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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Gre 모델에 기반한 펜듀 의 마찰력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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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ction Compensation of the Pendubot based on the LuGr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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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o reduce the limit cycle phenomenon that appears in the steady-state 

response of a pendubot system, when it is controlled by a state feedback controller based on the linearized system 

model. For this, we employed the compensator which estimates the friction based on the LuGre model in the LQR 

control. The proposed compensation method is validated by experiments for a pendubot system, which shows that the 

external disturbance as well can be efficiently compens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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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실제 제어를 함에 있어서 제어 상의 제어입력 개수가 상

태변수의 개수 보다 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시스템을 부

족구동 시스템(underactuated system)이라 하며 그 로는 

이동로 , 배, 크 인, VTOL(vertical takeoff & landing) 등

이 있다. 부족구동 시스템에 한 제어 알고리즘은 많은 분

야에 용 가능하며 비선형성을 해석함에 있어서 보다 향상

된 제어성능을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2]. 

펜듀 (pendubot)은 표 인 부족구동 시스템으로서 로

에 두 개의 링크가 이어서 달려있으며 로 을 기 으로 

첫번째 링크에만 구동기가 존재한다. 펜듀 은 목표 으로

의 안정한 제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펜듀 을 

제어함에 있어서 마찰력, 모델링오차, 외란 등에 의하여 제

어 목표 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3-6]. 이는 

펜듀  제어에서 상태변수들이 목표  근방에서 안정화 되

나 리 사이클(limit cycle)형태를 보이며 목표 에 정확히 

수렴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리 사이

클을 사인 형 외란으로 가정하여 사인 형 외란 보상기를 

용하 을 때도 보상기로 인한 성능은 향상되었으나 목표

에서의 미세한 리 사이클이 존재하여 정확한 보상이 어

려웠다[7].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 모델을 선형 제어기를 이용하여 

안정화할 때 발생하는 리 사이클의 존재가 마찰력에 기인

한다고 가정한다. 가정한 마찰력 모델은 동  마찰력 모델

인 LuGre 모델[8-9]을 사용한다. 기존의 LuGre 모델을 기반

으로 하는 마찰력 보상기법[10-12]에 한 연구는 간단하거

나 안정한 시스템에 한정되어 용하 으나 본 논문에서는 

보다 복잡한 시스템인 펜듀 에 용하여 제안한 보상기의 

성능을 확인한다. 먼  펜듀  스윙업(swingup)제어에서는 

에 지 이론에 기반한 방법[13-15]를 참조하여 용하 고, 

스윙업을 한 후 발랜싱(balancing)제어를 하 다. 발랜싱 제

어는 펜듀 의 비선형모델을 목표  근방에서 선형화를 하

고 최 귤 이터 기법을 통하여 제어한다. 이때 발생하게 

되는 리 사이클을 제거하기 해 LuGre 모델을 이용하여 

펜듀  시스템에 존재하는 마찰력을 추정하고 선형제어 입

력에 이를 보상하여 용한다. 제안한 보상방법이 효과 으

로 마찰력을 보상함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2 . 마찰력 보상기를 용한 펜듀 의 스윙업 제어

2 .1 동역학 모델

  펜듀 은 그림 1과 같이 구동기가 존재하는 첫번째 링크

와 구동기가 없는 두번째 링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펜듀  모델

Fig. 1 The model of pendu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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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각각의 기호를 보면 은 첫번째 링크의 길이, 은 첫

번째 링크의 무게 심까지의 길이, 는 두번째 링크의 길이, 

는 두번째 링크의 무게 심까지의 길이, 은 첫번째 링

크의 무게, 는 두번째 링크의 무게, 은 첫번째 링크의 

성, 는 두번째 링크의 성, 는 력 가속도이다. 이 변

수들을 이용하여 펜듀 의 동역학 모델에 사용되는 라미

터를 

                                                        

         
 

                (1)

                      
                         

                         

                         

                        

과 같이 재정의 할 수 있다. 펜듀 의 동역학 방정식은 오

일러-라그랑즈 방정식으로부터 

                                                        

                


 



               (2)

와 같이 얻을 수 있다[16]. 여기서, 는 첫번째 링크의 구동

기에 의해 입력되는 힘으로써 체 시스템의 제어입력을 나

타내고,   
는 각 링크의 치를 나타낸다. 는 

성과 련된 행렬, 는 코리올리(coriolis)힘과 구심력에 

련된 행렬, 는 력가속도와 련된 행렬로서 세부

으로 나타내면 

                                                        

           



 


     

   
          (3)

             



 








  
          (4)

           



 


       

    
              (5)  

               

과 같다. 식 (2)를 에 한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6)

 
   


     





    



    

       

    (7)

2 .2  스윙업 제어(swing- up control)[13- 15]

  스윙업 제어는 펜듀 의 체에 지를 사용한 수동성

(Passivity)의 특징을 이용하여 제어입력을 구한다. 는 

칭 (symmetric)이며 식 (3)으로부터    

                                     (8)

              
 

  
           

              ≥
  

   
    

              ≥
      

     

                    

               
                  (9)

                       
  

  

 
   

  
  

        

  

과 같은 성질을 유도할 수 있다. 는 모든 에 해 양 

한정(positive definite)하므로, 식 (3),(4),(5)로 부터

                                                        

            




 


 

 
     (10)

을 유도할 수 있다. 반 칭(skew-symmetric)행렬인 성질을 

펜듀 의 수동성에 이용하면  

                                                        

                                   (11)

이 성립한다. 식 (2)로부터 체운동에 지를 

                                                        

       
               (12)

와 같이 구할 수 있으며, 식 (2),(14)로부터 펜듀  체 에

지의 미분치는

            
                 (13)

              
    

          
                                        

    

과 같이 유도될 수 있다. 식 (13)의 양변을 분하면 

                                                        

                  



                  (14)

와 같다. 따라서 펜듀  시스템이 입력    출력 에 

해 수동 (passive)이다.   일 때 

=,

,,의 평형 들을 가진다. 기상

태는 

  이다. 네 개의 평형 들에 한 

각각의 체 에 지는 

                          

                      

    

     

    

          (15)

와 같이 표 된다. 여기서  , ,  , 는 각각 두 링

크모두 로, 첫번째 링크는 아래로 두번째 링크는 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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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링크는 아래 두번째 링크는 로, 첫번째 링크는 로 

두번째 링크는 아래의 상태들의 체 에 지를 의미한다. 

두링크 모두 로향하는 상태가 제어 목표 이므로 각 링크

에 한 체에 지는  

                                                        

                                  (16)

과 같다. 식 (14)의 수동성을 이용하여 링크가 원하는 제어

목표 

  


에 도달할 때 체 에 지차를 

라 하면  이다. 
   


일 때, ,  , 

이 0이 

되게 하는 리아푸노 (Lyapunov) 함수를 

                                                        

            

  

  
 

 

         (17)

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양의 상수로 

설계변수이다. 의 미분치는 

                                               

               





               (18)

                 
 






                 
 




과 같다. 식 (6)으로부터 


  


  


 


    으로 정의하면, 

    



 


          (19)

가 되어 결국 의 미분치는 

  




  

  










   (20)  

   

과 같다. 따라서 리아푸노  함수의 미분치가 음한정

(negative definite)이되는 제어입력을

                                                        

    
 

  
  

 


 
  

   
    (21)

과 같이 설계하면 ,  ,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으로 수

렴한다.

2 .3 발랜싱 제어(balancing control)

  펜듀 이 스윙업 후에 선형제어기를 용하기 해서 식 

(2)의 비선형모델을 평형  근방에서 선형화를 한다. 선형화

된 상태방정식은 

                                                        

                                          (22)

                     

와 같다. 여기서   

 ,

 











   
   



  


  



     


    

,




















  

, 

 × ,  
 ,  이다. 제어이득 는 최

귤 이터(LQR : Linear Quadratic Regulator) 제어기법을 

이용하여 구한다. LQR 제어기법은 시스템의 상태방정식

(state equation)을 만족하고 가 된 상태변수의 제곱과 가

된 제어 입력신호의 합으로 표 한 평가함수 

                                                        

                   


∞

               (23)

을 최소화하는 제어법칙을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와 

은 칭행렬로서 각각 정정(≧)  정정행렬()이

다. 임의의 기값 에 하여 평가함수 식(23)을 최소로 

하는 안정화 이득행렬 는 

                                                        

                                         (24)

와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는 양한정 칭행렬이며 

                                                        

                           (25)

와 같은 수리카티방정식(ARE: Algebraic Riccatia 

Equation)으로부터 얻어진다.

 

2 .4  LuGre 모델에 기반한 마찰력 보상

  이 에서는 LuGre 모델을 이용한 마찰력 보상기를 제안

한다. 펜듀  시스템에서 구동기가 있는 첫번째 링크에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비선형 마찰력이 존재하고, 구동기가 

없는 두번째 링크에는 마찰력이 체 시스템에 미치는 향

에 미약하여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LuGre 모델에 기

반한 마찰력을 첫번째 링크의 DC모터 동역학 방정식에 

용하면 

                     (26)

과 같다. 여기서, 는 원하는 시스템 출력에 한 제어입력

이고, 는 LuGre 모델에 기반한 마찰력이다. 마찰력이 무시

된 선형 시스템에 해 설계된 제어기를 실제 마찰력이 존

재하는 펜듀  시스템에 용하면 비선형 시스템의 형

인 특성  하나인 리 사이클(limit cycle) 상이 나타난

다. 그러나 첫번째 링크의 속도에 종속되는 비선형 마찰력

을 알고 있다면 마찰력 보상방법을 통해 리 사이클 상을 

없앨 수 있다. 즉, 비선형 마찰력을 추정한 값이 라 할 때, 

이를 선형제어기의 입력에 보상하여 제어 입력을





                  (27)

과 같이 설정하고 선형 제어기에 정확히 알고 있는 마찰력

을 보상해 다면 이 되어서 마찰력이 없는 펜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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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선형 제어기를 통해서 제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LuGre 모델에 의한 마찰력을

  

                       
＋               (28)  

                       
 


                 (29)

       










＋（    


  

＋（    


  

    

        (30)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8]. 여기서 는 두 면 사이의 

상  속도, 는 마찰력 내부변수, 는 마찰력,    , 

는 편모(bristles)의 평균화된 강도(stiffness), 은 편모의 

제동(damping) 계수, 는 성 마찰력 계수, 는 Stribeck 

속도, 와 는 각각 속도가 양의 방향일 때의 정지 마

찰력과 쿨롱 마찰력,  와 는 각각 속도가 음의 방향일 

때의 정지 마찰력과 쿨롱 마찰력이다. 마찰력 측기를 이

용한 비선형 마찰 보상 방법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  마찰력 보상기 구조

Fig. 2  The structure of the friction force compensator

첫번째 링크의 속도를  라 하고 마찰력 측기의 추정치 

마찰력을 이라면 

                                                        

                     


                 (31)

                  




 ∙              (32)

               ∙





 


        (33)

와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여기서, ∙는 마찰력 보상기 

게인, 는 마찰력 보상기의 설계 상수,   ,

   ,    , 

이다. 따라서 펜듀

 시스템 모델에 하여 마찰력 추정치 를 생성하고, 이 

값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 마찰력 로 수렴한다. 이는 

리아푸노  안정성이론을 용하여 증명할 수 있다[17].

증명 : 식 (26),(27),(28),(31)을 이용하면,

              
 


              (34)

                          
                      (35)

                


               (36)

와 같은 오차 동역학식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이

고 오차    는 재 치와 기  치의 차로 정의된

다. 추정오차와 마찰력 내부변수에 한 리아푸노  함수를 

                                                        

                 
  

 

         (37)

과 같이 정의한다. 여기서, 이며 설계 변수이다. 추정오

차에 한 리아푸노  함수를  

                                                        

                 
  

        (38)

과 같이 하면 체 리아푸노  함수의 미분치는

                                                       

  

 

  






       (39)

     

 

 


 ∙

    

 

 
 



 ∙



와 같다. 여기서, 

 
이다. 따라서 보상기 게인을

             







               (40)

                    ＋





 


             

과 같이 설계 한다면, 그때의 리아푸노  함수의 미분치는 

  

 

 
 







      (41)

    ≤

 

 
 




   

 
    

               

와 같다. 여기서     
, 

는 유계하며 도 

유계하다. 따라서 [17 Th. 8.4]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 가 0으로 수렴하여 마찰력의 추정치가 실제 마찰력에 

수렴하게 된다.        

                                               [증명 끝]

이와 같이 식 (31)의 마찰력 보상기를 사용하여 펜듀 에 

존재하는 마찰력의 향을 없앨 수 있다. 다음 에서 실제 

실험을 통해 제안한 마찰력 보상기의 성능을 확인한다.

3.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되었던 마찰력 보상방법의 유용성을 확

인하기 해 사용된 펜듀 은 Quanser사에서 제작된 Planar 

SIP 모델을 사용하 다. 실험에서 사용된 펜듀 의 물리

인 값은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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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모델 

매개변수
0.0096 0.0005 0.0001 0.0342 0.0060

표    1 펜듀  모델의 라미터

T able 1 Parameter of the pendubot model

      

     (a) 첫번째 링크의 각도                     (b) 두번째 링크의 각도                   (c) 첫번째 링크의 각속도

         

                          (d) 두번째 링크의 각속도                        (e) 제어 입력

그림 3 선형제어기를 이용한 펜듀 의 안정화 실험 결과

Fig. 3 The experimental results of a pendubot using a linear controller

2.2 의 스윙업 제어 식 (21)에서 설계변수  , , 

는 각각   로 설계하 고, 발랜싱 제어에서 제

어이득 를 구하기 한 가 치 행렬은 

    , 로 하 다. LQR제어기법을 

이용한 제어이득은      이다. 

펜듀 이 스윙업 후 발랜싱 제어로 스 칭하는 조건은 

 ,  이다. 그림 3은 기조건 




  에서 입력을 주었을 때 스윙업을 한 

후  에서 스 칭 조건에 의해 발랜싱 제어로 환한

다. 실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선형제어기만을 사용하 을 

때   이후부터 제어 목표인


 에 도

달하지 못하고 목표 근방에서 라디안의 크기로 주기

인 움직임을 하고 있다. 이는 비선형 시스템의 형 인 

특성  하나인 리 사이클 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리 사이클의 원인을 마찰력으로 가정하고 

마찰력 보상기를 이용하여 리 사이클을 없앤다. 

  마찰력 보상을 하여 식 (34)의 LuGru 모델 보상기에 사용

되는 라미터들은   ,   ,   ∙, 

   ∙,   ,   ,   ,  ,   , 

 ,  ,   ,  
이다. 그림 3은 선형제어기

에 각각 마찰력 보상기와 사인 형 외란보상기를 용하

을 때 비교를 한 결과이다. 먼  마찰력 보상기를 사용한 

실험에서는 펜듀 이 기조건 


  에서 

스윙업을 한 후   이 후부터 각각의 링크가 제어 목표

인 


 에 수렴한다. 이는 펜듀 의 두링크

가 평형 에 도달해서 안정화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사인 형 외란 보상은 의 최 값을  , 최소값

을 이라고 하고, 의 최 값을  , 최소값을 이

라고 했을 때, 선형제어기만 사용하 을 때는    =

 ,     이며, 사인 형 외란 보

상기를 추가 하 을 때는      , 

    이다. 이는 사인 형 외란 보상기로 

보상을 했을 때[7] 성능은 우수하나 목표 으로의 수렴은 할 

수 없음을 실험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다. 제안한 마찰력 보

상은   이후에 평형 으로 도달하여 완벽한 보상이 이

루어짐을 확인하 다. 그림 4(a),(b)를 보면 사인 형 보상기

가 마찰력 보상기를 용하 을 때 보다 과도응답의 측면에

서는 성능이 더 우수하다. 하지만 펜듀 의 제어목 은 두

링크가 수직으로 서서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인 형 외

란보상기를 용하 을 때의 실험결과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림 4(f)를 보면 사인 형 보상기의 제어입력에 의해서 펜

듀 의 두링크가 계속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찰력 보상기에 의한 제어입력은   이후부터는 거의

에 가깝다. 그림 5는 펜듀 이 스윙업을 하여 목표 에 도

달했을 때 외부 외란을 주었다. 그림 5(a)에서 보면  와 



Trans. KIEE. Vol. 60, No. 4, APR, 2011

LuGre 모델에 기반한 펜듀 의 마찰력 보상                                                                    853

  

      (a) 첫번째 링크의 각도                (b) 두번째 링크의 각도                   (c) 첫번째 링크의 각속도

  

       (d) 두번째 링크의 각속도                    (e) 추정된 마찰력                        (f) 제어 입력

그림 5 외부 외란을 주었을 때 마찰력 보상에 의한 안정화 실험 결과

Fig. 5 The experimental results of friction compensation in the presence of the external disturbance

  

       (a) 첫번째 링크의 각도                    (b) 두번째 링크의 각도                  (c) 첫번째 링크의 각속도 

  

      (d) 두번째 링크의 각속도                    (e) 추정된 마찰력                           (f) 제어 입력

그림 4  마찰력 보상과 사인 형 외란 보상에 한 안정화 실험 결과 비교

Fig. 4  The comparison of the experimental results at the friction force and sinewave disturbance compens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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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외부 외란을 주었고 약   동안 흔들리면서 다

시 목표 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마찰력이 

실제 마찰력을 추정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평균 으

로 약-  정도이다. 따라서 제안한 마찰력 보상에 의한 

선형제어기가 외부 외란에도 강인함을 확인하 다.

4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펜듀 을 제어함에 있어 비선형 마찰력을 

보상하기 하여 LuGre 모델에 기반한 마찰력 보상기를 제

안하 다. 기존의 연구들은 마찰력 보상기를 간단한 시스템

에 용하 으나, 불안정하며 정 한 치제어를 요구하는 

시스템에서는 용사례가 미약하다. 따라서 다른 보상기를 

사용할 경우 완벽한 보상이 힘들었다. 제안한 보상기에 의

한 제어는 목표 에 정확히 수렴을 하 으며 외부 외란을 

가할 경우에도 시스템이 안정함을 확인하 다. 실험에서 마

찰력 보상기가 실제 마찰력을 추정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 

LuGre 모델에서의 마찰력 내부 변수 는 속도에 종속된 변
수이다. 결국 추정된 마찰력은 속도에 종속되어 LuGre 모델

의 라미터들은 마찰력을 추정하는데 크게 향을 주지는 

않지만 이 값이 정확해야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LuGre 모델의 라미터들을 고정된 상수로 가정하고 실험

을 하 다. 따라서 이 라미터들을 추정을 하면서 LuGre모

델을 이용하여 마찰력 보상을 한다면 더욱더 빠르게 마찰력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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