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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ABS, ESC와 같은 차량안전제어시스템을 비롯한 여러전자제어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어왔
다. 더욱 안전하고 주행성능이 좋은 자동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차량의 안전제어시
스템기술이 매우 고도화되어 왔다. 많은 차량안전제어시스템의 제어기들은 차량의 파라미터 및 실시간
상태를 활용하여 설계가 되는데, 몇몇의 차량 상태는 센서를 활용하여 계측이 되기도 하지만 센서를 활
용하더라도 쉽게 알지못하는 상태들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차량의 여러 파라미터들 중에서 주행할 때
마다 거의 변하지 않는 파라미터들이 있는 반면, 차량의 중량과 같은 파라미터는 주행시마다 계속 변하
게 된다. 이렇게 센서를 활용하더라도 알기 어려운 차량의 상태나 파라미터와 같은 경우 추정을 필요로
하는데 추정의 정확도가 차량제어기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차량의 중량은 승객이 몇 명 탑승하는지 또는 짐을 얼마나 싣는지에 따라 세단의 경우 약 30%까지 변
할 수 있는 파라미터인데, 이를 단순히 센서를 추가하여 계측하기엔 추가적인 비용문제를 야기하고 센서
를 추가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제어기나 연
구에서는 차량의 중량을 단순히 특정한 아는 값으로 가정을 하여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가정된 값
과 실제 차량의 중량이 큰 차이가 나는 경우엔 성능 악화를 불러오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센서없이 양산차에 존재하는 센서만을 활용하여 차량의 중량을 추정하
는 방법을 제시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종방향 운동방정식을 3차 상태방정식으로 표현하여 칼만필터와
같은 상태추정기들을 활용하여 노면경사와 중량을 동시에 추정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노면경사와 중
량을 하나의 관측기를 통해 동시에 추정해낸다는 장점이 있지만, 활용하는 센서의 수보다 추정하는 상태
의 개수가 더 많음에 따라 추정정확도가 떨어져 실차 적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차량
중량추정연구와는 달리 중량추정기와 동시에 평행한 노면 경사 추정기를 활용하여 추정 성능 및 강건성
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SC가 의무화 됨에 따라, 종방향 가속도 센서와 휠속센서 기반으로 노
면 경사를 추정해내고 서스펜션 파라미터를 활용하여 차량의 피치각을 예측하여 보상하는 방식으로 노면
경사추정기를 설계하였고, 이를 차량의 중량추정기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CarSim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여러 노면프로파일의 시나리오를 통한 기본 성능 검증 뒤, 실차 시험데이
터 분석을 통해 추정알고리즘을 검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