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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동로봇은 유연한 생산시스템이 필요한 산업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동로봇이 생산부품과 같은 기계적 

부하를 싣고 정해진 경로를 따라 정확히 이동하여야 하며 통상 기구학적 제어기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부하가 매

우 크고 비선형 마찰도 클 경우, 기구학적 제어기로 만족할 만한 제어성능을 기대할 수 없어서 동적 제어기가 연구되

고 있다. 기존의 동적 제어기는 부하의 무게와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러나 실제 기계적 부하는 

빈번히 변하고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기존의 동적제어기 성능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계적 부하를 정확히 알지 못

해도 이동로봇의 동적제어가 작동하도록 경사감소학습을 이용하여 적응 PD 제어 방법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였다. 
여러 가지 부하 변동 조건하에서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하여 본 논문의 적응 PD 제어 방법이 기존의 방법보다 폭넓은 

수렴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Mobile robots are effectively used in industrial fields that require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s. Mobile robots 
have to move with mechanical loads such as product parts along the specified paths, and are usually equipped with 
kinematic controllers. When the loads and nonlinear frictions are too high, satisfactory control performances can not be 
expected with the kinematic controllers, so some dynamic controllers have been developed. Conventional dynamic 
controllers require the exact weights and locations of the loads; however, the loads are frequently changed and 
unknown so that the control performances of the conventional controllers are limited. This paper proposes an adaptive 
PD control method using gradient descent learning to have sufficient dynamic control performance for unknown loads.  
 Simulation studies have been conducted for various load conditions to verify that the adaptive PD control method have 
much broader convergence region than the conven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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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

해서 소량 다품종화가 주류를 이루어 가고 있다. 소량

다품종화를 위해서 유연한 생산시스템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로봇의 사용이 가속화되고 있다[1]. 로봇

은 로봇매니퓰레이터와 이동로봇, 2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로봇매니퓰레이터는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작업

하는 반면, 이동로봇은 자유롭게 이동하며 다양한 작업

을 수행할 수 있다. 이동로봇은 몸체, 센서, 구동부 및 

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동로봇의 구동부는 

바퀴, 다리, 또는 무한궤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AGV 

(Automated Guided Vehicle)과 같은 이동로봇은 공장

자동화에 쓰이므로 바퀴를 사용한다. 이러한 이동로봇

은 유연한 생산라인 구축에 유용하게 사용된다[2]. 공장

내 물류를 위한 컨베이어 벨트는 하드웨어적으로 고정

되어 유연한 생산라인에 부적합한 반면, 이동로봇은 소

프트웨어적으로 이동경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유연

한 생산라인에 적합하다. 이동로봇의 경로는 미리 정해

질 수 있으며 정해진 경로를 로봇이 충실하게 따라가야 

주변물체와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동로봇의 운동제어에 기본적으로 기구학적 제어방법

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로봇 바퀴 속도제어를 통해 

로봇 몸체의 이동속도와 회전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3]. 

그러나 부하의 무게가 이동로봇의 무게보다 상대적으

로 많이 커지거나 비선형 마찰이 커지면 기구학적 제어

방법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동경로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동로봇의 동적

제어기[4, 5]가 연구되어졌으며, 부하의 무게, 위치 및 

비선형 마찰 등을 고려한 digital acceleration control 

method[6]가 발표된 바 있다. 이 방법은 로봇매니퓰레

이터 제어에 사용되는 computed torque method[7]와 매

우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부하의 

무게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

건이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부하가 부단히 바뀌

고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전제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

다. 따라서 이동로봇의 부하 조건과 비선형 마찰 등을 

고려한 기존의 동적제어 방법인 digital acceleration 

control method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사감소학습

[8, 9]을 이용한 적응 PD 제어 방법을 본 논문에서 제안

하였다. 기존의 방법은 부하 변동이 있을 경우 정확한 

부하 조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 제어오차가 

발생하며, 부하 변동이 매우 크면 제어기가 발산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 제어기가 

갖고 있는 일정이득 PD 제어구조를 가변이득 PD 제어

구조로 확장하였으며, 가변 PD 제어 알고리즘을 경사

감소학습방법으로 유도하였다. 여러 가지 부하 변동 조

건하에서 다양하게 시험하여 본 논문의 적응 PD 제어 

방법이 기존의 방법보다 폭넓은 수렴영역을 가지고 있

음을 확인한다. 

Ⅱ. 이동로봇의 기구학 및 동적방정식

이동로봇은 차동형(differential type)이며 그림 1과 

같이 2개의 바퀴와 2개의 캐스터를 갖는다. C는 이동로

봇의 기하학적 중심이고 G는 부하를 포함한 무게중심

이다. d는 C에 대한 G의 거리이고, 와 는 이동로봇

에 대한 G의 상대각도이다. 이동로봇 자체 질량은 M이

고 부하 질량은 m이며 2b는 구동축 길이이다. 이동로봇

의 직진속도는 이고 회전각도는 이다.

Fig. 1 Structural model of the mobile robot

그림 1에서 기구학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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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은 구동바퀴의 반경이고 은 이동로봇의 회전 

각속도이며 과 는 구동바퀴의 회전 각속도이다. 

Lagrange formulation에 의해 동적방정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6].

 
 

 


 
 

 


(3)

단, 과 는 바퀴의 구동토크이며 과 는 바퀴

의 회전 각가속도이다.  그리고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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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는 이동로봇의 회전관성질량이고 는 바

퀴의 관성질량이며 는 구동모터의 관성질량, 는 기

어비율이다.


과 

는 바퀴의 비선형 마찰이며 다음 

식과 같다.


   

  
     (4)


 는 점성마찰이고  

   
  이며 는 

점성마찰계수이다. 
 는 Coulomb 마찰과 Stribeck 

마찰이다.


  











   and  max 
max     and  ≥ max 
min  max  min  



  

min  min  max  

   

  (5)

max 는 최대 정지마찰력이고, min 는 Coulomb 마

찰이며 는 Stribeck 마찰계수이다.

Ⅲ. 제어기 설계 

이동로봇의 동적방정식(3)은 다음과 같이 간단한 형

태로 나타낼 수 있다.

                                 (6)

단,     
,     

 
,   




 


 

 
,

      
 

 


디지털제어 시에 샘플링 주기를  로 놓고, 시간 


와   에서 식(6)은 다음과 같다.

  
 




  

 


     (7)

단,    
는 시간 구간 


  에서의 제어토크이고, 

는 시간 

구간 
  에서의 제어토크이다. 

Fig. 2 Stepwise change of control torque

그림 2에서 제어토크는 
 순간에서 변하게 되므

로 가속도도 변하게 되나, 속도와 위치 및 비선형 마찰

은 적분 특성으로 인해 연속적인 값이 된다. 즉 식 (8)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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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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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시간 
에서 제어입력은 digital acceleration control 

method[6]에 의해 다음과 같다. 


  











  (9)

단, 는 기준 경로 위치이고 와 는 미분 

비례 제어이득이며 아래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

 



 


 

 
  




 


 

 

이때의 오차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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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오차 
  


  이고,







 
 




이다.

의 고유치(eigenvalue)가 단위원 내에 있도록 

와를 선택하면 

lim
→∞

 lim
→∞
  

즉, 점근안정하게 된다[6].

그런데 은 식 (3)에서와 같이 이동로봇의 자체질량 

뿐만 아니라 부하질량과 무게중심위치 등의 여러 파라

메터 값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값은 정확히 알기 

어렵고, 운행 중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의 보다 추

정치  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 대신 추정치 

을 사용한 제어기는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PD 제어구조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경사감소학습[8,9]을 이용하여, PD제어

기의 P, D 제어이득을 적응적으로 변화시켜줌으로써 

실제  대신 추정치 을 사용한 제어기에서도 안정 

범위를 크게 넓히고자 한다.

오차 함수  는 식 (11)과 같이 구성한다.

  








  







     (11)

PD 제어기의 이득 와 는  수식의 간결한 표현

을 위하여    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신

경회로망을 이용한 적응 PD 제어기의 이득 변화량 

  ,   로 두고, 업데이트를 위한 

  ,  는 연쇄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12)

여기서,     ,     , 는 학습률을 나타낸다.

식 (12)의 각 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

그리고 

 
는 시스템의 자코비안(Jacobian)을 의

미하며 


로 근사 가능하고 경사 감소학습법의 

특성상 크기보다 부호의 정보가 중요하므로 식 (14)와 

같이 사용하였다.



 
⇒ 

 
                    (14)

단,    , 

    이다.



 
는 식 (15)의 적응 PD제어기로부터 식 (16)

과 같이 구해진다.

   

 

 

 


 


 



경사감소학습을 이용한 이동로봇의 적응 PD 제어 방법

1683


  











 (15)



 
 





 
 

 

(16)

식(15)의 제어기는 식 (9)의 제어기에 비해, 미지의 

 대신 실제적인 추정치  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적응 PD 제어기 이득의 변화량 의 온라인 

자동 동조를 위한 업데이트 식은 다음과 같다.

                    (17)

여기서,     이다.

그림 3은 경사감소학습을 이용한 제안된 제어 시스

템의 블록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Ⅳ. 시뮬레이션 및 결과 

앞에서 제안된 적응 PD 제어기 (15)의 성능을 컴퓨

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이동로봇의 물리

적 파라메터는 다음과 같다. 

       

         ·    
    ·max  ·min  ·

  ·   ·, 위에서 실제의 

  는 운전 조건에 따라서 변하며 이때의 제어성

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이동로봇의 경로는 원(circle)이며, 출발

속도는 0이고 가속을 한 다음에 감속하고 정지하는 형

식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궤적을 발생시킨다. 


   cos

   sin
  


 

                       (18)

 














 ≤ ≤ 














≤ ≤ 

      (19)

원의 중심좌표는     는 원의 중심

좌표이고, 원의 반경은 이다.  시간 를 바꿈으

로써 운동속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초로 놓았

다. 초기 위치는        이고, 초기 

각도는     이다.

그림 4는 기준 궤적과  
, 

, 그리고  를 보여주

고 있다. 

부하가         으로 부

하 질량만 60kg 에서 30kg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기존

의 digital acceleration control method[6] 성능이 그림 5

에 도시되었다. 

Fig. 3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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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4 Reference trajectory, 
 , 

 , and    (a) Reference 
trajectory (b) 

  (c) 
  (d) 

부하질량이 60kg에서 30kg으로 변동되었어도 기존 

제어기가 안정하며 또한 적절한 제어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부하지량이 더 많이 변동하여 3kg으로 대폭 감소

한 경우에 대한 성능이 그림 6에 나타나 있다.

(a)

(b)

(c)

(d)

Fig. 5 Performance of the conventional controller with a 
payload of 30kg (a) Actual trajectory (b) Tracking error 
of  (c) Tracking error of  (d) Tracking error of 

 

부하질량이 60kg에서 3kg으로 매우 크게 변동된 경

우, 기존 제어기는 불안정하여 전혀 제어가 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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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6 Performance of the conventional controller with a 
payload of 3kg (a) Actual trajectory (b) Tracking error 
of  (c) Tracking error of  (d) Tracking error of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적응 PD 제어기를  적용

한 결과  그림 7과 같이 불안정하지 않으며 적절한 제어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a)

(b)

(c)

(d)

(e)

Fig. 7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daptive PD controller 
with a payload of 3kg (a) Actual trajectory (b) Tracking error 
of  (c) Tracking error of  (d) Tracking error of  (e) 

Change of Kp and KD g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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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질량이 많이 변하여도 적응 PD 제어기는 상황

에 맞게 이득을 적절히 변화시켜서 안정하게 제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 다양하게 시뮬

레이션한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부하질량 오차:  

 , 무게중심거리 오차:    , 무게중

심 각도 오차:    에 대해서 안정도 측면에서 

정리한 결과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적응 PD 제어기가 기존의 digital 

acceleration controller보다 더 다양한 부하 변동에 대해

서 제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이동로봇의 부하 조건과 비선형 마찰 등을 고려한 기

존의 동적제어 방법인 digital acceleration control 

method 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사감소학습방법을 

이용한 적응 PD 제어 방법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였다. 

기존의 방법은 부하 변동이 있을 경우 정확한 부하 조

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 제어오차가 발생하

며, 부하 변동이 매우 크면 제어기가 발산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 제어기

의 일정이득 PD 제어구조를 가변이득 PD 제어구조로 

확장하였으며, 가변 PD 제어 알고리즘을 경사감소학습

방법으로 유도하였다. 여러 가지 부하 변동 조건하에서 

다양하게 시뮬레이션하였으며 그 결과, 본 논문의 적응 

PD 제어 방법이 기존의 방법보다 넓은 수렴영역을 가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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