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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자동차의 역사와 함께 자동차 현가 장치의 성능 향상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현가 장치의 가장 중요.

한 기능은 차량의 승차감 향상이며 차량의 주행 안정성 확

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 할 수 있다 승차감.

향상을 위해서는 노면으로부터 들어오는 불규칙적인 입력

이 승객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최대한 진동을 차단(vibration

해야 하며 주행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동 또isolation) ,

는 코너링시 차량이 전복되지 않고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

도록 적절한 전후좌우 힘의 배분이 필요하다 이 두 기능들.

사이에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 의 필요성도 대두되기도 한다 승차감(trade-off) .

향상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 중요,

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제안한. D. Karnopp

이론이 가장 널리 응용되고 있으며 이 이론을sky-hook [1],

바탕으로 수많은 능동형 현가 장치(active suspension system)

와 반능동형 현가 장치 에 관(semi-active suspension system)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응답성이 빠른 댐핑[2,3]. ,

력을 얻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유체ER (elec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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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체 를 이rheological fluid) MR (magneto-rheological fluid)

용한 댐퍼에 관한 연구 개발도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밖에도 진동 제어와 관련된 많은 이론들이 자동차[4,5].

용 현가 장치의 승차감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가 장치의 기능 중[6,7].

차량의 주행 안정성 향상 측면보다는 승차감 향상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외란 관측기 기(DOB: Disturbance Observer)

반 제어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을 하고자 한다.

차량 현가 장치에 인가되는 외란을 억제하기 위하여1/4

최적 제어 가변 구조 제어, , ∞ 제어, 
∞ 제어, LMI

피드백 선형화 제어 등과 같은(Linear Matrix Inequality),

다양한 제어 알고리즘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시스템[8-13],

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원하는 성능을 만족하는 제어 시

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

하여 외란 억제에 효과적인 외란 관측기 알고리즘을 이용,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실제 플랜트는 곱셈형 불[14,15].

확실성 모델로 표현되고 단위 궤환 제어 시스템의 강인 성

능을 보장하는 궤환 제어기는 제어 설계 도구를 이용해서

설계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먼저 일반적인 궤환 제어 시스.

템에서 잘 알려진 강인 성능 조건을 사용하여 외란 관측기

가 포함된 궤환 제어 시스템의 강인 안정 조건을 제안하고

단위 궤환 제어 시스템 설계 시 사용한 성능 가중치 함수

와 불확실성 가중치 함수를 이용하여 전체 제어 시스템을

강인 안정시키는 외란 관측기를 설계한다 이상의 결과들로.

부터 외란 억제 능력을 향상시키고 강인 안정 조건을 만족,

차량 현가 장치의 강인 안정성을 보장하는1/4

외란관측기 기반의 제어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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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외란 관측기의 설계 규칙을 제안한다 이를 기반.

으로 설계된 외란 관측기를 다양한 노면 환경과 실제 도로

노면 환경과 유사하게 모델링된 파워 스펙트럼 밀도(power

기반의 도로 노면 환경에 적용한 시spectral density, PSD)

뮬레이션을 수행한 후 단위 궤환 제어 시스템의 시뮬레이,

션 결과와 비교한다.

본 논문의 전체 구성은 장에서 차량에 대한 모델링II 1/4

을 완성하고 장에서 외란 관측기 기반 제어 시스템의 강, III

인 안정 조건을 고찰한 후에 차량 모델의 진동 절연, 1/4

제어를 위한 설계 기법을 소개한다 장에서는 제안한 기. IV

법이 이론적으로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입력

조건에 따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후 장에서 결, V

론을 제시한다.

차량 모델링II. 1/4

본 논문에서 제어 대상으로 하는 자유도의 차량1 1/4

현가 장치는 그림 과 같다 이 모델에서 스프링상 질량1 . ,

은(sprung mass)  현가 스프링 강도 는, (suspension stiffness)

 댐핑 계수 는, (damping coefficient) 로 각각 표현된다 각.

매개변수들의 값은 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며 표[16,17] , 1

과 같다.

노면으로부터 입력이 상방향으로 주어지는 경우 뉴턴,

제 법칙에 의해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2 , .

 
 



  


(1)

여기서, 는 스프링상 질량의 변위, 는 노면으로부터 타

이어에 들어오는 입력 변위이고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타이어 모델은 고려하지 않았다 식 을 라플라스 변환하. (1)

면 차량 현가 장치의 공칭 전달 함수는 식 와 같다, 1/4 (2) .


 











(2)

식 에 곱셈형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실제 플랜트(2) ,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

여기서 는 
∞ ≦을 만족하는 알 수 없는 안정적

인 함수이고, 
는 알려진 안정한 불확실성 가중치 함

수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4)

외란 관측기 기반 제어 시스템의 강인 안정 조건III.

외란 관측기를 포함한 궤환 제어 시스템의 강인 안정성

을 논하기 전에 그림 와 같은 단위 궤환 제어 시스템의, 2

강인 성능 조건을 먼저 소개한다 여기서. 는 외란,

는 출력, 는 추종 오차, 는 궤환 제어 시스템

을 안정시키고 강인 성능을 보장하는 궤환 제어기다.

보조 정리 1 [18]: 그림 의 궤환 제어 시스템을 고려할1

때 강인 성능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
  (5)

이다 여기서. 
는 알려진 안정한 성능 가중치 함수로

가정하고, 
  

는 공칭 감도 함수

이고 
  

는 공칭 상보 감도 함수이다. 본

논문에서 노면 프로파일의 파워 스펙트럼 밀도의 주파수

영역이 이하라고 가정하여 식 과 같은2cycle/m (6) 


을 사용한다.


 



(6)


와 

가 식 와 식 으로 주어졌을 때(4) (6) ,

의 를 이용하여 제어기MATLAB Robust Control Toolbox [19]

를 구하면 식 과 같이 구해진다, (7) .

 





(7)

여기서 과 는 각각 이고100, 42.06 ,     ⋯ 는

3.27× 이다, 50, 27.78, 17.04, 1.5 . 
 

은 그

림 과 같고3 , 는 로 식 의 부등식을 만족한다0.9692 , (5) .

따라서 는 강인 성능을 보장한다.

강인 제어에서 제어 시스템의 성능은 기준 입력이 분포

하는 주파수 대역에서의 
의 이득을 증가시키고 고,

조파에 대한 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의 주파수

그림 1. 차량모델1/4 .

Fig. 1. The quarter-car model of the vehicle.

표 1. 차량모델의매개변수들1/4 .

Table 1. The parameters for the quarter-car model.

스프링상 질량  240 kg

현가 스프링 강도  16,000 N/m

댐핑 계수  980 Ns/m

그림 2. 단위궤환제어시스템.

Fig. 2. A unity feedback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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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을 넓힐수록 향상된다 그 대신. 가 증가하여 식 의(5)

강인 성능 조건을 만족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현가 장치의 강인 제어기가1/4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도 즉, , 
의 추가

적인 조정없이 외란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그림, 4

와 같이 기존의 궤환 제어 시스템에 외란 관측기를 추가한

제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여기서 필터 로 알려진. “q ” 

는 시스템의 안정도와 외란 억제 성능을 결정하는 저역 통

과 필터로 외란 관측기 설계 문제는, 의 차수와 차단

주파수를 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먼저 외란 관측기 기반.

의 제어 시스템의 강인 안정성은 정리 과 같이 요약된다1 .

정리 1: 그림 와 같은 외란 관측기 기반 제어 시스템이4

∈ 


  
∞ ≦에 대해

서 내부 안정 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internally stable)

식 과 같다(8) .

∥



∥
∞

 (8)

여기서 
는 외란 관측기 기반 제어 시스템의 공칭

루프 이득으로 그림 의 단위 궤환 제어 시스템의 공칭 루, 2

프 이득 
 

와 의 조합으로 식 와(9)

같이 표현된다.

그림 5. 동등시스템.

Fig. 5. An equivalent system.


 





(9)

증명: 와 을 참조하여 외란 관측기 기반 제어 시[14] [18] ,

스템의 강인 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림 와 같이 외, 5 ,

부 입력을 무시하고, 의 출력으로부터 의 입력

까지의 전달 함수 를 구하면 





이다 허용 가능한 모든. 에 대해,

 
∞
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소 이득

조건(small-gain) 
∞
을 만족하는 것이다. ■

설계 규칙 1: (의 크기 식 에서 알 수 있듯이) (9) ,

외란 관측기 기반 제어 시스템이 무한대의 루프 이득을 가

지기 위해서는 의 크기가 이 되어야 한다1 . □

설계 규칙 2: (의 그림 의 외란 관측기properness) 4

기반 제어 시스템을 안정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는


의 를 보장하여야 한다properness . □

정리 의 강인 안정성을 이용하여1 의 설계 규칙을

구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따름 정리를,

제시한다.

따름 정리 1: 그림 와 같은 외란 관측기 기반 제어 시4

스템에서 식 의 강인 성능 조건을 만족하는 궤환 제어, (5)

기 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 



  ∀ (10)

을 만족하는 가 존재한다면 외란 관측기 기반 제어,

시스템은 강인 안정하다.

증명: 보조 정리 과 식 에 의해 다음 부등식을 얻1 (10) ,

을 수 있다.


 

≦ 
 

   ∀ (11)

식 의 좌변은 식 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11) (8) .



  



≦ 

 
 ∀

따라서 식 을 자동으로 만족하여 외란 관측기 기반 제(8) ,

어 시스템의 강인 안정성이 보장된다. ■

설계 규칙 3: 강인 안정성 외란 관측기 기반 제어 시( )

스템의 강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는 식 의(11)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설계 규칙 로부터1 의 이득이 임을 알 수 있DC 1

다 설계 규칙 와 설계 규칙 으로부터. 2 3 , 의 차수와

그림 3. 


 


.

Fig. 3. 


 


.

그림 4. 외란관측기기반의제어시스템.

Fig. 4. A disturbance observer based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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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분모간 상대 차수 차단 주파수 등을 정할 수 있다 구/ , .

해진 는 의 차단 주파수와 차 저역 통과 필40rad/sec 3

터로 식 와 같이 표현되며 그림 에서 제시한 바와 같, (12) , 6

이 식 의 강인 안정 조건을 만족한다, (10) .

 
 


(12)

시뮬레이션IV.

차량의 현가장치를 위한 외란 관측기 기반 제어 시1/4

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실제.

플랜트는 공칭 모델의  , , 와 오차가 발생하도록10%

설정하였다 기존단위 궤환 제어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결과.

와의 비교를 통해 제시한 제어 구조의 유용성을 보인다, .

그림 은 다양한 노면 프로파일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7

이다 노면 입력의 크기는 로 동일한 반면 노면 입. 100mm ,

력의 지속 시간은 각각 초 초 초로 다르게 하여 시1.5 , 3 , 4.5

뮬레이션을 수행한다 그림 에서는 주어진 노면. 7(a), (c), (d)

입력에 대해 외란 관측기를 이용한 추정 신호, 를 함

께 보여준다.

노면 입력에 대한 추종 오차는 외란 관측기를 사용한 경

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그림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7(b), (d), (f) .

정보를 얻기 위해 추종 오차의 값과 최대 크기를 표, RMS

에 나타낸다2 .

표 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외란 관측기를 사용한 경2 ,

우 추종 오차의 값과 최대값이 외란 관측기를 사용, RMS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훨씬 작다 외란 관측기를 사용한.

경우 노면 입력의 발생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추종 오차, ,

의 값과 최대 크기가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외란 관RMS ,

측기가 없는 경우에는 값이 증가하고 최대 크기는RMS ,

거의 감소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단위 궤환 제어 시스템에서 루프 이득

은 저주파 대역에서 거의 일정하지만 외란 관측기 기반 제,

(a) The real road roughness(solid line) and the estimated road

roughness(dash line).

(b) The tracking error to the real road roughenss of (a) :

with/without DOB(solid/dash line).

(c) The real road roughness(solid line) and the estimated road

roughness(dash line).

그림 6.  실선와( ) 


 대쉬선( ).

Fig. 6. (solid line) and 


(dash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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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he tracking error to the real road roughenss of (c) :

with/without DOB(solid/dash line).

(e) The real road roughness(solid line) and the estimated road

roughness(dash line).

(f) The tracking error to the real road roughenss of (e) :

with/without DOB(solid/dash line).

그림 7. 다양한노면프로파일에서외란추정과추종오차.

Fig. 7. Disturbance estimations and tracking errors for various

road roughness profiles.

표 2. 추종오차의 값과최대크기RMS .

Table 2. RMS values and maximummagnitudes of tracking errors.

(a) RMS values of tracking errors.
단위( : mm)

그림 7(b) 그림 7(d) 그림 7(f)

사용DOB 6.887 3.744 2.656

미사용DOB 17.31 21.52 25.06

(b) Maximum magnitudes of tracking errors.
단위( : mm)

그림 7(b) 그림 7(d) 그림 7(f)

사용DOB 24.73 11.02 7.45

미사용DOB 65.50 58.12 54.06

그림 8. 외란 관측기를 포함된 공칭 루프 이득 
 실(

선과그렇지않은경우의공칭루프이득) 
 대(

쉬선).

Fig. 8. Loop gains with/without(solid/dash line) disturbance

observer.

어 시스템의 루프 이득은 고주파수 대역에서 저주파수 대

역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

가 저역 통과 필터일 경우 식 의, (9) 
에 있는

가 적분기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

상이다 앞에서 설명한 외란 관측기 기반 제어 시스템의 루.

프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그림 에서는 단위 궤환 제어 시, 8

스템과 외란 관측기 기반 제어 시스템의 공칭 루프 이득을

비교해서 보여준다.

보다 더 실제 도로와 유사한 환경에서 제시한 외란 관,

측기 기반 제어 시스템의 유용성을 보이기 위해 그림 와, 9

같은 도로 노면 거칠기 의 파워 스펙(road surface roughness)

트럼 밀도를 가지는 노면 입력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수

행한다.

그림 은 그림 의 파워 스펙트럼 밀도를 갖는 노면 프10 9

로파일과 이를 외란 관측기가 추정한 값 를 함께 나타

내고 있다 외란 관측기가 노면 프로파일의 저주파 성분을.

약간의 시간 지연을 가지면서 추종하고 있다 그림 은 외. 11

란 관측기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제어 시

스템의 추종 오차이다 앞의 다양한 노면 프로파일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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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험한 결과와 유사하게 외란 관측기를 사용한 경우,

월등하게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 외란 관측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종 오차는 에서 사이에 대부분 분, -60mm 60mm

포하지만 외란 관측기를 사용한 경우 추종 오차는, , -20mm

에서 사이에 주로 분포한다 보다 정확한 실험 결과를20mm .

확인하기 위해 표 에서 값과 오차의 최대 크기와, 3 RMS

같은 정량적인 수치를 비교한다.

표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란 관측기 기반 제어 시3 ,

스템이 추종 오차의 값과 최대 크기가 단위 궤환 제RMS

어 시스템보다 훨씬 적다 값을 비교하였을 때 외란. RMS ,

관측기 기반 제어 시스템의 성능이 월등히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단위 궤환 제어 시스템의 추종 오차는 을. , 0

중심으로 크게 변하는 것에 반해 외란 관측기 기반 제어,

시스템의 추종 오차는 최대 크기도 작지만 을 중심으로, 0

크게 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림11. 추종오차 외란관측기를사용한경우실선와그렇: ( )

지않은경우대쉬선( ).

Fig. 11. Tracking errors : with/without disturbance observer(solid

line/dash line).

표 3. 그림 의추종오차의 값과최대크기11 RMS .

Table 3. RMS values and maximum magnitudes of tracking errors

in Fig. 11.

단위( : mm)

를 사용한 경우DOB 가 없는 경우DOB

값RMS 11.59 25.42

최대 크기 34.90 65.90

결론V.

본 논문에서는 차량 현가 장치에 인가되는 노면 입1/4

력을 억제하기 위한 외란 관측기 기반 제어 시스템을 설계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성능을 보였다 기존 단위 궤환.

제어 시스템의 강인 성능 조건을 만족하는 제어기와 이를

설계할 때 사용한 성능 가중 함수 불확실성 가중 함수를,

이용하여 외란 관측기 기반 제어 시스템의 강인 안정 조건

을 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란 관측기를 설계하였다 사다, .

리꼴 모양의 노면 프로파일과 파워 스펙트럼 밀도 기반의

노면 프로파일을 차량 현가 장치의 노면 입력으로 사용1/4

하여 설계된 외란 관측기의 유용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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