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제33권 제5호, pp. 508~513, 2009 
 

 

508 

<학술논문>                                           DOI:10.3795/KSME-A.2009.33.5.508 

 
피드포워드 마찰 보상을 이용한 서보 시스템의 위치 제어 

 

박민규* · 김한메* · 신종민* · 김종식† 
(2008 년 11 월 3 일 접수, 2009 년 3 월 6 일 수정, 2009 년 3 월 17 일 심사완료) 

 
Position Control of Servo Systems Using Feed-Forward Friction 

Compensation 
 

Min Gyu Park, Han Me Kim, Jong Min Shin and Jong Shik Kim 
 

Key Words : Ball-Screw System(볼-스크류 시스템), LuGre Friction Model(LuGre 마찰 모델),  
Friction Identification(마찰 동정), Feed-Forward Compensation(피드포워드 보상) 

Abstract 

Friction is an important factor for precise position tracking control of servo systems. Servo systems with 
highly nonlinear friction are sensitive to the variation of operating condition. To overcome this problem, we 
use the LuGre friction model which can consider dynamic characteristics of friction. The LuGre friction 
model is used as a feed-forward compensator to improve tracking performance of servo systems. The 
parameters of the LuGre friction model are identified through experiments. The experimental result shows 
that the tracking performance of servo systems with higherly nonlinear friction can be improved by using 
feed-forward friction compensation.  

1. 서 론 

마찰은 접촉하는 두 물체 사이에서 발생되는 
비선형성이 매우 강한 현상으로 서보 시스템의 
정밀한 위치 추종성능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마찰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서보 시스템

의 정밀 제어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마찰

거동에 대한 모델은 정적 모델과 동적 모델로 
구분 할 수 있다. 정마찰, 쿨롱(Coulomb)마찰, 
점성마찰을 고려한 정적 모델은 속도에 종속인 함
수로서, 마찰력과의 관계를 정적 맵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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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적 모델만으로는 0 속도 부근에서의 
마찰 특성 변화에 따른 마찰의 동특성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마찰 내부의 동특성과 관련된 스
틱-슬립(stick-slip), 마찰지연(friction lag)과 같은 거
동을 나타낼 수 있는 동적 모델이 요구된다. 따라

서 서보 시스템의 속도 절환 시 정밀한 위치 제어

를 위해서는 마찰의 정적 특성 및 동적 특성에 관
한 마찰 현상을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1~3) 
서보 위치 제어시스템의 성능 저하를 야기시키

는 마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치 제어기 
설계 과정에서 마찰 모델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

이다. 마찰 모델에 포함된 정적 및 동적 마찰 파
라미터 값들은 실험적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마찰 파라미터 값들은 시스템의 작동 조건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어떤 한 조건에서 
정확한 파라미터 값들을 구했다 하더라도 그 값이 
실제 작동상태에서는 정확한 값이 되지 못한다. 
또한 마찰 파라미터 값들을 실험적으로 구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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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ball-screw system 
 

 
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응 제어기법이 활발히 연
구되고 있다. 이 제어기법은 마찰 파라미터들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는 전제하에 마찰 파라미터

들을 추정해 내는 기법이다.(4,5) 그러나 이 추정된 
마찰 파라미터 값들은 제어시스템의 안정성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마찰 파라미터의 과도

한 추정이 이루어질 경우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도 있다.(1,3) 또한 추정된 값들은 제어시스템을 안
정화 시킬 수 있는 값들로 추정되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의 마찰 현상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값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적응 제어기

법에 의해 추정된 마찰 파라미터들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제어 대상 시스템의 마찰 파라미터들이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7,8) 
본 논문은 볼-스크류 시스템에 대하여 Canudas 

de Wit(2) 등이 제안한 LuGre 마찰 모델의 정적 특
성 및 동적 특성에 관련된 파라미터들을 실험적으

로 구하고, 실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
은 결과들을 비교 검토하여 실험적으로 얻은 마찰 
파라미터들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그리고 LuGre 
마찰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 마찰 토크를 피드포

워드(feed-forward)로 보상한 경우와 보상하지 않은 
비례-미분 위치 제어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한다. 

2. 볼-스크류 시스템 모델링 

Fig. 1 은 질량을 가진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

이 존재하는 1-자유도 운동을 하는 볼-스크류 시
스템의 개략도이다. 이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은 
다음과 같다. 

fJ u Tθ = −&&     (1) 

여기서 J 는 볼-스크류 시스템의 등가회전관

성모멘트, θ 는 볼-스크류의 각변위, u 는 제어입

력 토크, 그리고 fT 는 마찰토크를 나타낸다. 그

리고 Table 1 에는 볼-스크류 시스템의 사양이 요
약되어 있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ball-screw system 

Item Specification 

Total mass 8 kg  

Outer radius of the screw  12 mm  

Lead 2 mm  

Inertia of the ball-screw system 
6 26 10 kgm−×

 
 

 
Fig. 2 Bristles model 

 
움직임이 없는 두 물체의 접촉표면은 미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거친 상태로 서로 결합되어 
있다. 이 결합상태를 모델링 할 목적으로 접촉표

면의 결합을 Fig. 2 와 같이 강모(bristle)의 평균 편
향에 대한 강성과 댐핑 항으로 등가화 할 수 있으

며, 이 등가화된 모델을 LuGre 마찰 모델이라고 
한다.(2) 이 모델에 외력이 작용하면 미세 편향변위

(microscopic deflection displacement) z 가 발생되며, 
이 모델은 스프링과 감쇠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동적 거동을 묘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anudas de Wit 가 제안한 LuGre 
마찰 모델을 이용한다.(2,8)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이 
강모들의 평균 휨 거동을 나타낼 수 있다. 

0 | |
( )

zz
g
σ

ω ω
ω

= −&    (2) 

2)/(
10)( seg ωωααω −+=   (3) 

여기서 ω 는 두 접촉표면 사이의 상대 각속도, 

0α 는 쿨롱 마찰계수, 1α 는 정적 마찰계수, sω 는 
스트라이벡(Stribeck) 속도, 그리고 z 는 측정 불가

능한 강모의 내부 상태변수이다. 
또한, 강모들의 편향변위에 의해 생성된 마찰 

토크와 점성 마찰계수 2α 를 첨가함으로써 강모의 
내부 상태변수 z 에 대한 LuGre 마찰 모델은 다음

과 같이 표현된다. 

0 1 2fT z zσ σ α ω= + +&    (4) 

여기서 0σ 와 1σ 은 각각 강모의 스프링상수와 감
쇠계수를 나타내는 동적 마찰 파라미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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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가 등속으로 이송될 때 식 (3)의 ( )g ω 함수

는 식 (2)에 최종값 정리를 적용하여 얻은 정상상

태에서의 강모의 내부 상태변수 ( )sgn( )ssz g ω ω=
를 식 (4)에 대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상상태

에서의 마찰토크 
ssfT 를 구할 수 있다. 

0 2 2( )sgn( )
ssf ssT z gσ α ω ω ω α ω= + = +  (5) 

질량이 등속도로 움직일 동안은 모터의 토크는 
마찰을 극복하는데 이용되기 때문에 제어입력 

fu T= 의 관계가 성립된다. 마찰토크-속도 맵으로

부터 정적 마찰 파라미터 값들인 고착(stiction)마
찰, 스트라이벡(Stribeck) 속도, 쿨롱(Coulomb) 마찰 
그리고 점성(viscous)마찰력의 초기 값들을 실험을 
통해 얻을 목적으로 0 ~ 37ω = ± (rad/s)의 각속도

의 범위를 9 등분 하였고, 그들 9 개의 기준속도들

에 대해 비례-적분 속도 제어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때 얻은 출력 각속도와 마찰토크 값에는 미세 
속도 제어로 인한 노이즈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 속도당 10 차례의 실험을 수행하여 정
상상태에서의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작성한 마찰 토크와 속도 관계 맵이 Fig. 
3 (a)와 (b)에 " " 로 나타내었다. Fig. 3 에서의 점
선은 실험을 통해 선정된 정적 마찰 파라미터 초
기 값들과 9 개의 속도 입력에 대한 9 개의 마찰 
토크 출력 관계를 MATLAB 툴을 이용하여 비선

형 식 (3)에 대해 비선형 보간(nonlinear curve 
fitting)을 한 결과이고, 그 결과로부터 얻은 4 개의 
정적 마찰 파라미터들을 Table 2 에 나타내었다. 그
리고, LuGre 모델의 동적 파라미터인 0σ 와 1σ 을 
동정하기 위한 선행 단계로 볼-스크류 시스템의 
이탈(break-away) 토크 측정을 위해 램프(ramp) 입
력을 이용한 개루프 실험이 수행되었고, Fig. 4 의 
결과를 얻었다. 여기서 측정된 이탈 토크는 동적 
모델 검증에서 사용된다. 

동적 마찰 파라미터 값 0σ 와 1σ 은 속도가 근
사적으로 0 인 상태에서 얻어 지는 값이며, 측정할 
수 없는 내부 상태변수 z 와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착 영역(stiction regime, 0ω ≈ , 0z ≈ )에
서의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식 (2)의 0 zσ 와 식 
(3)은 근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8) 

0fu T zσ≈ ≈     (6) 

0 1( )g ω α α≈ +    (7) 
식 (6)과 (7)을 식 (2)에 적용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0 1

uz ω ω
α α

= −
+

&     (8) 

식 (8)로부터 z 값을 계산해 낼 수 있으며, 

0 /T Tz u z zσ = 로부터 0σ 값을 얻을 수 있다. 

강모의 감쇠계수인 1σ 의 초기값을 구할 목적으로 
식 (1)~(4)로부터 근사화된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1 2 0( )J uω σ α ω σ θ+ + + =&    (9) 

식 (9)에 0α 값 보다 작은 개루프 토크 스텝입력 
36.495 10u −= × (Nm)을 인가하여, 그에 대한 실험 

 

 

(a) Friction torque and velocity in the positive 
direction 

 

(b) Friction torque and velocity in the negative 
direction 

 

Fig. 3 Map of friction torque and velocity 
 

 

Fig. 4 Friction torque displacement and in the no-slip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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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과 시뮬레이션 응답이 일치되도록 1σ 을 조정

함으로써 1σ 값을 얻을 수 있다. 
Table 2 는 볼-스크류 시스템의 정방향 및 역방

향 실험을 통해 구한 정적 및 동적 마찰 파라미터

의 값들이다. 

3. 마찰 모델의 검증 

공칭(nominal) 마찰 모델을 이용한 컴퓨터 시뮬

레이션과 볼-스크류 시스템에서 개루프 입력을 통
한 마찰보상의 결과의 일치로부터 마찰모델 동정

의 정당성을 확인하기로 한다. 잘 예견된 마찰 파
라미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중 적분과 
같은 거동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만약 추정된 마
찰 파라미터들이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되면 한계 
싸이클(limit cycle)과 같은 시스템 성능에 좋지 않
은 특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정확한 마찰 파라미

터 값들을 추정해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3,8) 
동적마찰 파라미터에 대한 검증실험을 위해 볼-

스크류 시스템과 LuGre 마찰 모델을 상용 프로그

램(MATLAB)을 이용하여 구현했다. 이때 사용된 
명령입력은 개루프 토크입력이며, LuGre 모델의 동
적 구간( 0ω ≈ )에서의 특성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

이므로 다음과 같이 Fig. 3 에서 얻은 이탈 토크

(break-away torque)보다 작은 토크 명령입력이 다
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0.008sin(0.2 )u tπ=    (10)  
여기서 이탈 토크보다 작은 사인파 명령입력이 사
용된 이유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구간에서 강모의 
탄성거동 초기값인 0σ 의 초기값을 유추해 내기 
위함이다. Fig. 5 는 식 (10)의 토크 명령입력을 가
했을 때의 개루프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및 실험에 
대한 응답을 비교한 것이다. Fig. 5 에서 보여진 것
처럼 실험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명확히 일치

하지 않는다. 이것은 온도, 윤활 및 오염과 같은 
마찰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조건들에 의한 
영향력 및 0.2 Hz 의 느린 명령 입력으로 인해 0 
속도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인데, 
이는 Table 2 의 공칭값에 대해 마찰의 동적 특성

에 큰 영향을 미치는 σ 의 값이 시스템 상에서 
변동된 동정오차로 인함이다. 
공칭 마찰모델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비례

제어기를 사용한 마찰 보상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델의 검증 실험에 사용된 비례 제어법칙은 다음

과 같다. 

ˆ( )p r fu K Tθ θ= − +    (11) 

여기서 rθ 은 기준 위치입력, pK 는 비례제어게인, 

ˆ
fT 은 Table 2 에 있는 공칭 마찰 파라미터 값들을 

이용하여 계산된 추정 마찰 토크 값이다. 
Fig. 6 은 비례제어시스템의 시뮬레이션 및 실험

에 의한 출력 응답을 나타낸다. Fig. 6 에서 실험 
응답과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rms(root mean 
square) 오차가 약 0.19mm 로 오차범위가 10%내에 
속한다. 그 원인은 앞서 Fig. 5 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원인으로 인함이다. 
 
 

Table 2 Nominal friction parameters 

Nominal value Friction 
parameter 0v <  0v >  

0 (Nm)α  31013.7 −×  31079.6 −×  

1 (Nm)α  35.12 10−×  31044.2 −×  

2 (Nms/rad)α 4103.1 −×  41006.1 −×  

(rad/s)sω  28.2  33.3  

0 (Nm/rad)σ 21044.1 −×  2104.1 −×  

1 (Nms/rad)σ 4105 −×  4107 −×  
 

 

Fig. 5 Output response of open-loop system by 
experiment and simulation 

 

 

Fig. 6 Output response of proportional control system  
by experiment an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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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및 고찰 

Fig. 7 은 마찰 실험을 위한 볼-스크류 시스템의 
사진이다. Table 2 에 나타낸 동정된 마찰 모델의 
추정된 마찰 토크는 Fig. 8 의 블록선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LuGre 마찰 모델을 기반으로 한 피드

포워드 보상과 다음과 같은 비례-미분(PD) 제어 
법칙을 사용하였다. 

p du K e K e= + &    (12) 

여기서 de x x= − 이다. 각변위 θ 는 볼-스크류의 
변위 x 로 환산되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두 가
지의 명령입력을 사용하였다. 

1 4sin(0.08 )dx tπ=    (13) 

2 8sin(0.0286 )sin(0.003 )dx t tπ π=  (14) 

첫 번째 명령입력 1dx 은 속도변화를 가지고 동일

한 구간을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명령입력이

고, 2dx 는 속도변화를 가지고 가변 구간을 반복적

으로 움직이게 하는 명령입력이다. 
실험은 각각의 명령입력에 대해 마찰 토크를 피

드포워드로 보상하지 않는 그리고 보상한 경우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1dx  명령입력에 대한 추적 오
차를 Fig. 9 와 Fig. 10 에 나타내었다. Fig. 9 와 Fig. 
10 은 피드포워드 마찰 토크 보상을 하지 않은 경
우과 보상한 경우의 위치 추적 오차 결과를 나타

낸다. 속도가 절환되는 부분의 최대추적 오차 값
을 서로 비교했을 때 마찰 토크를 피드포워드로 
보상한 경우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약 
60%의 명령추종 성능이 개선 되었다. 

2dx  위치 명령입력에 대해 마찰 토크를 피드포

워드로 보상하지 않은 그리고 보상한 경우의 결과

를 각각 Fig. 11 과 Fig. 12 에 나타내었다. 1dx  명령

입력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마찰 토크를 피드

포워드 보상한 경우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약 60%의 명령추종 성능이 향상 되었다. Fig. 12 로

부터 속도 절환시 오차의 증폭 현상은 외적 요인 
들로 인한 동적 마찰 파라미터 및 쿨롱 마찰 계수

의 추정 오차로 인함이다. 이러한 현상은 위치 제
어 시 동작점의 변화가 발생할 때 마찰의 강한 비
선형 특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Table 4 는 식 
(13)과 (14)에 주어진 두 명령입력에 대해 마찰 토
크를 피드포워드로 보상하지 않은 그리고 보상한 
경우에 대한 PD 제어시스템의 최대 추적오차 값을 
나타낸다. 
 

 

 

Fig. 7 Experiment setup of the ball-scre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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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D control system with feed-forward friction 

torque compensator 

 

 

Fig. 9 Tracking error of PD control system without 
feed-forward compensator for 1dx  

 

 

Fig. 10 Tracking error of PD control system with feed-   
forward compensator for 1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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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aximum tracking error( mμ ) 

Command input 
Condition Tracking error 

1r  2r  

maxe+  38 42 Without friction 
compensation 

maxe−  31 39 

maxe+  24 22 With friction 
compensation 

maxe−  20 20 

 
 

 

Fig. 11 Tracking error of PD control system without 
feed-forward compensator for 2dx  

 

 
Fig. 12 Tracking error of PD control system with feed-

forward compensator for 2dx  
 

5. 결 론 

볼-스크류 서보 시스템의 정방향 및 역방향 운
동에 대한 LuGre 마찰 모델을 실험적으로 동정하

였다. LuGre 마찰 모델의 동정으로부터 고착마찰, 
이탈 토크, 스트라이벡 속도, 쿨롱 마찰, 그리고 

점성 마찰 파라미터 값들을 얻었다. 그리고 동적 
마찰 파라미터인 강모의 탄성계수 및 감쇠계수값

은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구하였다. 비선형 보
간법을 이용하여 최적화된 마찰 파라미터 값들을 
구하였고, 실험적으로 이를 검증하였다. 동정된 
LuGre 마찰 모델을 이용하여 피드포워드로 마찰 
토크를 보상하지 않은 경우와 보상한 경우에 대해 
비례-미분(PD) 위치 제어를 수행하였다. 피드포워

드 마찰 토크 보상기법이 적용된 PD 위치 제어시

스템은 보상하지않은 경우의 PD 위치 제어시스템

보다 더욱 개선된 명령추종 성능을 얻을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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