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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multiple RLS and actuator performance index-based adaptive actuator fault-tolerant 

control and detection algorithms for longitudinal autonomous driving. The proposed algorithm computes the 

desired acceleration using feedback law for longitudinal autonomous driving. When actuator fault or performance 

degradation exists, it is designed that the desired acceleration is adjusted with the calculated feedback gains 

based on multiple RLS and gradient descent method for fault-tolerant control. In order to define the performance 

index, the error between the desired and actual accelerations is used. The window-based weighted error 

standard deviation is computed with the design parameters. Fault level decision algorithm that can represent 

three fault levels such as normal, warning, emergency levels is proposed in this study. Performance evaluation 

under various driving scenarios with actuator fault was conducted based on co-simulation of Matlab/Simulink 

and commercial software (Car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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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 구동기는 다양한 기능 부품들을 포함하고 있으

며 이러한 부품들은 마찰 운동을 수행하는 부품이 존재한

다. 차량 주행을 위해 구동기가 지속적으로 작동되면, 부

품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품들 사이의 접촉으로 인해 마

찰과 마멸이 발생하여 구동기에 고장 및 성능 저하를 유발

한다.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 구동기 고장 또는 성능 저하

는 치명적인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율주행 

차량의 구동기 고장 탐지 및 고장 허용 제어 기술 개발은 

중요하다. 이에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 안정성 향상을 위해 

대학들에서는 고장 탐지 및 고장 허용 제어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Li 등
(1)
은 4륜 독립 조향 및 구동 전기 자동차의 구동기 

고장 허용 제어를 위해 그룹화 슬라이딩 모드 제어 알고리

즘을 제안하였다. Stetter
(2)
은 구조 차량의 슬립을 방지하

기 위해 가상 센서 및 퍼지 가상 액추에이터를 구성하여 

고장을 재건하고 허용 제어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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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Chen 등
(3)
은 시간 지연이 있는 불확실한 액티브 

조향 시스템과 구동기 고장 방지를 위해 타카기 수게노 

퍼지 모델을 도입하고 퍼지 H∞ 제어기를 이용하여 고장 

허용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Gao 등
(4)
은 전자식 파

워 스티어링 시스템의 센서 고장을 예방을 위해 루엔버거 

관측기와 선형 부등호 행렬을 이용하는 H∞  성능 지수를 

기반으로 고장을 추정하여 고장을 재건하고 허용 제어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Jeon 등
(5)
은 전기 자동

차의 인휠 모터 센서에 대한 고장 탐지를 위해 고장을 분

류하고 고장 레벨에 따른 센서와 차량 동역학의 외란 사이

의 상관관계 분석 및 패리티 방정식을 이용한 센서 통합 

고장 진단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Shahnazari 등
(6)
은 불

확실성을 갖는 비선형 아핀 시스템의 구동기 및 센서 고장

을 대응하기 위해 필터 뱅크를 이용하여 상태를 추정하고 

예측되는 거동을 계산하여 고장 탐지 알고리즘을 제안하

였다. Abci 등
(7)
은 다중 모바일 로봇 시스템의 구동기 및 

센서 고장 감지를 위해 필터 뱅크와 Kullback-Leibler 

Divergence를 이용한 고장 감지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Han 등
(8)
은 전환식 확률 시스템의 센서 및 구동기 고장 

허용 제어를 위해 Reduced order observer를 이용하여 

고장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장 허용 제어 알고리즘

을 제안하였다. Liu 등
(9)
은 타카기-수게노 퍼지 확률적 

시스템의 센서 및 구동기 고장 대응을 위해 퍼지 슬라이딩 

모드 관측기를 이용한 상태 추정을 기반으로 센서 및 구동

기 고장 허용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Kommuri 등
(10)

은 영구자석 동기식 모터 기반 전기자동차의 센서 고장 대

응을 위해 속도에 대한 임계값을 지정하여 도출되는 속도

에 대한 지수를 이용한 고장 탐지와 고차 슬라이딩 모드 

관측기 기반 고장 허용 제어 방법을 제시하였다. Mekki 

등
(11)

은 모터 시스템의 고장 허용 제어를 위해 적분 슬라

이딩 표면을 갖는 슬라이딩 모드 관측기와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를 이용한 고장 허용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며 제

안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고장 사

례들을 연구하였다. Karras 등
(12)

은 전방향 모바일 로봇

의 고장 허용 제어를 위해 각 모터 휠에 계측되는 전류의 

잔차를 이용하여 고장을 감지하고 모델 예측 제어기 기반 

고장 허용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고장 추정, 차량의 성능 지수를 

이용한 고장 탐지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슬라이딩 모

드 제어기, 퍼지 제어기, H∞ 제어기 및 상태 되먹임 제어 

방법들을 기반으로 고장 허용 제어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알고리즘들은 정확한 

모델이나 다양한 초기 파라미터들을 요구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

확한 모델 또는 제어 파라미터가 필요 없는 종방향 자율주

행을 위한 적응형 구동기 고장 허용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또한, 성능 지수 기반 고장 탐지 알고리즘을 제안한

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적응형 되먹임 제어 규칙을 이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의 구동기 고장 허용 제어 알고리즘 개발

2) 제어 오차를 이용한 구동기 고장 탐지를 위한 성능 

지수 개발 및 고장 단계 판단 알고리즘 개발

구동기 고장 허용 제어 알고리즘은 종방향 제어 수행을 

위해 적응형 요구 가속도를 도출하도록 설계되었다. 요구 

가속도는 되먹임 이득과 상대 거리 및 상대 속도에 대한 

오차를 기반으로 계산되며 고장 허용 제어를 위해 적응 

규칙을 이용하였다. 되먹임 이득은 순환 최소 자승으로 추

정되는 계수들과 경사 하강법을 기반으로 실시간 갱신되

는 적응형 이득을 이용하여 갱신되도록 설계하였다. 구동

기 고장 탐지 알고리즘은 Window 기반 가중 표준 편차를 

도출하고 성능 지수를 이용하여 고장을 탐지하고 단계를 

구분한다. 성능 지수 도출을 위해 목표 및 현재 가속도 간

의 오차를 기반으로 Wiindow 기반 가중 표준 편차가 계산

된다. 가속도 오차는 부드러운 성능 지수를 도출을 위해 

1계 전달함수가 적용되었다. 성능 지수는 0~100%의 값

들이 선형적으로 도출되기 위해 두 개의 설계 변수들과 

실시간 계산되는 Window 기반 가중 표준 편차를 이용하

여 도출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구동기 고장 탐지 알고

리즘은 구동기 고장 단계를 구분하기 위해 정상(Normal), 

경고(Warning) 및 비상(Emergency) 구간 임계값들을 정

의하여 도출된 성능 지수를 기반으로 구동기 고장 단계가 

구분되도록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 평가

를 위해 Matlab/Simulink에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CarMaker

를 이용하여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들을 기술하고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 장에서는 적응형 구동기 고장 허용 제어 및 탐지 알고리

즘에 대해 설명한다. 3 장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설명 및 분석하며, 4 장에서는 결론 및 

한계점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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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응형 구동기 고장 허용 제어 및 성능 지수 

기반 탐지 알고리즘

Fig. 1은 적응형 구동기 고장 허용 제어 및 탐지 알고리

즘의 모델 개략도를 보여준다.

Fig. 1 Model schematics of adaptive actuator fault tolerant 

control and detection algorithm

는 상대거리 및 속도에 대한 제어 오차들을 의미하고, 

는 요구 가속도() 도출을 위한 되먹임 이득들이다. 

RLS with forgetting factor-1,2,3은 추정치() 및 적응

형 이득()을 출력하도록 설계하였다. Adaptive rule 블

록은 되먹임 이득을 갱신하여 요구 가속도를 도출한다. 요

구 가속도는 현재 가속도와의 오차를 계산하기 위해 이용

되었다. 계산된 오차는 비례-미분-적분(PID) 제어기와 성

능 지수 기반 고장 검출 블록의 출력으로 각각 가속( ) 

및 감속 패달( ) 입력과 구동기 고장 탐지 지수를 출력

한다. 다음 절에서는 구동기 고장 허용 제어를 위한 적응

형 되먹임 제어(Adaptive feedback controller, AFC) 알

고리즘에 대해 기술한다.

2.1. 다중 순환 최소 자승 기반 구동기 고장 허용 제어

요구 가속도는 구동기 고장 허용 제어를 위해 AFC를 

기반으로 도출되며, 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되먹임 이득은 적응 제어 규칙을 이용하여 갱신되도록 

하였으며, 오차 변화율과 되먹임 이득 변화율 간의 관계를 

가상 함수로 정의하였다. 정의된 가상 함수는 아래의 식들

과 같다.


 




                 (2)

  
 

                 (3)

식 (2)와 (3)에서 



는 순환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추정하며, 망각인자가 적용되었다. Fig. 2는 추

정 계수들을 도출하기 위해 망각인자를 이용한 순환 최소 

자승 모델의 모델 개략도이다.

Fig. 2 Model schematics of recursive least squares with 

forgetting factor for coefficients estimation

순환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도출된 추정 계수들은 적

응형 되먹임 이득을 계산하기 위해 이용되었으며 이를 기

반으로 되먹임 오차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함수를 

정의하였다.

  




  




               (4)

적응형 되먹임 이득을 도출하기 위해 경사 하강법을 이

용하였다. 정의된 식은 다음과 같다.

 


              (5)

목적함수의 되먹임 이득에 대한 변화율을 가상 함수를 

이용하여 되먹임 이득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로 재정리하

였다. 정리된 식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6)







           (7)

되먹임 이득의 변화율 크기는 되먹임 이득의 변화율들

인 식 (6)과 (7)을 이용하여 계산되며 계산된 수식은 식 

(8)과 같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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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8)에서 되먹임 이득의 변화율 크기와 상대 거리 및 

상대 속도 오차 간의 관계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관계식은 

제어 오차가 0이 되는 경우 적응 이득 값이 0이 되기 위해 

식 (9)와 같이 설계하였다. 식 (10)~(12)는 관계 함수를 

정의하기 위한 수식들이다.




                (9)

 
 

                 (10)

  
 

            (11)

  
 

             (12)

식 (9)에서 는 적응 이득을 갱신하기 위한 설계변수를 

나타내며, 적응형 이득 는 추정 계수 와 같이 순환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추정된다. Fig. 3은 적응형 이득

을 추정하기 위한 모델 개략도이다.

Fig. 3 Model schematics for adaptation gains estimation

Fig. 2와 3에서 순환 최소 자승은 각각 추정 계수 와 

적응 이득 를 추정하기 위해 출력(), 복귀자() 및 추

정치()를 정의하고 이들의 선형 관계식은 아래와 같다.


 

 
                (10)

    
 


     

      (11)

    
 


     

      (12)


  

   
 

 
 

    (13)

추정치, 순환 최소 자승 이득 및 공분산은 다음의 수식

들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갱신된다. 실시간 계산 수식들

은 아래와 같다.

  
              (14)

 



  

 




               (15)

 
              (16)

                (17)

추정된 계수들과 적응형 이득들은 되먹임 이득을 갱신

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성능 지수 기반 구

동기 고장 탐지에 대해 기술한다.

2.2. 성능 지수 기반 구동기 고장 탐지 

성능 지수를 도출하기 위해 요구 가속도와 현재 가속

도 간의 가속도 오차를 정의하였고 가속도 오차는 다음과 

같다. 


 

                (18)

식 (18)에서 는 차량의 가속도를 나타낸다. 구동기 

고장 발생 경우 요구 가속도를 추종하지 못하여 구동기가 

정상 상태일 경우와 비교적 큰 가속도 오차가 발생되며 

이를 이용하여 구동기의 성능 지수를 도출한다. Fig. 4는 

성능 지수 도출을 위한 개념도이다.

Fig. 4 Concepts for derivation performance index

Fig. 4에서 Window는 N 개의 데이터를 갖도록 제한하

며, 성능 지수는 Window 기반 가속도 오차를 이용하도록 

설계하였다. 성능 지수는 실시간 표준 편차를 기반으로 도

출되며, 과거 데이터에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가중치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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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가속도 오차를 이용하여 실시간 표준 편차를 계산한

다. 가중치는 0~1의 값을 갖는 5차 함수를 적용하였다. 

Fig. 5는 가속도 오차에 적용된 가중치 함수이다.

Fig. 5 Weighting factor function

Fig. 5에서 정의역 범위는 1~100으로 제한한다. 가중

치는 과거의 데이터 일수록 0에 가까운 가중치를 가지며 

현재 데이터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운 가중치를 갖도록 

가중치 함수를 설계하였다. 표준 편차와 가중치가 적용된 

오차는 각각 식 (19)와 (20)과 같다.


 





  



 

             (19)

     ⋯          (20)

 
 


               (21)

 
 

 
 

      (22)

식 (21)에서 부드러운 성능 지수를 도출하기 위해 시

정수 를 이용하여 지연된 가속도 오차  를 정의하였

다. 식 (22)에서 가중치를 도출하는 5차 함수의 계수  , 

 ,  ,  ,  , 들은 각각 ×  , ×  , 

×  , ×  , ×  , × 을 갖

도록 정의하였다. 식 (19)에서 는 제한된 Window 내에

서 계산되는 평균을 의미한다. 성능 지수 정의를 위해 구

동기 고장이 없는 정상 상태일 때의 표준 편차 3배 값

( )과 표준 편차의 최댓값(   )을 정의하였다. 정의

된 임계값들은 성능 지수 계산을 위한 경계 조건들로 이용

하였다. 성능 지수와 경계 조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                 (23)

 ≤
   ⇒   

 
×  (24)


   ⇒                  (25)

도출된 성능지수는 구동기 고장 탐지를 위해 이용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구동기 상태를 정상(Normal), 

경고(Warning) 및 비상(Emergency) 단계로 고장을 구

분하도록 고장 탐지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Fig. 6은 성

능 지수 기반 구동기 고장 탐지 알고리즘의 개념도를 나

타낸다.

Fig. 6 Concepts of performance index-based fault detection 

algorithm

고장 허용 제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 가속도가 갱신

되며 현재 가속도와의 오차를 도출하고 도출된 오차로부

터 성능 지수를 계산한다. Fig. 6에서 보이듯이 도출된 성

능 지수로부터 구동기 고장 단계를 판단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적응형 구동기 고장 탐지 

및 허용 제어 알고리즘에 대해 성능평가 결과를 기술하고 

분석한다.

3. 성능평가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적응형 고장 탐지 및 허용 제어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해 Matlab/Simulink 환경에서 적

응형 되먹임 제어(AFC)를 이용한 고장 허용 제어 알고리

즘과 성능 지수 기반 고장 탐지 알고리즘이 설계되었다. 

설계된 알고리즘은 차량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 차량, 

제어 알고리즘, 주행 환경 및 요소들을 개발 및 구성하여 

다양한 평가가 가능한 상용 소프트웨어인 CarMaker에서 

제공되는 차량을 기반으로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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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valuation results: velocity profile

Fig. 8 Evaluation results: clearance (LQR)

Fig. 9 Evaluation results: clearance (AFC)

Table 2 Parameters used for performance evaluation

Description
Value

Case1,2 Case3,4

Number of window 100

Design parameter  0.482 0.480

Design parameter  1

Proportional gains 5

Integral gains 1×10
-3

Differential gains 1×10
-7

Thresholds for 

performance index
0.027 0.490

Maximum values for 

performance index
9.590 11.180

Forgetting factors for 

coefficient
0.990 0.990

Forgetting factors for 

adaptation gamma
0.960 0.960

Time constant for 

performance index
6 5

평가 시나리오를 구동기 고장이 유무에 따라 구분하였으

며 각각 선형 2차 조절 기(LQR)와 제안된 알고리즘을 비

교 및 분석하였다. 고장 주입은 하위 제어기에서 도출되는 

제어 입력을 정상 상태 대비 비례하여 작은 입력 값을 갖

도록 하였다. Table 1은 적용된 시나리오 및 주행 조건들

이다.

Table 1 Driving scenarios and conditions for performance 

evaluation

Division Case1 Case2 Case3 Case4

Driving scenario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Sine wave

Steering input CarMaker driver model

Road friction 

coefficient
0.85

Proportional 

coefficient for 

fault injection

1 0.003 1 0.003

Fault injection 

time
N/A

40~65

[sec] 
N/A

35~60

[sec] 

Table 1에서 모든 Case는 직진 차선을 주행하기 위해 

CarMaker에서 제공되는 운전자 모델을 적용하였다. Table 

2는 성능평가를 위해 사용된 파라미터이다.

Table 1과 2에서 기술된 Case1과 Case2에 대한 고장

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며, Fig. 

7~26은 고장 탐지 및 적응형 고장 허용 제어 알고리즘의 

성능평가 결과이다. 고장 주입은 40~65초에 적용하였다.

Fig. 7~9는 구동기 고장이 없는 경우로 목표 속도 및 

상대 거리 추종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구동기 고장이 

주입된 경우 Fig. 17~19에서 볼 수 있듯이 AFC는 40~65

초에서 고장에도 불구하고 목표 속도 및 상대 거리를 합리

적으로 추종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반면 LQR은 고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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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valuation results: estimated coefficients

Fig. 11 Evaluation results: adaptation gains

Fig. 12 Evaluation results: feedback gains

Fig. 13 Evaluation results: acceleration

Fig. 14 Evaluation results: acceleration error

Fig. 15 Evaluation results: standard deviation

Fig. 16 Evaluation results: performance index

Fig. 17 Evaluation results: velocity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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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Evaluation results: clearance

Fig. 19 Evaluation results: clearance

Fig. 20 Evaluation results: estimated coefficients

Fig. 21 Evaluation results: adaptation gains

Fig. 22 Evaluation results: feedback gains

Fig. 23 Evaluation results: acceleration

Fig. 24 Evaluation results: acceleration error

Fig. 25 Evaluation results: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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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Evaluation results: performance index

Fig. 27 Evaluation results: velocity profile

Fig. 28 Evaluation results: clearance (LQR)

Fig. 29 Evaluation results: clearance (AFC)

Fig. 30 Evaluation results: estimated coefficients

주입한 구간에서 목표 속도를 추종하지 못하여 현재 차량

의 상대 거리가 목표 상대 거리와 최대 약 20m 정도 차이

가 발생한 결과를 보였다. Fig. 10, 11, 20, 21에서 순환 

최소 자승으로부터 도출된 추정치와 적응형 이득을 기반

으로 목표 속도를 추종하기 위한 되먹임 이득이 갱신됨을 

Fig. 12와 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장 주입 시점으로부

터 목표 속도를 추종하기 위한 요구 가속도 도출을 위해 

되먹임 이득이 갱신되어 비교적 큰 목표 가속도 결과를 

Fig. 13과 23에서 확인하였다. Fig. 14, 15, 24, 25는 가속

도 오차 및 표준 편차의 계산 결과이며, 가속도 오차와 달

리 1계 전달함수 기반 지연된 가속도 오차를 이용하여 실

시간 계산되는 표준 편차는 부드러운 곡선이 도출되었다. 

정의된 성능 지수 및 Fault level 구분을 위한 임계값에 

의해 고장이 탐지된 결과를 Fig. 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장 탐지 시점(42.56초)은 실제 적용된 고장 시점

(40초)과 2.56초의 차이를 보였다. Fig. 27~46은 Sine 

wave의 목표 속도를 추종하는 Case3과 Case4의 성능평

가 결과들이다.

Fig. 27~29에서 구동기가 정상 상태일 경우 비교된 제

어기들로 목표 속도 및 목표 상대 거리의 추종 결과를 확

인할 수 있다. Fig. 37~39은 고장을 주입한 경우로 구동기 

고장에도 불구하고 AFC는 LQR과 비교적 합리적인 추종 

결과를 보였다. 순환 최소 자승 기반 추정 계수와 적응형 

이득은 Fig. 30, 31, 40, 41에서 보이듯이 Case1,2와 같이 

추청 값들을 기반으로 목표 속도를 추종하기 위한 되먹임 

이득 갱신 결과를 Fig. 32와 42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33과 43에서 실시간 갱신되는 되먹임 이득 기반 요구 가

속도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상 상태 구간에서 

비교적 크게 발생되는 요구 가속도들은 차량의 제어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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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Evaluation results: adaptation gains

Fig. 32 Evaluation results: feedback gains

Fig. 33 Evaluation results: acceleration

Fig. 34 Evaluation results: acceleration error

Fig. 35 Evaluation results: standard deviation

Fig. 36 Evaluation results: performance index

를 줄이기 위해 되먹임 이득의 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값들

이다. Fig. 34, 35, 44, 45에서 현재 가속도와 요구 가속도 

간의 가속도 오차 및 Window 기반 실시간으로 계산된 표

준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Fig. 36과 Fig. 46에서 성능 

지수가 Fault level 임계값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고장이 

탐지되는 결과를 보였다. 제안된 고장 탐지 알고리즘은 

AFC와 LQR의 경우 적용된 고장 시점(35초)을 기준으로 

각각 2.15초, 3.82초 이후 구동기 고장을 탐지하였다. 결

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고장 탐지 및 적응형 고장 

허용 제어 알고리즘은 고정된 파라미터를 갖는 LQR 대비 

파라미터를 갱신하여 합리적 결과들을 확인하였다. 표준

편차 개념을 이용하여 AFC와 LQR의 추종 및 탐지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목표 속도와 현재 속도 간의 오차 기반 표

준 편차와 고장 탐지 시간을 Table 3, 4에 구분하였다.

Table 3, 4에서 보이듯이 AFC는 LQR 대비 정확한 모

델이 없이도 고장 허용 제어를 위해 목표 속도를 추종하기 

위한 종방향 요구 가속도를 갱신하며, 이를 기반으로 성능 

지수를 도출하고 고장을 탐지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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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Evaluation results: adaptation gains

Fig. 42 Evaluation results: feedback gains

Fig. 43 Evaluation results: acceleration

Fig. 44 Evaluation results: acceleration error

Fig. 37 Evaluation results: velocity profile

Fig. 38 Evaluation results: clearance

Fig. 39 Evaluation results: clearance

Fig. 40 Evaluation results: estimated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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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Evaluation results: standard deviation

Fig. 46 Evaluation results: performance index

Table 3 sigma value of velocity tracking error

Velocity error [standard deviation]

Division AFC LQR

Case1

[w/o fault]
1.47 [kph] 1.36 [kph]

Case2

[w/ fault]
1.68 [kph] 5.74 [kph]

Case3

[w/o fault]
2.42 [kph] 2.19 [kph]

Case4

[w/ fault]
2.54 [kph] 6.12 [kph]

Table 4 Fault detection time

Division
Fault injection 

time

Fault Detection time

AFC LQR

Case2 40[sec] 42.56 [sec] 44.52 [sec]

Case4 35[sec] 37.15 [sec] 38.82 [sec]

한, 제안된 알고리즘은 고려해야 할 파라미터들을 감소시켜 

최소한의 파라미터를 갖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현재 알고

리즘에 이용되는 순환 최소 자승법은 지수적인 안정성을 갖

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들에 따라 불안정한 추정치들을 도

출하는 한계점이 있다. 다음 장에서는 결론과 한계점 분석 

및 향후 제안된 알고리즘의 고도화 계획에 대해 기술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종방향 자율주행을 위한 다중 순환 최소 

자승 기법 및 성능 지수 기반 적응형 고장 허용 제어 및 

고장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알고리즘은 되먹임 기

법을 이용한 종방향 요구 가속도를 도출하도록 설계되었

다. 요구 가속도는 순환 최소 자승으로부터 실시간 도출되

는 추정 계수들과 경사 하강법 기반 적응형 이득을 기반으

로 갱신되었다. 적응형 목표 가속도와 현재 가속도 간의 

오차가 고장 탐지를 위한 성능 지수에 이용되었다. 성능 

지수 도출을 위해 Window 기반 가중 표준 편차를 사용하

였다. Window 내 데이터 가중을 위해 5차 함수를 이용한 

가중치 함수를 설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계산된 표준 편

차는 성능 지수 계산을 위해 사용되었다. 정의된 성능 지수 

기반 고장 단계를 정상, 경고, 비상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

는 판단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성능평가로부터 제안된 

제어기와 LQR 제어기를 비교하였고, 고정된 파라미터를 

갖는 LQR의 경우 구동기 고장 탐지는 가능하였으나 고장 

허용 제어는 어려운 한계점을 확인하였다. 반면 제안된 알

고리즘은 고장 허용 제어를 위한 적응형 목표 가속도를 도

출함으로써 목표하는 상대 거리 및 상대 속도를 합리적으

로 추종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제안된 성능 지수를 

기반으로 구동기 고장을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

안된 제어 알고리즘의 경우 제어 파라미터 최소화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파라미터의 차원은 축소되었다. 

그러나 부가적으로 발생된 파라미터 갱신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나머지 파라미터들의 실시간 자동 갱신을 위해 

머신러닝 기반 학습 알고리즘의 적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순환 최소 자승 알고리즘의 안정성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

다. 그리고 현 단계에는 고장을 제어 입력에 대한 비례 계

수 적용으로 주입하였으나 향후 합리적 성능평가를 위한 

고장 형태 영향 분석(FMEA) 방법 기반 구동기 고장 적용

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제안된 알고리즘은 자율주행 자동

차의 구동기 고장 안전 시스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후 기

본 연구는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NRF-2016 

R1E1A1A01943543)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사업임.



오세찬 ·이종민 ·오광석 ·이경수

자동차안전학회지: 제14권, 제2호, 2022

참고문헌

(1) Li, B., Du, H. and Li, W., 2016, “Fault-tolerant 

control of electric vehicles with in-wheel motors 

using actuator-grouping sliding mode controlllers”, 
Mechanical Systems and Signal Processing, Vol. 

72, No. 5, pp. 462~485.

(2) Stetter, R., 2020, “A virtual fuzzy actuator for the 

fault-tolerant control of a rescue vehicle”, 2020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uzzy Systems 

(FUZZ-IEEE), pp. 1~8.

(3) Chen, L., Li, X., Xiao, W., Li, P. and Zhou, Q., 

2019, “Fault-tolerant control for uncertain vehicle 

active steering systems with time-delay and 

actuator fault”,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Vol. 17, No. 9, pp. 

2234~2241.

(4) Gao, Z., Yang, L., Wang, H. and Li, X., 2017, 

“Active fault tolernat control of electric power 

steering system with sensor fault”, 2017 36
th
 

Chinese Control Conference(CCC) IEEE, pp. 9630~ 

9636.

(5) Jeon, N. and Lee, H., 2016, “Integrated fault 

diagnosis algorithm for motor sensor of in-wheel 

independent drive electric vehicles”, Sensors, Vol. 

16, No. 12, pp. 2106.

(6) Shahnazari, H. and Mhaskar, P., 2018 “Actuator 

and sensor fault detection and isolation for nonlinear 

systems subject to uncertainty”, Internatinonal 

Journal of Robust and Nonlinear Control, Vol. 28, 

No. 6, pp. 1996~2013.

(7) Abci, B., El Najjar, M, E, B. and Cocquempot, V., 

2019, “Sensor and actuator fault diagnosis for a 

multi-robot system based on the Kullback-Leibler 

Divergence”, 2019 4
th
 Conference on Control and 

Fault Tolerant Systems (SysTol) IEEE, pp. 68~73.

(8) Han, J., Liu, X., Wei, X. and Zhang, H., 2019, 

“Reduced-order observer based fault estimation 

and fault-tolerant control for switched stochastic 

systems with actuator and sensor faults”, ISA 

transactions, Vol. 88, No. 5, pp. 91~101.

(9) Liu, M., Cao, X. and Shi, P., 2012, “Fuzzy-model- 

based fault-tolerant design for nonlinear stochastic 

systems against simultaneous sensor and actuator 

faults”, IEEE Transactions on Fuzzy Systems, Vol. 

21, No. 5, pp. 789~799.

(10) Kommuri, S. K., Defoort, M., Karimi, H. R. and 

Veluvolu, K. C., 2016, “A robust observer-based 

sensor fault-tolerant control for PMSM in electric 

vehicles”, IEEE Transactions on Industrial Electronic, 

Vol. 63, No. 12, pp. 7671~7681.

(11) Mekki, H., Benzineb, O., Tadjine, M. and Benbouzid, 

M., 2015, “Sliding mode based fault detection, 

reconstruction and fault tolerant control scheme 

for motor systems”, ISA transactions, Vol. 57, 

No. 7, pp. 340~351.

(12) Karras, G. C. and Fourlas, G. K., 2020, “Model 

predictive fault tolerant control for omni-directional 

mobile robots”, Journal of Intelligent & Robotics 

Systems, Vol. 97, No. 5, pp. 635~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