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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로봇의 선도-추종 시스템
을 위한 학습 모델 예측 제어기 (learning model predictive
control, LMPC) 설계 방법이 제안된다. 모바일 로봇의 선도-추
종 시스템은 선도 로봇과 추종 로봇이 존재하며, 추종 로봇이
선도 로봇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것이 목표이다.
제안하는 학습 모델 예측제어기는 선도-추종 로봇의 궤적 데이
터를 이용하여 추종 로봇이 선도 로봇을 추적할 수 있는 제어
신호를 만들어 내고, 학습 횟수가 증가할수록 더 나은 제어 성
능을 보장한다. 제안된 제어기 설계 방법의 효율성은 시뮬레이
션 결과로부터 검증된다.
Abstract

2.2.1 안정한 집합

선도 로봇은 주어진 궤적에 따라 움직이고 추종 로봇은 이를
따라가는 태스크를 반복적으로 수행한다고 하자. 이때, 첫 번째
횟수에서는 선도-추종 로봇들의 궤적 데이터를 알고 있다고 가
정하면 아래와 같은 안정한 집합을 생성할 수 있다.
정의 1 [5]: 반복 횟수는 j로 표현되고 상태  는 아래와 같은
집합에 속한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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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집합  ,  ,  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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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이동형 로봇의 선도-추종 제어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1-5]. 선도-추종 제어 시스템은 선도 로봇이 주
어진 궤적에 따라 이동하면 추종 로봇이 이를 따라가는 시스템이
다. 이러한 제어 시스템은 선도 로봇의 추적 궤적만 설정하면 되
기 때문에 정찰, 감시와 같은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효율적이다. 하지만, 추종 로봇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비선형적
인 선도-추종 제어 시스템의 안정성과 제어 성능을 보장할 수 있
도록 제어기를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반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때 저장된 로봇의 궤적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안정
성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바일 로봇의 선도-추종 시스템
을 위한 학습 모델 예측 제어기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2. 본

론

2.1 문제 제기

논문 [4]에서는 아래와 같이 선도-추종 제어 시스템을 선형
파라미터 변화 시스템으로 모델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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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제어기 설계 조건

제안된 학습 모델 예측 제어기 설계 조건은 아래와 같은 유한
시간의 최적 제어 문제와 같으며, 매 샘플링 시간마다 최적의
제어 입력을 계산한다.
주요 정리 1: 모바일 로봇의 선도-추종 제어 시스템을 위한 학
습 모델 예측제어기 설계 조건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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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 대신에 식 (1)을 고려한다.
  

이다.
2.2 학습 모델 예측 제어기

이 절에서는 선도-추종 이동형 로봇들의 궤적 데이터로 생성
되는 안정한 집합의 정의와 안정한 집합을 이용한 학습 모델 예
측제어기 설계 조건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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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 험 결 과

제안된 LMPC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진
행하였다. 선도 로봇의 궤적은 설계자가 미리 결정한 상황에서
특정 트랙을 반복 주행하는 임무에 적용하였다. 그림 1에서는
LMPC를 적용하여 반복 횟수가 40회 이상일 때 얻어진 상태 궤
적이며, 그림 2는 PID를 이용하여 얻어진 상태 궤적이다. 표 1
을 통해서 반복 횟수가 증가될 수 록 더 나은 제어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제어 성능을 나타내는 비용 값은 65에
서 수렴한다.

<그림 1> LMPC를 이용한 상태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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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ID를 이용한 상태 궤적
<표 1> 주어진 임무의 반복 횟수에 따른 비용

횟수
j=0
j=10
j=20
j=30
j=41

비용(cost)
201
89
76
66
65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로봇의 선도-추종 제어 시스템을 위한
학습 기반 모델 예측 제어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제어기법
은 감시, 정찰, 레이싱 경주 등 반복적으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
해야하는 경우에 반복 횟수가 증가 될수록 더 나은 제어 성능을
얻을 수 있다. 다음 연구에서는 제안된 방법을 모델의 불확실성
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이 목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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