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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재료, 부품 등 다양한 화물을 

적재하고 여러 공정 사이를 자율주행하여 목적장소까

지 운반해주는 무인반송차가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1). 

이런 무인반송차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관리, 주행관리, 그리고 적재물의 전달관리가 이루어져

야 한다2). 이중 무인반송차의 주행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의 확보이므로 무인반송차에는 비접

촉 접근검지센서, 장애물 접촉감지 범퍼, 비상정지버튼 

등 각종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주행 중 진행경로에 작

업자나 다른 방해물이 존재하지 않는지, 무인반송차가 

유도로 위를 주행하고 있는지, 적재물이 정상적으로 

적재되어 있는지, 주행 중에 자동이재장치가 뜻하지 

않은 동작을 하지 않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그렇지 않

을 경우에는 비상정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3).

무인반송차의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전자유도, 광학

테이프, 혹은 자기테이프 등을 이용해 작업장 바닥에 

설정해 둔 이동경로를 각종 센서로 감지해 이동하는 

방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3). 이런 방법은 경로 검출을 

위해 간단한 센서를 사용하므로 구현이 쉽고 경제적이

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움직임이 경로 위로만 한정

되는 단점도 존재한다. 또한 이는 이동경로 상에 장애

물이 존재하는 경우 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무조건 

정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적재물을 운반하는데 

시간지연이 생기고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최

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 센서를 이용

해 더욱 넓은 범위의 경로를 감지해 이동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1,4)나 작업장 바닥에 미리 선을 그려놓지 않

아도 특이점 검출 등을 통해 이동경로를 구축해 움직

이는 무인반송차에 대한 연구5-8)가 이뤄지고 있다. 하

지만 이미지 센서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 처리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며, 엄청난 양의 데이터 처리를 통

해서도 주변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어려운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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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이런 상황은 무인반송차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예견시스템은 현재 상태뿐 아니라 미래의 상태에 대

한 정보도 획득해서 이를 현재 시스템의 입출력에 반

영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광학테이프 방식의 이동로봇이 직선경로를 따라 움직

이고 있을 때 전방의 경로가 직선에서 곡선으로 바뀐

다면 이를 센서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곡선경로를 따

라 이동할 수 있는 예견시스템을 적용한 이동로봇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전방의 정보를 취득하는 센서를 예

견센서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는 예견제어기

에 적용해 이동로봇의 경로를 최적제어 하고자 한다. 

과거 예견시스템을 이동로봇에 적용하는 연구 9)는 단

지 간단한 경로에 대한 시뮬레이션만을 수행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좀 더 복잡한 경로에 대한 시뮬레

이션으로 제어기의 효과를 확인하고 실제로 적외선 센

서를 이용하는 이동로봇을 제작하고 실험해 봄으로써 

무인반송차의 예견제어가 효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이동로봇의 모델링

본 연구를 위해 제작한 이동로봇은 좌우에 두 개의 

구동용 바퀴를 가지며 Fig. 1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두 

바퀴를 같은 속도로 구동하여 전방으로 병진운동을 할 

수 있고, 두 바퀴를 다른 속도로 구동하면 병진운동과 

(a)

(b)

Fig. 1. Model of robot motion.

회전운동을 동시에 하면서 좌우방향의 이동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동로봇에 대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동

적 모델을 만들 수 있다10,1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

순하게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을 각각 해석하고 이를 중

첩시켜 전체의 동작을 해석하였다.

Fig. 1에서와 같이 이동로봇에서 좌우 두 바퀴 중심의 

전방 가속도 그리고 수직회전축에서 바퀴까지의 거리를 

각각 ,  , 라고 하고           그리고 

 를 각각 전방으로의 변위, 속도, 수직회전축에 대

한 각변위 그리고 각속도를 나타내는 상태변수로 설정하

면 두 바퀴의 가속도와 상태변수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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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동로봇의 전방으로의 가속도  및 수직회전

축에 대한 회전가속도 와 좌우 두 모터 토크의 관계

는 다음과 같다. (Fig.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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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Fig. 1에서       는 각각 좌우 두 모

터의 토크, 좌우 두 바퀴가 바닥에 미치는 힘, 로봇의 

질량, 로봇의 회전관성, 바퀴의 반지름이다. 또, 모터의 

전기적 동특성을 무시하면 가 토크상수일 때 좌우 

두 모터의 토크 과 은 다음과 같이 입력전압에 비

례한다. 

 ≥   ≥  (5)

따라서 식 (3)-(5)로부터 와 를 구할 수 있고 이

를 좌우 두 바퀴의 병진 가속도 과 에 대해 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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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된다. 그래서 식 (2)와 (6)으로부터 좌우 두 모터에 

인가된 전압을 입력으로 하는 이동로봇의 간략한 동적 

모델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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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동적방정식은 제어주기가 라면 다음

과 같이 이산화할 수 있다.

  













 (8)

시스템의 출력을 이동로봇의 병진속도와 경로선에 

대한 회전각으로 설정하면 이산화된 출력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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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예견시스템을 적용한 이동로봇이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동로봇의 중심으로

부터 만큼 전방에 설치된 예견센서가 거리가 인 전

방의 경로정보를 얻고 있을 때 예견센서가 감지하고 

있는 경로의 이동로봇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와 이동

로봇의 전방에 대한 각도 를 식 (10), (11)과 같이 구

할 수 있다.

Fig. 2. Motion of mobile robot with previe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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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태방정식 (7)과 출력식 (9)를 종합하면 이동로

봇의 이산시간 동적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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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견제어

예견제어는 LQ제어(linear quadratic control, 선형2차

제어)에 예견시스템의 요소가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

다12-16). 본 연구에서는 식 (12)와 같은 이동로봇의 동적

방정식에 추가하여 예견정보에 대한 새로운 상태방정

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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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동로봇의 상태방정식 (12)와 예견시스템의 

상태방정식 (13)-(15)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전체시

스템에 대한 새로운 상태방정식으로 확장하여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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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동로봇의 출력이 예견정보를 따라가야 하

므로 오차 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17)

그리고 예견제어 시스템의 성적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18)

이는 LQ제어기의 성적계수와 동일한 형태이므로 식 

(19), (20)과 같이 최적입력 를 구할 수 있다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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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견제어기의 성능을 PID 제어기 

(proportional-integral-derivative controller, 비례적분미분

제어기)18) 및 LQ 제어기의 성능과 비교해보았다. PID 

제어기는 Ziegler-Nichols 방법18)을 이용해 제어이득을 

구한 뒤 시뮬레이션을 통해 더욱 시스템의 오차를 줄

일 수 있도록 정밀조정하였다. Fig. 3은 제어입력에 대

한 가중치가 오차에 대한 가중치보다 훨씬 크게 성적

계수를 설정하고 ( ≫) 예견제어기를 적용한 경우

와 LQ 제어기를 적용한 경우에 대하여 이동로봇의 동

작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또 각 그래프에서 기준입력

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부분을 확대한 결과가 Fig. 4에 

나타나 있다.

Fig. 3에서는 제어방식에 따른 차이가 확연하게 들

어나 보이지 않지만 Fig. 4에서 예견제어기는 기준입력

이 변하기 전에 예견정보를 이용해 미리 출력이 변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출력오차는 증가

할 수 있지만 입력에 더 빠르게 반응하여 정상상태에 

빠르게 도달하는 것을 보여준다. Fig. 5는 이러한 결과

를 좀 더 정확하게 비교해서 보여준다. Fig. 5에서 출력

오차와 제어입력 에 대한 2-norm을 계산한 결과도 

앞의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a)

(b)

(c)

Fig. 3. Comparison of LQ and preview control, (a) control 
input , (b) velocity output, (c) angle outpu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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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Fig. 4. Comparison of LQ and preview control, (magnified view) 
(a) control input , (b) velocity output, (c) angle output.

Fig. 5. Comparison of output error and control output for 
preview control and PID control.

5. 실 험

Fig. 6는 실험을 위해 제작한 이동로봇을 위에서 내

려다 본 모습이다. 이동로봇은 두 개의 모터를 이용해 

전방으로의 이동과 제자리 회전이 가능해 직각으로 이

어진 경로를 따라서도 이동할 수 있다. 이동로봇 전면

에는 Fig. 6에 보이는 것처럼 일렬로 배치한 8개의 적

외선센서들이 바닥에서 반사된 적외선의 크기를 측정

해 바닥에 그려진 경로선의 위치를 검출한다. 구체적

으로 이동로봇의 중심을 기준으로 센서의 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지정해서 8개 센서출력의 가중평균을 계산해

서 선의 위치를 정확히 구한다.

Fig. 6. Mobile robot used in the test (top view).

이동로봇에는 STMicro Electronics STM32F407IG 라

는 ARM Cortex-M4 기반의 마이크로 콘트롤러 유니트

(microcontroller unit, MCU)를 적용했다. MCU에는 

12-bit AD컨버터 24 채널과 모터제어를 위해 최대 168 

MHz로 동작하는 PWM (pulse width modulation) 생성기

가 내장돼있고 고용량 메모리도 있어서 이동로봇을 제

어하고 실험결과를 얻는데 충분한 성능을 갖고 있다. 

구동모터로는 D&J WITH의 IG-32PGM DC모터를 적용

했으며 상세한 특성은 Table 1에 정리돼있다.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IG-32PGM motor used in the 

mobile robot

Rated voltage 24 [V]

Rated current 0.75 [A]

Rated torque 240 [gf-cm]

Rated power output 12.7 [W]

No load angular velocity 6000 [RPM]

Internal resistance 5.1 [Ohm]

Fig. 7은 이동로봇에 적외선 예견센서를 추가한 모

습을 보여준다. 이동로봇의 중심으로부터 기존의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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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bile robot used in the experiment (side view).

Table 2. Dynamic parameters of the mobile robot 

Mass, m 0.26 [kg]

Moment of inertia, I 0.003 [kg-m2]

Width, D 0.282 [m]

Diameter of wheels, d 0.084 [m]

는 15 cm, 예견센서는 30 cm 앞쪽의 경로선을 검출한

다. 본 연구에서는 감지범위를 늘리기 위해 적외선센

서에 집광렌즈를 부착하여 예견센서로 사용하였다. 적

외선센서는 반응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어주기를 짧

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물체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반

사되는 적외선 광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센서출력이 

작아진다. 그래서 센서의 전면에 집광렌즈를 부착해 

적외선의 집광력을 높이고 멀리 떨어진 곳의 경로선을 

검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감지거리가 증가하는 

대신 센서가 감지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센

서에 서보모터를 연결해 센서가 선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2는 실험을 위해 제작된 이동로

봇 전체의 하드웨어 특성을 보여준다.

6. 실험결과

이동로봇이 직선과 곡선이 섞여있는 경로선을 따라 전

면방향과 경로방향 간의 각도가 0을 유지하면서 0.2 m/s

의 정속으로 진행하도록 기준입력을      

    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실제 주행실험을 하여 

예견제어기의 성능을 PID 및 LQ 제어기와 비교분석하였

다. Table 3은 각 제어기를 적용한 경우에 대하여 평균 

제어입력의 크기와 경로전체를 주행하는데 소요된 시간

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뮬레이션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PID 제어를 적용한 경우에 비해 

Table 3. Control input and run time of the mobile robot 
depending on controller

Controller ∥∥ [V] Run time [sec]

PID 924.88 16.836

LQ,  ≫  762.03 16.795

LQ,  ≪  672.35 17.039

Preview 734.68 15.780

Fig. 8. Angle errors for various controllers.

LQ나 예견제어를 적용한 경우에 제어입력의 크기가 줄

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LQ 제어의 경우 제어입력에 

가중치를 크게 부여한 경우 ( ≪) 제어입력의 크기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예견제어를 적용한 경우에

도 마찬가지로 PID 제어에 비해서 제어입력의 크기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견제어기의 경우 주행시간

이 가장 작아지는데 이는 다른 제어기에 비해서 가장 효

율적인 이동경로를 취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은 Fig. 

8의 각변위 오차에 대한 출력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을 보면 예견제어기가 센서를 통해 전방의 경로를 

미리 확인하고 보다 효율적인 이동경로를 따라가기 때문

에 다른 제어기들과 각변위 오차의 양상이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Fig. 9는 이동로봇의 실제경로를 보여준다. 백색 굵

Fig. 9. An example of actual path of the mobile robot with the 
PID controller and the preview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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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선이 바닥에 그어진 기준경로선이고 점선이 PID 

제어기를 적용한 경우의 이동경로이며 가는 실선이 예

견제어기를 적용한 경우의 이동경로이다. PID 제어기

가 주어진 경로를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데 반해 예

견제어기는 전방의 경로에 대한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 이

로 인해 전체 출력오차는 증가하지만 주행시간이 줄어

들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제어기 성적계수의 제어입

력에 대한 가중치 행렬 이 출력오차에 대한 가중치 

행렬 에 비해 크게 설계된 상태에서 예견제어기는 

제어입력 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견정보를 

활용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Fig. 10은 가중치 

와 의 비율을 바꿔서  ≫이 되도록 설정하고 실

험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경우 예견제어기가 제어입

력을 커지더라도 적극적으로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

으로 동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실험에서 예견센서

를 적용한 경우, 경로의 90도 각도 모서리 부분에서 회

전반경을 크게 그리면서 회전하므로 속도를 줄이지 않

고서도 원심가속도의 최고치가 예견센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50% 정도에 그쳤다. 즉, 예견제어를 

적용한 경우 모서리 부분에서의 원심가속도가 작아져

서 적재물이 옆으로 전도될 가능성이 낮아져서 보다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였다. 일반적으로 경로의 방향전

환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모서리 부분에서는 정지하거

나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바꾸어야 적재물에 가해지는 

원심가속도가 커지지 않아서 안전하다. 그러나 감속하

고 다시 가속하는 것은 에너지 소모가 크고 시간적으

로도 손해가 된다. 예견제어를 적용한다면 직선경로에

서뿐 아니라 모서리 경로 부분에서도 경로의 정밀한 

추적과 제어 에너지의 최소화가 예견정보를 이용하여 

최적제어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실험결과를 좀 더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출력오차와

 

Fig. 10. Angle errors for various controllers in case  ≫ . 

Fig. 11. Comparison of output error and control input for 
various controllers. 

제어입력 의 2-norm을 계산한 결과가 Fig. 11에 나타

나 있다. 출력오차에 가중치를 크게 부여하면 ( ≫) 

PID 제어를 적용한 경우에 비해 LQ 제어나 예견제어를 

적용한 경우에 출력오차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제어입력

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제어입력에 

가중치를 크게 부여한 경우 ( ≪) LQ 제어나 예견제

어의 출력오차가 PID 제어의 경우에 비해서 오히려 증가

하지만 제어입력의 크기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동로봇의 주행제어에 적외선센서

에 기반한 예견제어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시뮬

레이션과 실제 실험을 통하여 예견제어기의 성능을 

PID 제어기 및 LQ 제어기와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

는 예견제어 방법을 적용하면 주행경로가 직각으로 꺾

인 모서리와 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우에도 예견정

보를 이용하여 제어의 정밀도와 제어에너지의 소모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제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예견제어의 방법은 경로를 따라가기 위해 소모

되는 에너지를 줄여주고 급한 방향전환으로 인한 적재

물 추락 등의 위험을 줄여줌으로써 이동로봇의 운전에 

있어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산업현장에서 무인반송차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기존의 센서출력을 단순하게 이용하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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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비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행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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