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2개의 인-휠 브러쉬리스 모터로 구동하는 차
량의 실시간 위치 추종 제어방법을 제안한다. 2개의 모터를 사
용하여 구동되는 차량의 경우 방향 및 이동이 각 모터의 제어
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컨트롤러에 의해 지령된 위치까
지 모터의 제어가 정확하게 된다 하더라도 차량의 실제 위치는
바퀴와 바닥면사이의 슬립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오차가 발생
하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발생하는 오차를 보상하기 위해 차
량의 실시간 각도 추정이 가능한 IMU(Inertia Measrement
Unit) 센서를 기반으로 진행 각도를 보정하며 주행 중 발생하
는 위치오차를 보상하기 위해 모터의 홀센서로부터 계산되는
위치와 IMU 센서의 데이터를 조합하여 실시간 위치 추종 제
어방법을 제안한다.

서 론

최근 자동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무인으로 운용되는 설비
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력설비나 창고의 경우 설비의 규
모가 크기 때문에 보안에 있어 설비의 규모만큼 비용이 증가하
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보안 장비로 고정형
CCTV(Closed-circuit television)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경
우 설비의 규모만큼 설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형 감시 장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라인트레이서 방식이나 레일 주행방식을
적용한 감시 장비가 이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은 초기 설치
비용이 큰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라인 트레이서나 레일
과 달리 위치경로를 임의로 설정이 가능한 2개의 인-휠
BLDC(Brushless DC) 모터가 적용된 차량의 위치제어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차량은 내부 감시를 위해 CCTV가 장착되어
있으며 카메라의 높낮이 조절을 위해 DC 리니어 모터가 차량
의 중심부에 장착되어 있다. 차량의 주행에 있어 일반적인 제
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제어기에서 정확한 위치제어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차량의 이동한 거리는 바닥과 바퀴와의 슬립이
나 외력에 의해 모터의 구동으로 인해 계산된 거리와는 차이가
발생하며 위치오차를 발생시키게 된다.[1] 정확한 위치제어를 위
해서는 이러한 발생 오차에 대한 보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주행 위치를 추종하여 발생하는 위치 및
각도오차를 IMU 센서의 각도 데이터와 홀센서로부터 얻은 각
모터의 회전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보상한다.

2륜 차량의 각도 및 위치 추종 제어방법

2륜 차량의 각도 오차
차량의 주행에 있어 제어기에서 정확한 제어를 한다고 하여

도 바퀴와 바닥면과의 슬립이나 외력으로 인해 모터의 속도가
변동되게 되며 그에 따라 차량의 진행 각도가 지령한 각도와는
다르게 틀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위치제어를 위해서는 발
생한 각도 오차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림 1은 각 바퀴의 회전으로 인한 이동거리로 계산되는 차

량의 각도와 IMU센서로 얻은 차량의 현재 각도를 기반으로
차량의 각도가 보상되는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그림 1 차량의 진행 각도 오차 보상

2륜 차량의 실시간 위치 추종

그림 2는 좌표축 기준으로 차량의 진행 방향에 대한 경로를
나타낸다. 차량의 초기지점이 (0,0)에서 (x,y)까지 이동하는 경
우에 대한 경로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 차량의 좌표축 기준 진행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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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는 차량의 회전 반경에 대한 반지름을 나타

내고 는 차량 중심축과 바퀴간의 간격, 과는 각 모터

가 좌표지점까지 이동해야하는 거리, 는 좌표 (x.y) 지점에서

의 차량 각도, ,  및 는 차량의 실시간 이동거

리와 각도를 나타낸다.
그림 3은 그림 1과 2를 기준으로 하여 차량의 실시간 각도

및 위치를 추종하여 오차를 보상하는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그림 3 차량의 실시간 각도 위치 추종 제어 알고리즘

실험 및 결과

그림 4 일반적인 속도제어 실험결과

그림 5 제안된 주행경로 각도보상 제어 실험결과

그림 4와 5는 라이다센서를 사용하여 차량의 진행 경로를
검출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4의 경우 모터의 속도와 위치제
어만 동작하며 각도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진행경로가 직선상
에서 이탈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그림 5의 경우 직선 경
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 일반적인 속도제어 실험 결과

그림 7 제안된 위치추종 제어 실험결과

그림 6과 7은 위치제어에 대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6
에서는 실시간 위치 추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목표지점에서 위
치 오차가 발생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그
림7의 경우 실시간 위치를 추종하여 제어하기 때문에 목표지점
에서 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륜 차량의 주행 중 발생하는 각도 및 위치

오차에 대한 보상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좌표계 상의 목표지점
이 정해진 경우 주행 경로를 따라 실시간으로 차량의 위치를
추종하여 제어하고 발생하는 오차를 보상해줌으로써 목표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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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주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위치 오차를 줄이는 제어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실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전력공사의 2019년 선정 기초연구개발 과
제 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과제번호:R19XO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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