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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입력 포화를 가지는 불확실한 전기 구동 로봇 시스템에 대해 입자 군집 최적화(PSO)를 이용한 방사형 기저 

함수 신경망(RBFNN) 기반 분산 적응 추종 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실제적으로 로봇 시스템에서는 구동기의 포화로 인해 입력 전

압과 전류 신호 크기가 제한된다. 제안된 제어기는 이러한 입력 포화를 극복하며, 어떠한 로봇 링크 및 구동기의 모델 파라미터

들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시된 PSO 기법에서 쓰인 적합도 함수는 추종 오차만이 아니라 전압과 전류의 크기를 포함하는 다중 목

적 함수로 표현된다. PSO 기법을 이용하여 제어 이득과 방사형 기저 함수의 개수가 자동으로 조정되어 제어 시스템의 성능이 개

선된다. 리아푸노프 안정도 해석에 의해 전체 제어 시스템의 안정도가 보장된다. 제안된 제어 기법의 타당성과 강인성이 시뮬레

이션 결과를 통해 검증된다. 

• 주제어 : 로봇 시스템, 분산 적응 제어, 입자 군집 최적화, 입력 포화, 방사형 기저 함수 신경망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RBFNN(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 based decentralized adaptive tracking 
control scheme using PSO(Particle Swarm Optimization) for an uncertain electrically driven robot system with input 
saturation. Practically, the magnitudes of input voltage and current signals are limited due to the saturation of actuators 
in robot systems. The proposed controller overcomes this input saturation and does not require any robot link and 
actuator model parameters. The fitness function used in the presented PSO scheme is expressed as a multi-objective 
function including the magnitudes of voltages and currents as well as the tracking errors. Using a PSO scheme, the 
control gains and the number of the RBFs are tuned automatically and thus the performance of the control system is 
improved. The stability of the total control system is guaranteed by the Lyapunov stability analysis. The validity and 
robustness of the proposed control scheme are verified through simulation results. 

• Key Words : Robot system, Decentralized adaptive control, Particle swarm optimization, Input saturation, 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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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로봇 시스템은 산업용 로봇 매니퓰레이터만이 아니

라, 인간형 로봇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작업 제어를 위

해 많은 관절과 링크를 가지고 있다[1-7, 9]. 다관절 로

봇에서는 로봇 링크의 상호 연결된 동적 특성을 고려

하면서 각 관절에서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분산 제어 

방식이 간편하게 제어기를 구성할 수 있다. 

  로봇 관절은 구동기로 전기 모터로 많이 구동되며, 

모터의 전기-기계 방정식과 로봇 링크의 동역학을 결

합하여 모터 전압을 제어 입력으로 많이 쓴다. 

  제어 입력이 제한될 때 다양한 로봇 제어 기법이 제

시되었다[5-7]. 실제적으로 모터 및 모터 드라이브 회

로에 의해 모터 입력 전압뿐만 아니라 입력 전류까지

도 크기가 제한되어 있으며, 모터는 크기가 제한된 전

압 및 전류에서 동작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로봇 파라미터 불확실성 및 변동, 

다양한 외란, 모터 입력 전류와 전압의 포화 등을 극

복하는 분산 적응 궤적 추종 제어기를 제안한다. 제안

된 제어기는 방사형 기저 함수 신경망(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 : RBFNN)에 의해 비선형 함

수를 근사하며, 입자 군집 최적화(Particle Swarm 

Optimization : PSO)에 의해 RBFNN에서 쓰이는 RBF의 

개수와 제어 이득을 자동으로 조정하여 제어 성능을 

개선한다. 

Ⅱ. 전기 구동 로봇 시스템의 모델링 

  일반적인 n개의 관절을 가지는 로봇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

  여기서 ∈ , ∈ , ∈ 는 각각 로봇의 관

절각도, 각속도, 각가속도 벡터를 나타내며, 

∈ ×는 대칭 양한정 관성 행렬이며,  ∈ 

 는 코리올리력 및 원심력 벡터,  ∈ 는 중

력 벡터,  
∈ 는 마찰력 벡터, ∈ 는 입력 

토크 벡터, ∈ 는 외란 벡터를 나타낸다. 

  관절마다 독립적인 분산 제어 방식을 이용하기 위하

여 식 (1)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2)

  여기서 는 의 스칼라 대각 원소이며, 

는  를 제외한 의 스칼라 원소이다. 

또한  
 ,  , 

 ,  , 는 각각 

 ,  ,  
 , ,  의 i-번째 스칼라 원

소를 나타낸다. 

  실제는 구동기가 관절에 장착되므로 구동기 동역학 

방정식을 고려한다. 본 논문은 구동기로서 다음과 같

은 DC 모터 전기-기계 방정식을 이용한다.




          (3)




                  (4)

  여기서 는 모터 토크, 는 모터의 토크 상수, 

는 모터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 은 모터의 관성 

모멘트로 대각 양한정 행렬이며, 은 모터의 마찰 

및 감쇠 계수, 는 미지의 모터 토크 외란, 는 기

어비, 는 인덕턴스, 는 전기 저항, 는 역기전력 

상수, 는 모터의 각속도, 는 모터의 각가속도, 

는 미지의 전압 외란,  는 구동기 입력 전압이다. 

이 때, 모터 파라미터 , , , , , , 

는 양의 상수 대각 행렬로서 제어기 설계에서는 미지

의 값으로 고려한다. 

  모터의 각속도와 로봇 관절의 속도와의 관계는 기어

비에 의해 다음과 같다.  

                    (5)

  로봇 몸체의 동역학 및 구동기 동역학을 포함한 전

기 구동 로봇 시스템의 전체 동역학 모델은 식 (2)~(5)

를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i-번째 관절에 대한 동역학 

방정식으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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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7)

  여기서  




,   


,


 





,   


, 

∙는 포화 함수를 나타낸다.  

  각 관절의 모터에 입력되는 전압과 전류는 다음과 

같이 크기가 제한되어 있다. 

 










max
if  ≥ max

 if   min

and   max

min
if  ≤ min

           (8)












max
if  ≥max


if  min

and  max

min
if  ≤min

           (9)

  모터의 입력 전류와 입력 전압을 다음과 같이 놓을 

수 있다. 

             (10)

             (11)

  여기서 와 는 i-번째 관절의 모터에서 각각 

실제 전류와 포화된 전류의 차이 그리고 실제 전압과 

포화된 전압과의 차이를 나타낸다. 

  다음에 제시되는 모든 성질들과 가정들은 제어기 설

계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성질 1: ≤max
인 미지의 양의 상수 

max
가 존재한다. 

성질 2: 
 ≤,  

  ≤, 

⋯, 
  ≤인 미지의 양의 상수들 , 

, ⋯, 가 존재한다. 

성질 3: ≠, ≤max
인 미지의 양의 

상수 max
가 존재한다. 

가정 1: ≤, ≤인 미지의 양의 상수

들 와 가 존재한다. 

  가정 1은 모터 입력 전압과 전류가 포화되므로 타당

한 가정이라 할 수 있다. 

가정 2: 각 외란 크기  ≤max
, 

≤  max
, ≤max

인 미지의 양의 상수들 

max
,  max

와  max
가 존재한다. 

  가정 2도 시스템에 입력되는 외란들이 크기가 제한

되어 입력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가정은 

일반적이어서 타당한 가정이다. 

성질 4: 성질 3, 가정 1에 의해 
≤  인 

미지의 양의 상수  가 존재한다. 

Ⅲ. 제어기 설계 및 PSO 기법 

3.1 제어기 설계

  로봇의 i-번째 관절의 오차  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          (12)

  여기서 ∈ , ∈ , ∈ 는 각각 관절의 

목표 각도, 목표 각속도, 목표 각가속도이며, , 
 , 

 는 각각 i-번째 관절의 목표 각도, 목표 각속도, 목

표 각가속도이다. 

  가정 3: ≤,  ≤ ,  ≤ 인 미

지의 양의 상수들  , 와 가 존재한다. 

이 때, 제어기를 더 쉽게 구성하기 위해 i-번째 관절의 

증가된 추종 오차  를 다음과 같이 놓는다. 

 
   ⋯         (13)

  여기서  는 상수 제어 이득이다. 



한국융합신호처리학회논문지 제19권 제2호, 2018. 

- 80 -

  위 식을 미분하면, 








          (14) 

  위 식에 로봇의 운동 방정식 (6)을 대입하여 정리하

면, 


 


   

  
  





    (15)

  전류 추종 오차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6)

  여기서 는 i-번째 로봇 관절에 장착된 구동기의 

가상 전류 제어 입력이며, 실제 전류는 아니다. 이것은 

아래에서 설계된다. 

  전류 추종 오차 에 대한 동적 방정식은 식 (7)과 

(16)를 미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7)

  리아푸노프 안정도에 기반하여 RBFNN을 이용한 분

산 적응 추종 로봇 제어기를 설계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i-번째 로봇 관절의 오차에 대한 리아푸노프 함수 

후보를 고려해보자. 

 

 





          (18)

  식 (18)을 시간에 대해 미분하여 식 (15)와 식 (17)을 

대입하면, 






 




   
 

 
  

 

  
 

  


 
 


 

   (19)

  

  여기서  


 


 ,

 
 

. 

  이 때, RBFNN은 비선형 함수를 근사할 수 있다는 

성질을 가진다[8].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는 RBFNN에 의해 다음과 같이 근사화될 

수 있다. 

 
 

 
 

 
  

             (20)

  

  여기서   는 근사화 오차이며, 다음 가정

으로 크기가 제한된다. 

  가정 4: 근사화 오차   는 다음과 같이 크

기가 제한되며 ≤ max
, ≤ max

, ≤ max

인 미지의 양의 상수들이 존재한다. 

  성질 5: 성질 1~성질 4, 가정 1~가정 4에 의해  

∥ 
 

∥≤, ∥  ∥≤

인 미지의 양의 상수 와 가 존재한다. 

  

  다음 정리 1은 로봇의 각 관절에 대한 제어기이며, 

관절 제어기는 모든 관절에 분산되어 적용된다. 

  정리 1: 다음의 RBFNN 기반 분산 제어 법칙과 적응 

법칙 (21)~(23)을 전기 구동 로봇 시스템에 적용된다면, 

i-번째 관절 추종 오차  , 
 , 와 전류 오차 는 

UUB(Uniformly Ultimately Boundedness) 안정도가 보장

된다.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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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여기서 와 는 양의 이득이며,  ,  ,  , 


, ,  

,  
는 양의 상수 이득 대각 행렬이며, 

와 는 제어 입력의 떨림(Chattering) 현상을 완화

하기 위한 양의 작은 상수로 정의된다. 그리고 파라미

터 추정 벡터  와 의 초기값은 

  ≥ 과  ≥ 인 값으로 설정한다. 위의 

제어기에서 주어진 RBFNN에서 방사형 기저 함수

(Radial Basis Function)로 쓰인 가우시안 함수는 다음

과 같다. 

   exp










∥∥ 




∈



    exp










∥ ∥ 




∈



   exp










∥ ∥ 




∈

 

  ⋯

  (23)

  

  여기서   는 각 관절에 대한 가우시안 

함수의 개수이며,   는 각 관절에 대한 가우

시안 함수의 중심,   는 각 관절에 대한 가

우시안 함수의 폭을 나타낸다. 또한 식 (23)에서 보인 

각 관절에 대한 3개의 RBFNN의 입력 벡터는 각각 

    
   


,   

 

,

 이다. 

  정리 1은 여러 성질과 가정 아래에서 각 관절에서 

불확실성의 상한 경계 파라미터들에 대한 적응 법칙을 

이용한 분산 제어기를 제안한다. 이 제어기가 모든 관

절에 대한 전체 로봇 제어 시스템의 안정도를 보장한

다는 것을 정리 2에서 제시한다. 

  정리 2: 위 정리 1에서 제안한 로봇의 각 관절에 대

한 분산 제어 법칙과 적응 법칙 (21)~(23)을 n-링크 전

기 구동 로봇 시스템에 적용된다면, 이 로봇 시스템의 

모든 관절에 대한 추종 오차 벡터  ∈ , ∈ , 

∈ 와 전류 오차 벡터 ∈ 는 UUB 안정도가 

보장된다. 

3.2 PSO를 이용한 이득 및 RBFNN 개수 조정 
  PSO(Particle Swarm Optimization)[9]-[11]을 이용하여 

제어 이득과 RBFNN 개수를 자동으로 조정한다. PSO 

기법은 계산 지능 최적화 방법 중에서 병렬 처리, 구

현의 용이성, 안정적인 수렴 특성을 가지고 있다. PSO 

기법은 항상 전역적인 최적화를 보장하지는 않으나, 

주어진 적합도 함수 값을 작게 하도록 파라미터를 조

정할 수 있다.  

  제안된 제어기는 각 관절 당 3개의 RBFNN을 이용하

며, 3개의 RBFNN의 개수(  )와 제어 이득 

2개( ), 다시 말해서 총 5개의 제어 파라미터를 

그림 1에서 보인 PSO 기법으로 각 관절마다 다음과 

같은 단계로 온라인으로 자동 조정한다. 제어 시스템

에서 제어 이득과 적응 이득 개수가 많으나, 모든 이

득 값들을 자동으로 조정하면 좋지만,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므로 본 제어기에서는 RBFNN의 개수와 제어 이

득 중에서 중요한 2개를 선정하여 자동 조정한다. 

- Initialization of the position and velocity of

particle swarms.

- Execute and Repeat the following process

( )

(1) Evaluate the fitness function on-line for each

particle while controlling a robot.

(2) Update Pbest (Personal Best Position) for each

particle.

(3) Update Gbest (Global Best Position).

(4) Update new velocity and position for each

particle using Pbest and Gbest.

- Repeat the process (1) ~ (4) if the defined

conditions are not satisfied. ( )

- Stop the process if the defined conditions are

satisfied.

Fig. 1. Total process of a PSO scheme

  PSO 기법에서 쓰이는 적합도 함수(Fitness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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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비용함수(Cost Function)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며, 

각 관절에 대해 적용된다. 다중 목적 최적화

(Multi-Objective Optimization)를 위해 오차 크기와 입

력 크기를 적합도 함수에서 포함한다. 

Fitness Functioni  wi Eiwi EIi



  ⋯

 (24)

  

  여기서 는 가중치이며 적절히 조

정할 수 있다. 

  본 제어기에서 쓰인 PSO 기법은 다음과 같이 속도 

와 위치 가 갱신한다.  

  

 
  (25)

                  (26)

  

  여기서   ,  는 가중치이다. 또한, 

 값은 이전의 위치 값이 작으면 갱신하게 된다. 

 값은 적합도 함수에 적용해 일정한 조건이 만

족될 때까지 계속 갱신하게 된다. 일정한 조건은 적합

도 함수가 정한 값을 만족하거나 반복 회수를 완료했

을 때이다. 

IV. 제어 시스템의 안정도 증명 

  먼저 정리 1을 증명하기 위해 i-번째 로봇 관절에 

대한 다음과 같은 리아푸노프 함수 후보를 추가해보자. 

 














 






 





 




       (27) 

  식 (18)과 (27)을 통합하여 i-번째 로봇 관절 제어기

에 대한 리아푸노프 함수 후보를 놓는다. 

   





≤ 


max

 ∥∥

          (28)

  여기서     
 

 
  

 


∈
,    

   
 

 
 

  

∈
 × , 

⋅은 대각 정방 행렬을 나타내며, max
는 

행렬 의 최대 고유값을 나타낸다. 

  위 식 (18)과 식 (27)을 시간에 대해 미분하여, 제안

된 제어기 (21)~(22)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 
  

    (29)

           

          

 
   


 

  
  



 













 
 

 




        (30)

  위 식에 제어기의 적응 법칙을 대입한 후 정리하여 

쓰면 다음과 같다. 

   ≤ 
 











 
   




   (31) 

  식 (31)을 정리하여 쓰면, 

≤ 
  








 
 


 


 

  (32)

  여기서  


 

 


 


  







 

  위 식 (32)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min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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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i-번째 관절의 대각 양한정 행렬로서  

   
∈ ×  

식 (28)과 식 (33)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34)

  여기서  max


min


  min
는 행렬 의 

최소 고유값을 나타낸다. 식 (34)로부터 다음을 알 수 

있으며, 리아푸노프 함수는 상한 경계된다.

 

 ≤






 

 


exp  (35)

  여기서 exp⋅는 지수함수를 뜻한다. 

추종 오차 의 한계를 나타내는 집합 










≤ ∥∥≤


min


 







에서 집합 

의 밖에서는 항상  가 된다는 것을 식 (33)으로부

터 알 수 있다. 따라서 집합 
의 밖에 있을 때마다 

오차 ∥∥는 항상 감소하며, ∥ ∥는 항상 

집합 
내에 존재한다. 따라서 i-번째  관절의 증가된 

추종 오차 와 전류 추종 오차 는 UUB되며, 가 

UUB이므로 위치 추종 오차 , 속도 추종 오차 는 

모두 UUB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정리 1을 

증명하였다.  

  정리 1의 증명에서는 i-번째 로봇 관절에 대해 제안

한 제어기의 안정도를 증명하였다. 모든 n개의 관절을 

포함하는 전체 로봇 제어 시스템의 안정도 보장과 관

련된 정리 2를 증명하기 위해 i-번째 관절에 대한 리

아푸노프 함수 (28)을 모든 관절에 대해 통합해 다음과 

같은 전체 로봇 시스템에 대한 리아푸노프 함수를 통

해 쉽게 증명될 수 있다. 


  



  


 ≤ 


max ∥∥    (36)

  여기서     ⋯ 
∈

 ×
, 대각 양한정 

행렬 ⋯∈
 ××  ×

이다. 

max⋅는 행렬의 최대 고유값을 나타낸다. 

  이 때, 정리 1의 안정도 증명을 참조하여 위의 식 

(36)을 시간에 대해 미분하여 정리하면, 식 (33)에서 보

인 것처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min∥∥   (37)

  여기서 는 전체 관절에 대한 대각 양한정 행렬로

서 ⋯∈ × 이다. 

  식 (37)은 식 (34)처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38)   

  여기서 max

min
   

  



. 식 (38)로부터 

리아푸노프 함수는 다음과 같이 상한 경계된다. 

  위 식 (37)에서 알 수 있듯이, 에 대한 집합 

  ≤ ∥∥≤


min

 의 밖에서

는 항상  가 된다. 따라서 집합 의 밖에 있을 

때마다 오차 ∥∥는 항상 감소하여 UUB가 되므

로 모든 로봇 관절의 오차  , , , 는 모두 UUB

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첨언 1: 제안된 제어기는 식 (21)~(23)와 같다.  또한 

PSO 기법을 이용해 RBFNN의 개수와 제어 이득 값들

이 자동적으로 조정되어 시스템 성능이 개선된다. 제

안된 제어기는 PSO가 적용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조정

되는 이득 값들이 온라인으로 계속 얻어지더라도 제어 

시스템의 안정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정리 

1과 정리 2의 안정도 증명으로부터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PSO 기법으로 시스템 성능이 향상되며 전체 

제어 시스템의 안정도는 UUB로서 보장된다.

V. 시뮬레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 2-링크 평면 로봇의 궤적 추종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였다. 입력 전류 및 전압 포화, 미지의 

포화 크기, 미지의 로봇 및 모터 파라미터, 부하로 인

한 동적 파라미터의 변동 및 다양한 외란이 있을 때, 

제안된 로봇 제어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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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에서 제시된다. 

  로봇의 i-번째 링크 파라미터들을 나타내는 링크 길

이  , 링크 질량 중심 길이 , 링크 질량 , 링크 

관성 모멘트 가 설정되었다.

  또한, 로봇의 동적 모델에서 고려한 마찰력은 


  


로 표현했으며, 는 i-번째 

관절의 실제 각도, 관절의 마찰계수는    

이며,  ⋅은 시그넘 함수(Signum Function)를 

나타낸다. 

  시뮬레이션에서 쓰인 첫 번째 관절에 대한 로봇 링

크 및 모터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다. 

     

 ⋅sec   

        

 ⋅sec ,   

      . 

두 번째 관절에 대한 로봇 링크 및 모터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다. 

     

 ⋅sec   

       , 

 ⋅sec ,   

     

목표 각도 궤적은   sin

  , 

  cos

 이다. 로봇의 각 관절의 각도

의 초기 값은     ,    이며, 

각 관절의 각속도 및 각가속도의 초기 값은 모두 0으

로 주어진다. 그리고 제어기의 적응 법칙에서 파라미

터 추정값의 초기값은 모두 0으로 설정되었다.   

  제어 이득과 적응 이득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    
 

, 

   
 

, 

  
  

,  

       . 이 때, 제어 이득 

 ,  는 PSO 기법에 의해 자동 조정된

다. 

  로봇 관절에 장착된 각 모터의 입력 전류와 입력 전

압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 , 

≤ , ≤ , ≤ .  

전압 외란, 관절 토크 외란 및 모터 토크 외란은 크기

가 최대 ±이 되는 랜덤 잡음(random noise)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부하로 인한 로봇 파라미터 변동에 대한 로봇 

제어기의 강인성을 검증하기 위해, 15초 이전에 파라

미터 변동이 없다가 15초 이후에 로봇이 질량 

  , 관성 모멘트   , 질량 

중심 길이  인 부하로 로봇 파라미터가 

변동되었다고 설정하였다. 

  PSO 기법을 이용해 각 관절에 대해 5개, 2-링크 로

봇이므로, 총 10개의 파라미터를 조정하였다. 조정한 

파라미터는 RBFNN 개수   와 제어 이득 

 가 되며, 제어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조정하게 된다. PSO 기법에서 쓰인 값으로 개체수를 

각 100개를 썼으며, 식 (24)에 보인 적합도 가중치 값

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   ,   , 

  . 또한 식 (25)와 (26)에 보인 갱신 식

에서 쓰인 가중치는  ,     , 

  와 같다. 

  PSO 기법을 쓰지 않은 RBFNN 기반 적응 제어기

(RBFNN-AC)와 PSO 기법을 이용한 RBFNN 기반 적응 

제어기(PSO-RBFNN-AC)를 로봇 시스템에 적용할 때, 

각각 RMS(Root Mean Square) 위치 오차(), RMS 전

류 오차(), RMS 증가 오차(), RMS 입력 전압(), 

RMS 입력 전류(), RMS 적합도 함수 값들을 표 1과 

같이 비교하였다. 각 RMS 값들은 전체 제어 과정에 대

한 2개 관절을 통틀어 계산되었다. 관절 1에 대한 위

치 오차의 RMS 값 계산 경우를 예를 들면, 

RMSE 


NT

∥E∥
이며, 은 총 제어 과정 동

안 관절 1에 대한  위치 오차 값을 나타내며, 는 

총 데이터 개수를 나타낸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샘

플링 주기를 0.01로 하였으며, 30초까지 제어를 하였으

므로 총 데이터 개수는 3001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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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mparison of each RMS value when RBFNN-AC and PSO-RBFNN-AC are used in this simulation

RMS of
position error
( )

RMS of
current error
( )

RMS of
augmented
error ( )

RMS of
motor
voltage
( )

RMS of
motor current
( )

RMS of
fitness
function

RBFNN-AC Joint 1 0.1152 2.1225 0.4770 2.5520 0.2398 2.9826

PSO-RBFNN-AC Joint 1 0.1153 0.7757 0.4754 1.6254 0.2256 1.5812

RBFNN-AC Joint 2 0.1090 1.9373 0.4425 2.0267 0.2008 2.6952

PSO-RBFNN-AC Joint 2 0.1091 0.7662 0.4411 1.5911 0.1879 1.5018

  표 1에서 보듯이 RBFNN-AC와 PSO-RBFNN—AC가 

주어진 로봇 시스템에 이용될 때, 관절 1과 관절 2의 

RMS 값들을 비교해 보면, 적합도가 크게 개선되었으

며, 위치 오차 및 증가 오차는 비슷하나, 전류 오차, 

모터 전압 및 모터 전류가 개선되었다. 이것은 PSO를 

이용해 적합도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들을 자

동으로 조정한 효과를 나타낸다. 전역적인 최적화를 

완벽히 보장하지는 않으나, PSO 기법으로 다중 목적

의 적합도 함수를 이용하여 추종 오차와 제어 입력을 

모두 합리적으로 작게 만들어 성능을 개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시뮬레이션은 PSO 기법을 이용한 RBFNN 기

반 적응 제어기(PSO-RBFNN-AC)를 로봇에 적용한 결

과 그래프를 보인다. 

  그림 2와 그림 3은 각각 관절 1과 관절 2의 위치 

궤적 추종을 보이며, 그림 4와 그림 5는 각각 위치 

오차와 증가 오차를 각각 보였다. 그림으로부터 비교

적 빠른 궤적 추종 성능을 알 수 있다. 

Fig. 2. Trajectory tracking of joint 1

Fig. 3. Trajectory tracking of joi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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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osition tracking errors  of each joint

 

Fig. 5. Augmented tracking errors 

Fig. 6. Current errors  of each actuator

  그림 6은 각 구동기의 전류 오차를 나타내며, 그림 

7은 각 관절에 대한 제어 입력을 나타낸다. 그림 8은 

각 관절 구동기에 입력되는 실제 입력 전압을 보여준

다. 또한 그림 9는 각 관절 구동기에 입력되는 실제 

입력 전류를 나타낸다. 그림 8과 그림 9에서 보듯이, 

각 구동기에 입력되는 전압과 전류는  크기가 포화된

다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7. Control inputs  of each joint

Fig. 8. Actual input voltages  of each actuator

Fig. 9. Actual input currents  of each actuator

  PSO 기법으로부터 온라인 제어 동안에 얻는 Gbest 

값들은 그림 10과 그림 11에서 보이며, 시간이 지나며 

추종 오차가 많이 작아지면서 일정한 값으로 모두 수

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는 각 관절에 대한 

적합도 함수 값을 나타낸다. 적합도 값도 초기에 큰 

값이지만 빠르게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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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Gbest values for RBF numbers    of
each joint

Fig. 11. Gbest values for control gains  
of each joint

   
Fig. 12. Fitness function of each joint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제안된 제어기는 미지의 로

봇 및 구동기 파라미터의 불확실성, 외란, 동적 파라미

터 변동, 모터 입력 전류와 전압의 동시 포화, 미지의 

최소 및 최대 포화 값 등 시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불확실성 및 제한 조건을 극복하면서 로

봇 관절 궤적은 목표 궤적에 강인하게 추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구동기 (모터) 입력 전류 및 전압의 

포화, 로봇의 비선형성과 파라미터 불확실성, 부하 변

동 및 외란 등 다양한 불확실성과 제한 조건을 갖는 

로봇 시스템에 대한 RBFNN 기반 적응 추종 제어기를 

제안하였다. 또한 PSO 최적화 기법을 이용해 제어 파

라미터를 자동적으로 조정하였다. 

  제안된 제어 기법에서는 로봇 및 모터 관련된 모든 

모델 파라미터 값들이 제어기에서 요구되지 않는다. 

리아푸노프 안정도 이론을 이용하여 로봇 제어 시스템

의 UUB 안정도가 보장되었다. PSO 기법을 이용하더라

도 전체 제어 시스템의 안정도는 유효하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된 제어기의 궤적 추종과 다

양한 불확실성에 강인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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