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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steering controller for unintended lane departure avoidance under crosswind using 

vehicle lateral disturbance estimation. Vehicles exposed to crosswind are more likely to deviate from lane, 
which can lead to accidents. To prevent this, a lateral disturbance estimator and steering controller for 
compensating disturbance have been proposed. The disturbance affecting lateral motion of the vehicle is 
estimated using Kalman filter, which is on the basis of the 2-DOF bicycle model and Electric Power Steering 
(EPS) module. A sliding mode controller is designed to avoid unintended the lane departure using the 
estimated disturbance. The controller is based on the 2-DOF bicycle model and the vision-based error 
dynamic model. A torque controller is used to provide appropriate assist torque to driver. The performance 
of proposed estimator and controller is evaluated via computer simulation using Matlab/Simu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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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프 얼라이닝 토크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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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 밀도 (kg /m 3)
 : 횡풍 모멘트 기준 거리 (m)
 : 공압 트레일 (m)

1. 서 론 
최근 몇 년간, 차량 운행 관련 안전성, 편리성에 대한 요

구들로 인하여 다양한 운전자 지원 제어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이 개발되었다. 운전자 지원 
제어 시스템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 가운
데 일부를 차량 스스로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운전자 지원 제어 시스템은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uto-
nomous Emergency Braking),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차선 유지 보조 시스
템(Lane Keeping Assist System)을 포함하여 여러 시스
템을 포함한다.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
ration의 기록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 충돌 사망사고의 
37.5%가 의도치 않은 차선 이탈에 기인한다고 한다.(1) 

이러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에 카메라를 설
치하여 차선을 인식하고 의도치 않은 차선 이탈 상황에서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인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LDWS)
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경고만 해줄 뿐 차량
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LKAS)은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에서 한 단계 진화된 
기술로, 경보를 울릴 뿐만이 아니라 카메라 정보와 차량 
정보를 이용하여 차량의 조향을 제어하여 차선 이탈 방지

를 막아 차선 중앙으로 차량을 다시 돌려 보내준다.(2) 
차량의 의도치 않은 차선 이탈을 야기하는 것은 운전

자의 부주의 또는 횡방향 외란에 기인한다. 횡풍에 의한  
외란은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하거나 풍속이 낮을 때에 
는 그 영향이 무시할 만 하지만, 상대적으로 바람의 속도
가 높은 해안 근처의 다리를 고속으로 주행하는 경우에
는 차선 유지를 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높
은 풍속에서의 속도 제한 및 통행 제한 기준에 대한 연구
가 진행 된 바 있다.(3) 횡풍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비전센서를 통해 차선기준으로 차
량의 횡방향 이탈거리나, 상대적 경로각을 이용하여 횡
풍으로 인한 횡방향 외력과 수직방향 모멘트를 추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4) 하지만 비전센서는 날씨, 차선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전
동식 파워 스티어링(EPS)센서 신호와 샤시 신호 정보를 
활용하여 횡풍으로 인한 외란을 추정하는 방식도 연구가 
진행되었는데,(5) 해당 시나리오는 지속적인 횡풍이 가해
지는 상황을 가정하였고 차선 이탈에 관한 위험도가 반
영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센
서 신호와 요레이트 센서 신호를 활용하여 위험도가 반
영된 시나리오에서 강풍으로 인한 횡방향 외란을 추정한 
후, 슬라이드 모드 제어를 통하여 이를 보상하는 알고리
즘을 제안하였다. 

2. 시스템 모델
시스템 모델은 횡방향 외란 모델, 외란이 반영된2자유

도 차량 모델과, EPS 조향 모델, 얼라이닝 토크 모델,카
메라 모델로 구성된다.

2.1. 횡방향 외란 모델

차량이 횡풍으로부터 받는 횡방향 외력과 수직방향 모
멘트 값은 식 (1)과 식 (2)와 같다.

Fig. 1 Crosswin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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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차량 모델

Fig. 2 Vehicle Dynamic model

Fig. 2는 차량의 비선형으로 표현되는 횡방향 거동을 
선형적으로 표현할 때 많이 쓰이는 바이시클 모델이다. 
상태 벡터를   로 두고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식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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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풍으로 인한 횡방향 외력 과 수직모멘트 가 외
란으로 반영되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식 (7)에 적용
하면 는 값에 비해 매우 작은 값이다. 또한 운전자는 
횡풍 외란에 의해 발생된 횡력 에 대해 쉽게 대처할 수 
있지만, 수직모멘트 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6) 그리하여 뒤에 서술될 횡풍으로 인한 외란 추정
시에 단순화된 모델을 위해   으로 가정하고, 을 추
정하여 위험 지표로 삼는다.

2.3.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EPS) 모델

Fig. 3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dynamics는 (7)에 정리 
되어있다. 모터가 EPS 시스템의 rack에 붙어 조향을 보
조하는 역할을 한다.

Fig. 3 Structure of Electric power steering system

컬럼, 모터, 렉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앞바퀴 조향
각 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식 (4)와 같다.








  (4)

2.4. 얼라이닝 토크

운전자 토크와 모터토크는 MDPS 모듈에서 제공하는 
센서로 측정이 가능하며, 직진주행과 같은 조향 가속도나 
조향 속도가 크지 않을 때, 조향 관성 및 마찰에 의한 반
력 토크는 무시할 수 있다. 얼라이닝 토크는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다.(5) 

 ≈
  (5)

와 의 값은 기어 비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식 (5)의 근사를 검증하기 위해 횡풍이 수직방향으로 

2초에서 4초까지 15m/s로 가해지는 시뮬레이션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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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얼라이닝 토크 값을 비교해보았다. Fig. 4를 보면 가정
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얼라이닝 토크는 식 (6)처
럼 표현할 수 있다.





 (6)  

      
2.5. 카메라(Vision) 모델

Fig. 5 Vision model

비전 모델은 Fig. 5와 같다. 차선 중앙선 기준 자차량
의 위치를  ,로 정의한다.

3. 횡풍에 의한 외란 추정 
3.1. 외란 추정을 위한 상태 방정식과 관측 방정식

추정을 위한 상태 벡터를    
로 두면 상태 방

정식은 식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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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풍에 의한 수직모멘트 는 식 (8)에서 보듯, random- 
walk model로 가정한다. 출력값에 쓰이는 측정값은 식 
(9)처럼    

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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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이닝 토크는 식 (5)의 근사값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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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0)의 이산화 과정을 거치고 식 (11)의 예측단계, 
식 (12)의 관측값 업데이트 단계를 거치며 횡풍에 의한 
수직모멘트 값을 추정한다. 

 
3.2. 외란 추정 시뮬레이션

횡풍에 의해 발생하는 차량의 횡방향 이탈에 대한 위
험 지수는 식 (13)과 같이 정의된다.(9)

  


  



 (13)

선행 연구에서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과 같은 경우에 90kph 이상으로 주행할 때 횡속이 
15m/s 이상이면 위험한다고 판단한다. 그리하여 시뮬레
이션은 90kph차량으로 수직으로 15m/s의 횡풍을 2초부
터 4초까지 총 2초간 가하는 시나리오를 진행하였다. 

Fig. 6을 보면 횡풍으로 인한 수직모멘트 값의 추정이 
0.3초 이내로 실제값에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추정
기는 실제 값의 10% 미만의 오차를 보이며 좋은 성능을 

Fig. 4 Validation of aligning torque applox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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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고, 횡풍이 사라진 뒤에도 0.3초 이내에 실제 값으로 
복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 횡풍에 의한 외란 보상

Fig. 8에 외란 추정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가 그려져있

다. 외란 추정한 값을 슬라이딩 모드 제어의 외란 항에 추
가해서 그것을 보상하는 조향각을 계산 후, 토크 제어기
를 통해 오버레이토크를 계산하여 운전자의 조향을 보조
한다. 토크 제어기는 PI제어기를 사용한다,

4.1.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시스템 작동조건 

기존의 차선유지보조시스템(LKAS) 작동조건은 앞바
퀴와 차량과 가까운 차선까지의 거리(DLC)를 기준으로 
삼았다. Fig. 7에서 보듯 DLC가 일정 값 이하로 작아지면 
LKAS가 작동하고 중앙선으로 수렴하면 LKAS 작동이 
종료된다. 하지만 횡풍으로 인한 차선이탈 위험도 지수가 
기존에 정해진 값보다 높아지는 풍속, 차속에서는 추정한 
값을 작동조건에 추가할 수 있다. 

4.2. 슬라이딩 모드 제어

슬라이딩 모드 제어를 위하여 상태 방정식을 세우면 

Fig. 6 Aero yaw moment estimation

Fig. 7 Lane keeping assist system

Fig. 8 Overall structure of Lateral disturbance estimation &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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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4)와 같다. 이 식을 이용하여 슬라이딩면을 식 (15)
와 같이 정하고, 식 (16)에서 보듯 지수적인 도달법칙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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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sgn

  

･ ･ ･  (16)




･ ･ sgnsgn

   


 



  







 ≤ (17)

식 (16)을 이용하여 제어 입력을 계산하면 식 (17)과 
같다. 슬라이딩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 (18)
에서 보듯 리아푸노프 함수를 이용한다. 전체적인 횡방향 
외란 추정 및 보상의 구조는 Fig. 8과 같다.

  sgnsgn

 

≤ 

≤ (18)

5. 시뮬레이션 결과
시나리오는 Fig. 6에서 보듯 2초 조금 지나서 15m/s 

의 수직 방향 횡풍이 가해진다. 시뮬레이션 차량 모델은 
EPS 가 장착된 버스이다. 3.2에서 사용된 시나리오를 기
반으로, 90kph에서 15m/s의 횡풍을 가하였다. Fig. 6에
서 보듯 횡풍으로 인한 수직 모멘트를 추정은 0.3초 이내
에 이루어졌고, Fig. 9의 (a)는 LKAS 작동 또한 동시에 

이루어 진 것을 보여준다. Fig. 9의 (b)에서 기존의 운전
자 모델이 시스템의 개입없이 횡풍에 대응했을 때 보다 
차선이탈을 줄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Fig. 9(c)에
서 더 적은 조향 입력이 가해진 것을 볼 수있었다. 외란 
보상에 사용된 오버레이 토크는 Fig. 9의 (d)와 같다.

(a)

(b)

(c)

(d)
Fig. 9 Simul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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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는 EPS 센서 모듈과 샤시 센서를 이용하여 횡

풍으로 인한 외력을 추정하고, 이를 기존의 차선유지보조
시스템(LKAS)에 적용한 연구이다. 슬라이딩 모드 제어
기를 활용하여, 횡풍으로 인한 외란을 보상하고, 차선 유
지하는데 필요한 조향을 계산하였다. 추정을 통해 LKAS
를 빠르게 작동시켜 기존의 운전자 모델보다 차선이탈을 
줄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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