량의 

심축을 기 으로 2륜 차량 모델인 자 거 모델(Bicycle 

model)로 단순화하여 개발된다. 한, 바퀴와 노면 사이

에는 미끄러짐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Fig. 3]은 기구

학  모델(Kinematic model)에 따른 PRT 차량의 움직임

을 보여 다.

[Fig. 3] Vehicle dynamics model for Steering control

차량의 ·후륜 두 축이 조향 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회 심  를 기 으로 [Fig. 3]에서 선을 따라 차

량이 움직일 때 차량 무게 심()의 운동은 아래 (eq. 1)

과 같이 표 된다.

    

  




  

           (eq. 1)

여기서,

  

  
 
 

   

는 차량의 무게 심()의 치좌표, 는 

에서의 차량의 속도성분, 는 차체의  주행 방 , 

는  의 속도벡터에 한 차체의 슬립각, 와 은 

륜과 후륜의 조향각, 는  에서 륜 축 심()까지

의 거리, 은  에서 후륜 축 심()까지의 거리를 

각각 나타낸다.

(eq. 1)에 정리된 PRT 차량의 조향제어 모델을 보다 

단순화하기 하여 륜 차량(Front-wheel-drive 

vehicle) 모델로 가정하 다. 이를 해 후륜 축 조향을 

고정( )하고 좌표 심을 후륜 심축()으로 정하

면 아래의 (eq. 2)와 같이 간략하게 표 된다.

  

  






            (eq. 2)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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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활용한 시뮬 이션  실제 차량 제어기 구

성 등에 활용하기 해 (eq. 2)의 연속계 지배방정식

(Continuous governing equations)은 아래와 같이 이산

계 지배방정식(Discretized governing equations)으로 변

환되어 용된다.

  

  

  




       (eq. 3)

여기서, 는 샘 링 시간(Sampling time)을 나타낸다. 

실제 주행제어시스템을 하드웨어 으로 구성하기 에 

에서 언 된 기구학  모델이 잘 설계되었는지를 확인

하기 하여 Matlab을 활용하여 [Fig. 4]와 같이 S자형의 

노선에 해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일정 속도조건

에서 차량의 조향각을 변경하면서 차량의 주행상태와 궤

을 확인하 다. 본 시뮬 이션을 통해서 차량의 곡선

주행 시 도로 유공간을 확인할 수 있고 자석의 검지 상

황을 확인할 수 있다.

20 25 30 35 4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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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Fig. 4] Simul]ation results for magnetic 

markers-based navigation control by 

kinematic model of the PRT vehicle

2.2 자기검출센서

자기검출센서(MSR: Magnetic Sensing Ruler)는 도로

에 매설된 자석표지를 인식하기 해 [Fig. 2]와 같이 차

량의 바퀴 축과 평행하게 설치된다. 센서장치 내부에는 

자기신호를 검출할 수 있는 다수의 센서가 길이 방향으

로 [Fig. 5]와 같이 나열된다. 주행  자기검출센서가 자

석표지 를 지날 때 각 센서에서 검출된 자기신호의 크

기가 수집되어 신호처리장치로 송되며, 일정한 시간 

단 로 수집되는 자계신호(VMF: Vertical Magnetic 

Field)의 배열(Array)에서 최  (Peak point)을 감지하

여 자석의 치를 확인한다.

[Fig. 5] Schematic of the detection principle for 

magnetic markers and Vertical Magnetic 

Field(VMF)

자석검지센서는 차량 폭의 변경 등에 유연하게 응

하기 해 30cm 단 의 1 모듈([Fig. 6(a)] 참조)을 기본

으로 설계된다. 1개 모듈에는 지자기 센서가 5cm 간격으

로 7개가 설치된다. 지자기 센서는 AichSteel사의 

AMI302 센서(3축 모델)를 사용하 다. PRT 시험차량용 

자석검지센서는 [Fig. 6(b)]와 같이 3개 모듈이 1set으로 

구성된다. 21개의 자석 센서의 값을 취합하여 RS-232통

신을 이용 통합 보드로 송하게 된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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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 6] The magnetic sensing module: (a) Unit 

module, (b) MSR(with 3 unit modules) 

module mounted on the vehicle, (c) 

Signal processing chart for autonomous 

guidance control

시험차량의 무인 자동주행 시험을 해 차량 상에 

Notebook PC를 용하 다. [Fig. 6(c)]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자동운 제어 PC(즉, Vehicle host computer)는 

센서정보를 수집하고 주행제어장치에 명령을 내리는 통

합 보드와 연결된다. 통합 보드는 차량에 장착된 각 센서

정보를 취합하여 상  PC에 달하고 상  PC에서 계산

된 제어량을 받아 각 제어장치(조향장치, 추진모터 드라

이버)에 지령을 달한다.

2.3 자동운전시스템 S/W

자동운 제어 컴퓨터에 설치된 운 소 트웨어는 수

집된 센서 정보를 이용하여 차량의 재 치를 계산하

고 차량의 다음 움직임을 측하는 데 활용된다. 특히, 자

동운 시스템 S/W는 재 차량의 치를 기 으로 목표

치와 목표속도에 따르는 제어 조작량을 계산한다. 이

게 계산된 제어신호는 각 하부의 조향제어 장치, 추진 

제어장치에 송된다. 한, 제어 컴퓨터는 기에 목

지와 기 치를 설정함으로써 출발을 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Matlab 로그램을 이용하여 주행제어알고리즘에 개

발과 시뮬 이션이 수행되었고 실제 차량에 탑제하여 차

량을 제어하기 해서 노트북PC환경에서 제어할 수 있

도록 VC++ 로그램으로 코드가 작성되었다. [Fig. 7]은 

자동운 제어 컴퓨터에 설치된 운 소 트웨어를 나타

내며, 본 소 트웨어를 통해서 차량의 주행 상태  주행 

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 Screen shot of main control software 

executed in on-board computer

3. PRT 차량의 자동주행제어 시험

3.1 자석표지 및 매설

도로에는 길이 30mm, 직경 15mm의 구자석이 1∼

3m 간격으로 매설된다. 일반 으로 직선구간은 3m, 곡선

구간은 1m 간격으로 매설되었으며, 치 기화를 한 

2개소 지 은 직선구간이지만 1m의 간격으로 매설되었

다. 매설작업 후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각 자석의 치(x, 

y)가 측정되고 자료화된다. 이 데이터는 기 경로 데이터

베이스 설계 시 차량의 치추정을 한  좌표로 사

용된다. [Fig. 8]은 시험선에 설치된 자석 마커(Magnetic 

markers)의 배치도를 나타낸다. 연구원 내 조성된 시험

선의 최  연장 길이는 략 650m이며, 자석 마커는 총 

313개가 매립 시공되었다.

[Fig. 8] Magnetic markers positioning map for 

autonomous navig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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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기신호의 측정

[Fig. 6(b)]과 같이 차량에 장착된 자석검출센서는 자

석표지 를 지나면서 검출시간마다 각 센서의 자기 세

기정보를 수집한다. [Fig. 9]는 자석표지를 지날 때 각 지

자기 센서로부터 측정된 자기신호 크기를 나타낸다. 자

석의 심에서 신호의 세기가 최 이며, 자석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작은 세기의 신호가 분포하 다. 차량 제어

장치는 매시간 계측된 자기신호를 분석하여 자계신호가 

최 인 에서의 자석검출 센서 상의 치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량의 치 계산에 사용한다.

[Fig. 9] Measurement of the magnetic field

3.3 무인자율주행 시험

승객이 목 지를 지정하면 차량제어 컴퓨터는 재 

정차 치에서 목 지에 이르는 최단거리의 경유 을 추

출하고 이 경로에 한 상세경로자료를 생성한다. 제어

컴퓨터는 지정된 목표속도에 따라 차량기 속도를 조

하기 해 속도 지령을 동모터 속도제어기에 송한다. 

차량은 진행  자석 검지를 통하여 자신의 치를 실시

간으로 측정하며 측정 치와 기 경로와의 오차가 최소

화되도록 경로안내제어를 수행한다. 속도는 곡선 부의 

곡률(허용 최소 곡선반경: 6m)에 따라 가감되며 목 지

까지 차량 속도제어가 수행된다. [Fig. 10(a)]은 시험차량

이 자석 검지를 통하여 치를 계산하고 이를 통하여 주

행제어를 수행한 시험결과로부터 얻은 치 정보이다. 

PRT 시험 차량이 미리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설정된 

기 경로를 잘 추종하고 있음을 보여 다. 한, 정거장

에서의 정차 시에도 최  허용 오차 범 인 ±10cm 이내

에서 정  정차가 이루어짐을 확인([Fig. 10(b)] 참조)하

다.

(a)

(b)

[Fig. 10] Vehicle navigation control test on the 

test road: (a) Experimental results of 

navigation control based on magnetic 

markers reference sensing, (b) 

Precision-stop control test

4.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기표지를 기반으로 하는 PRT 차량

의 자동주행제어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기능을 

구 하기 한 시스템의 설계, H/W와 S/W의 구성  시

험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해 기술하 다. 주요 

결론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우선 이론 으로 자기표지 기반의 PRT 차량의 무

인자동 운  개념 설계와 제어기 설계를 한 기

구학 설계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2) 자석 검지센서(MSR)  주행제어시스템 제작  

시험평가를 한 일련의 과정을 성공 으로 수행

함으로써 실제 설계·제작하고 있는 PRT 차량 시

스템에의 용 가능성을 확인하 다.

(3) 최소곡선반경(즉, 6m)에서의 안정 인 운   정

거장에서의 정  정차(즉, ±10cm 이내 오차)를 통

해서 차량제어가 목표성능에 충족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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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본 논문의 결과를 활용하여 설계를 보완한 후 실

제 제작하고 있는 시제품에 용하여 활용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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