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ceived 27 May 2015, Revised 10 June 2015, Accepted 24 June 2015
* Corresponding Author Tae-sung Yoon(E-mail:tsyoon@changwon.ac.kr, Tel:+82-55-213-3633)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641-773, Korea

Open Access   http://dx.doi.org/10.6109/jkiice.2015.19.7.1694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9, No. 7 : 1694~1704 Jul. 2015

PDC와 적분 슬라이딩 모드 제어를 결합한 이동 로봇의 
강인 궤도 추적 제어

박민수 · 박승규 · 안호균  · 곽군평 · 윤태성*

Robust Trajectory Tracking Control of a Mobile Robot Combining PDC and 
Integral Sliding Mode Control

Min-soo Park · Seung-kyu Park · Ho-kyun Ahn · Gun-pyong Kwak · Tae-sung Yoon*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641-773, Korea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병렬 분산 보상 (PDC) 제어와 적분 슬라이딩 모드 제어 (ISMC)를 결합하여 바퀴형 이동 로봇의 강

인한 궤도 추적 제어 방법을 새롭게 제안한다. PDC 제어 방법은  다른 비선형 제어 방법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고  사

용이 편리하다. 그리고  ISMC는 상태 변수들을 원하는 공칭 동특성을 갖는 슬라이딩 평면에 배치함으로써 초기 순

간부터 모델 불확실성 및 외란에 대해 강인하고 안정적인 제어 특성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안된 PDC+ISMC 
궤도 추적 제어 방법은 외란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궤도 추적 제어 성능을 보여준다. 제안된 궤도 추적 방법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외란이 있는 경우의 궤도 추적 성능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외란이 증가하더라도  외란

이 없을 때의 PDC 제어 방법에 의한 궤도 추적 성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PDC 궤도 추적 방법은 외란의 크기가  증

가하면  제안된 방법과는 달리 궤도 추적 오차가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a robust trajectory tracking control method of a wheeled mobile robot is newly proposed combining 
the PDC and the ISMC. The PDC is a relatively simple and easy control method for nonlinear system compared to the 
other non-linear control methods. And the ISMC can have robust and stable control characteristics against model 
uncertainties and disturbances from the initial time by placing the states on the sliding plane with desired nominal 
dynamics. Therefore, the proposed PDC+ISMC trajectory tracking control method shows robust trajectory tracking 
performance in spite of external disturbance. The tracking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through 
simulations. Even though the disturbance increases, the proposed method keeps the performance of the PDC method 
when there is no disturbance. However, the PDC trajectory tracking control method has increasing tracking error 
unlike the proposed method when the disturbance increases.

키워드 : 이동 로봇, 궤도 추적 제어, T-S 퍼지 모델, PDC 제어, 적분 슬라이딩 모드 제어

Key word : mobile robot, trajectory tracking control, T-S fuzzy model, PDC control, integral sliding mod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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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동 로봇의 궤도 추적 제어(trajectory tracking 
control) 문제는 이동 로봇의 자율 주행에 있어 중요한 

주제로서 이동 로봇으로 하여금 주어진 기준 궤도를 따

라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동 로봇의 기준 궤도 

추적에 있어 기준 궤도와 이동로봇의 에러 동특성은  

비선형 시스템이다. 이러한 비선형  시스템의 제어를 

위한 기법들이 지금까지 많이 소개되어 왔다[1].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

나가 T-S 퍼지 제어 기법이다[2]. 이러한  T-S 퍼지 제어 

기법 중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PDC (Parallel Distributed 
Compensation)라는 제어 기법이 많이 사용된다. PDC 
제어 기법은 선형 모델의 결합으로 나타낸 T-S 퍼지 모

델에 선형 제어 기법의 하나인 상태 궤환 제어를 사용

하며, 설계 과정에서 Lypunov 안정 조건을 이용하여 전

체 제어 시스템의  안정도를 보장 받는다[3,4]. 이 기법

은 다른 비선형 제어 기법이나 T-S 퍼지 제어 기법들에 

비하여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지만,  입력 신호에 외란이 존재하는 경우 제어 

성능 면에 있어 다른 복잡한 제어 기법들에 비하여 부

족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란이 있는 경우 PDC를 

이용해 정확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 
시스템의 불확실성과 외란에 강인한 제어 기법의 하

나로서 슬라이딩 모드 제어(sliding mode control)  기법

[5]이 있는데, 이 기법은 시스템의 구조를 변경하여, 시
스템의 상태를 슬라이딩 평면상에 구속시킴으로써 강

인성을 얻을 수 있는 비선형 제어 기법이다.  그러나, 슬
라이딩 모드 제어 기법은 도달 모드(reaching mode)에
서 외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 단점을 

보완하고자 도달 모드가 존재하지 않고 초기시간부터 

슬라이딩 모드가 존재하는 적분 슬라이딩 모드 제어 

(ISMC : Integral Sliding Mode Control:) 기법이 제안되

었다[6,7]. 이는 공칭 시스템에 대해서 공칭 제어 입력

을 미리 결정해 놓고 그 공칭 시스템의 응답 특성과 같

은 동특성을 갖도록 슬라이딩 평면을 결정하는 방법이

다. 다시 말해 적분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는 슬라이딩 

평면에 동특성을 부여하여 도달 모드를 제거함으로써 

전 영역에서 모델의 불확실성과 외란에 강인한 특성을 

보여주는 제어기로서, 초기시간부터 오차 동력학에서

의 궤적이 슬라이딩 평면에 있게 하며, 적절한 제어 입

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그 평면상에 머물러 있도록 하여 

외란이 있는 경우에도 공칭계통의 동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동로봇의 궤도 추적 제어를 위하

여 Lyapunov 함수를 이용해 안정도를 보장 받는 제어

기가 제안되었고, 이동 로봇의 궤적과 기준궤적 간의 

오차 방정식을 제어 시스템으로 놓고 그 오차 값을 평

형 상태로 보내어 오차를 0으로 만드는 궤도 추적 제어 

방법이 제안되었다[8]. 그리고 제어 입력이 피드포워드 

입력과  피드백 입력으로 구성되어진 구조의 제어 시스

템을 가지며, 기준 궤도 주위에서 선형화된 에러 동특

성을 가지는 모델에 선형 예측 제어 기법을 적용하여 

제어기를 설계하는 궤도 추적 제어 방법이 제안되었다

[9]. 근래에는 [9]에서 제시된 기준 궤도 주위에서 선형

화된 에러 동특성 모델에 다항식 퍼지 모델링과 제곱합

(sum of squares) 기법을 사용하여 작은 제어 입력을 갖

는 제어기를 설계하는 궤도 추적 제어 방법이 제안되었

다[10]. 또한, 기준 궤도 주위에서의 선형화 없이 비선

형 에러 동특성 모델에 직접 PDC 기법을 적용하여 제

어기를 설계하는 궤도 추적 제어 방법이 제안되었다

[11,12]. 이와 함께,  드리프트(drift) 불확실성을 갖는 이

동 로봇의 안정적이고 강인한 궤도 추적을 위하여 적분 

슬라이딩 모드 제어 기법을 적용한 추적 방법이 제시되

었으며[13], 모델링 불확실성과 외란이 존재할 때 이동 

로봇의 효과적인 궤도 추적 제어를 위하여 슬라이딩 모

드 이론과 신경망 보상기를 이용한  궤도 추적 방법이 

제시되었다[14].  그러나 이 방법들은 제어기 설계가 간

단하지 않거나 실시간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PDC 기법에 ISMC 기법

을 결합하여 위의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실

용적인 외란에 강인한 궤도 추적 제어 방법을 새롭게 

제안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9]에서 제시된 궤도 추적 제어 시스

템에 PDC 기법과 ISMC 기법을 결합하여 피드백 제어 

입력을 설계함으로써 외란이 있는 경우에도 공칭 계통

의 동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이동 로봇에 외

란이 가해지더라도 외란이 없는 경우의 PDC 제어 기법

에 의한 궤도 추적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강인한 궤

도 추적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비선형 시

스템인 이동로봇의 주행 궤도와 기준궤도 간의 에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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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방정식을 T-S 퍼지 모델링 한 후 Lyapunov 안정 

조건 및 LMI 연산을 이용해 상태 궤환 이득을 구하여 

공칭 시스템의 동특성을 갖도록 하는 공칭 제어 입력을 

얻는다. 그런후, T-S 퍼지 모델에 ISMC 기법을 적용

하여 외란이 있는 경우에도 공칭계통의 동특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연속 제어 입력을 얻는다. 또한, 
matlab/simulink 시뮬레이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

한 궤도 추적 방법을 검증하기로 한다. 외란이 있는 경

우, PDC 제어 입력만을 사용한 경우와 PDC 제어 입력

에 ISMC로부터 설계한 제어 입력을 추가한 경우를 비

교함으로써 제안한 궤도 추적 방법의 성능을 증명하도

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절의 2.1절 에서는 

바퀴형 이동로봇의 기구학 모델과 궤도 추적을 위한 에

러 동특성 방정식에 대해 기술한다. 그리고 2.2절에서

는  제안하는 PDC와 ISMC를 결합한 강인 궤도 추적 제

어기의 제어 입력 설계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2.3절
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Ⅲ절

에 결론을 기술한다.

Ⅱ. 본  론 

2.1. 이동로봇의 기구학과 에러 동특성 방정식

그림 1. 이동로봇의 기구학 모델

Fig. 1 Kinematic model of wheeled mobile robot.

이동로봇이 그림 1 과 같이 지면의 굴곡이 없는 평면 

좌표계  평면상에 존재 한다고 가정할 때 이동로봇

의 자세(posture) 는  좌표와 로봇이 향하는 방향

각  의 3가지 요소에 의해     로 정의할 수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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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의 식 (1)에서  는 각각 이동로봇의 선속도와 각

속도를 나타낸다.
이동로봇의 오른쪽 바퀴와 왼쪽 바퀴의 속도를 각각 

  이라 하고, 로봇 중심의 속도를 , 반시계 방향

으로의 로봇의 회전속도를   라 하면,  와 

  와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16]. 

                          (2)

여기서    

  이며 이동로봇의 중심으로부터 바퀴

까지의 거리 이다.  식 (2)를  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면 다음 식 (3)과 같이 얻어진다. 

    


 

                   (3)

그림 2. 이동로봇과 기준궤도의 자세 오차

Fig. 2 Error posture between mobile robot and reference 
trajectory

그림 2는  이동로봇과 기준궤도의 자세 오차를 보여

주고 있는데,   는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그림 2에서     는 이동로봇의 현재 자세

를,      
는 목표 자세인 기준궤도의 자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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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cos 
  











 

 

 
               (4)

위의 식 (4)를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하면, 다음 식 (5)
와 같은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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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5)

식 (5)는  식 (6)과 같이 다시 나타낼 수 있다.



























cos sin  
 




 















 
 
 

         (6)

여기서   는 이동로봇의 입력 벡터이며, 
과 은 기준궤도를 만들어내는 선속도와 각속도로서 

기준 입력을 의미한다. 

그림 3. 이동로봇 궤도 추적 제어 시스템의 구조

Fig. 3 Structure of trajectory tracking control system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이동 로봇의 전체적인 

궤도 추적 제어 시스템의 구조 이다. 이동로봇의 입력 

벡터 즉 제어 입력 벡터 는 아래의 식 (7)과 같이 피드

포워드(feed forward) 입력 와 피드백(feedback) 입력 

로 구성된다[9].

     cos      
       (7)

위의 식 (7)을 식 (6)에 대입하면 다음의 식 (8)과 같

은 이동 로봇의 기준궤도 추적 제어를 위한 에러 동특

성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10-12].



























  

 

sin 
  



























 
 
 




 




  (8)

2.2. PDC와 ISMC를 결합한 궤도 추적 제어기 설계

본 논문에서는 위의 식 (8)에  PDC 기법과  ISMC 기
법을 적용하여 외란에 대해 강인하면서 정확한 궤도 추

적 성능을 갖는 이동 로봇의 궤도 추적 제어기를 제안

하기로 한다.

2.2.1.  PDC를 이용한 제어 입력   설계

PDC 기법[3,4]은 선형 시스템의 결합으로 표현된 

T-S 퍼지 모델에 Lyapunov 안정 조건을 이용하여 상태 

궤환 이득을 구한 후 각 규칙의 적합도를 반영해서 결

합한 상태 궤환 제어 입력으로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법이다.
Takagi와 Sugeno에 의해서 제안된 T-S 퍼지 모델은 

비선형 시스템을 여러 개의 선형 모델들의 결합으로 표

현한다.

   

    and ⋯ and   
 

    (9)

식 (8)에 대한 T-S 퍼지 모델의 번째 규칙은 위의 식 

(9)와 같은 형태를 갖는다. 여기서,   ⋯  이고 

는 전반부의 퍼지 집합을 나타낸다.   ,  ,

⋯는 전반부 변수들 이고 ∈× , 

∈×  이다. 은  규칙의 개수 이고, 

은 상태변수의 개수 은 입력의 개수 이다. 전체 T-S 
퍼지 모델은 다음과 같이 추론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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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이며, 

 




이다. 그리고 는 

에 대한 의 소속 정도 이다. 또한,   ⋯

에 대해서  ≥  이며,  따라서 다음의 관계식

들이 성립된다.






   




        (11)

PDC 제어 기법의 퍼지 제어 규칙은 다음 식 (12)와 

같은 형태를 가지며, 전체 제어 입력은 식 (13)과 같이 

추론된다. 여기서, 는 상태 궤환 이득 이고, 는 

외란 가  없는 공칭계통의 동특성을 갖도록 하는 제어 

입력 이다. 

   

    and ⋯ and   
     …

 (12)

 




                (13)

식 (13)을 식 (10)에 대입하면, 전체 제어 시스템은 다

음 식 (14)처럼 된다.

 









  (14)

위의 식 (14)에 식 (15)와 같은 Lyapunov 안정 조건

을 적용하여   인 경우와   인 경우로 나누어 전

개하면 식 (16)이 얻어지며, 식(16)을 선형행렬부등식

(LMI) 형태로 바꾸어서 해를 구하게 되면 이득 가 구

해진다. 식 (15)에서 는 Lyapunov 함수이고, 는 양

한정(positive definite) 행렬 이다. 

    
    
  

         (15)


     


 



 
      

     

   (16)

2.2.2.  ISMC를 이용한 제어 입력   설계

적분 슬라이딩 모드 제어(ISMC) 기법[6,7]은 초기시

간부터 오차 동력학에서의 궤적이 슬라이딩 평면에 있

게 하며, 적절한 제어입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그 평면

상에 머물러 있도록 하여 외란이 있는 경우에도 공칭계

통의 동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의 궤도 추적 제어 시스템에서, 외란 가 존재

하는 경우 식 (8)의 에러 동특성 방정식에 대한 T-S 퍼
지 모델링은 다음과 같이 된다.

 









  

 (17)

 ISMC의 슬라이딩 평면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8)

 




 




 

이다. 이는 슬라이딩 평면 (  )에서 다음과 같은 

공칭계통의 동특성을 갖도록 한다.

                                   (19)  

 




 











 

   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입력을 구하기 위해 아

래와 같은 계산을 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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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0)에서     라고 하면 다음 

식 (21)과 같이 된다.

    




  

  




 







(21)

여기서, 외란의 크기를 ∥∥max라고 놓고, 

   값을 0보다 작도록 하는 입력 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
  



  ∥    ∥∥∥


  



  ∥    ∥max
 ∥    ∥ max 
∥    ∥max

 ∥    ∥                                      
                                                              (22)      

 
여기서,                                                                 

 ∥  ∥

 



 




max      

      (23)

는 양의 상수 이므로,    의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따라서 외란이 있는 경우에도 공칭계통의 동특성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슬라이딩 평면에 놓이도록 하는 

불연속 제어 입력 는  식 (23)과 같이 얻어진다.

2.3. 시뮬레이션 결과

여기서는  matlab / simulink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된 궤도 추적 제어 방법의 추적 성능을 확

인한다.

식 (6)의 에러 동특성 방정식을 이용하여 2.2절에서 

제시된 궤도 추적 방법에 의해 이동 로봇의 궤도 추적 

제어기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궤도 추적 성

능을 살펴보았다. 시뮬레이션은 matlab / simulink로 수

행하였으며, 기준 궤적의 선속도 과 각속도  , 그리

고  이동 로봇의 초기 자세  와 기준 궤적의 초기 자

세는   는 표 1과 같이 정하였다 . 궤도 추적 수행시

간은  10[sec]동안 진행하였다[10].
 
표 1. 시뮬레이션 조건 및 파라미터

Table. 1  Simulation conditions and parameter  

시뮬레이션 조건 및 파라미터

기준

궤적

  exp
  sin

초기

자세

  deg 
 

  deg 

외란

  max sin    
max    
max    

     
외란 가 이동로봇의 오른쪽 바퀴와 왼쪽 바퀴의 속

도   에 동일하게 더해진다고 가정할 경우 식 (3)

은 다음 식 (24)와 같이 된다. 따라서, 입력 에 대한 외

란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24)

제어기 설계를 위해서 먼저 식 (8)에 대한 T-S 퍼지 

모델링이 필요하다. 먼저  식 (8)의 비선형 성분을 전건

부 변수로 선정하여 그에 따른 소속 함수를 정하고, T-S 
퍼지 모델링을 위한 퍼지 규칙을 만든다. 그림 4와 같이 

식 (8)의 네 가지 비선형 성분에 대해 각각 두 가지 경우

의 소속 함수를 정하였다. 각 전반부 변수의 범위는 실

제 파라미터의 변동 범위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기준 궤적의 입력의 범위와 오차의 변동 범위

에 따라 전반부 변수들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소속 함수들을 이용해 퍼지 규칙을 정

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각 네 변수의 두 가지 경우

를 이용하여 총 16 가지의 규칙을 다음 그림 5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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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그림 4와  그림 5에서  

sin 
이다.

각 규칙의 후반부 선형 모델에 대한 와 는 그림 

4의 전반부 변수들에 대한 소속 함수로부터 다음 그림 6
과 같이 정하였다.

그림 7과  8은 각각 max 일 때,  PDC 기법만을 

사용한 경우와  PDC+ISMC 기법을 사용한 경우의 기준 

궤도 추적 결과를, 그림 9는   에 대한 궤도 추적 오

차 결과이다. 이때 외란은 표 1에 주어진 것처럼 sine 함
수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에서 붉

은 실선(굵은 실선)은 기준 궤적을, 녹색 실선(가는 실

선)은 외란이 없는 경우의 PDC (nominal PDC) 제어기

에 의한 이동로봇의 주행 궤적을, 파란 점선은 외란이 

있는 경우에 각 제어기에 의한 이동로봇의 주행 궤적을 

나타낸다. 이 경우, 그림 7에 보이는 PDC 기법만을 이

용한 궤도 추적 결과와 그림 8의 PDC+ISMC 기법을 이

용한 궤도 추적 결과의 차이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림 9
의 궤도 추적 오차 그래프를 보면  PDC+ISMC 기법이 

외란에 더 강인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9에서  녹색 실선은 외란이 없는 경우의 PDC 
(nominal PDC) 제어기에 의한 이동로봇의 궤도 추적 오

차를, 파란 점선은 외란이 있는 경우에 각 제어기에 의

한 이동로봇의 궤도 추적 오차를 나타낸다. 그림 10은 

그림 9의 궤도 추적 오차 중에서 좌표 오차만을 확대

해서 보인 것이다. 그림 10에서 녹색 실선(가는 실선)은 

외란이 없는 경우의 PDC (nominal PDC) 제어기에 의

한  오차를, 붉은 실선(굵은 실선)과 파란 점선은 각각 

외란이 있는 경우에 PDC 기법만을 이용한 경우와 

PDC+ISMC 기법을 이용한 경우의 오차를 나타낸다. 
PDC+ISMC 기법이 PDC 기법에 비해 외란에 더 강인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과 12는 각각 max 
일 때, PDC와 PDC+ISMC 제어기에 대한 궤도 추적 결

과이고, 그림 13은   에 대한 궤도 추적 오차 그래

프 이다. 그림 14는 그림 10에서처럼 그림 13의 궤도 추

적 오차 중에서 좌표 오차만을 확대해서 보인 것이다. 
그림 11 - 14를 보면 PDC+ISMC 기법이 이동 로봇에 

외란이 가해지더라도 외란이 없는 경우의 PDC 제어기

(nominal PDC)에 의한 궤도 추적 성능을 유지하며, 
PDC 기법만을 사용한 경우보다 외란에 더 강인한 성능

을 보여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전반부 변수들에 대한 소속 함수

Fig. 4 Membership functions of premise variables

그림 5. T-S 퍼지 모델의 규칙

Fig. 5 Rule of T-S fuzzy model

그림 6. 후반부 선형 모델들에 대한   및 
Fig. 6   and   for each consequent line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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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DC 제어기의 궤도 추적 결과

Fig. 7 Trajectory tracking performance for P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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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PDC+ISMC 제어기의 궤도 추적 결과

Fig. 8 Trajectory tracking performance for PDC+ISMC 

0 5 10
-50

0

50

100
xr - x

 

 
nominal PDC
PDC+ISMC

0 5 10
-50

0

50

100
xr -x

 

 
nominal PDC
PDC

0 5 10
0

50

100

150
yr - y

 

 
nominal PDC
PDC+ISMC

0 5 10
-50

0

50

100

150
yr -y

 

 
nominal PDC
PDC

0 5 10
-0.5

0

0.5

1
θr - θ

 

 
nominal PDC
PDC+ISMC

0 5 10
-0.5

0

0.5

1
θr - θ

 

 
nominal PDC
PDC

그림 9. PDC+ISMC와 PDC 제어기의 궤도 추적 오차       

Fig. 9 Tracking errors for PDC+ISMC and P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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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PDC+ISMC와 PDC 제어기의 좌표 추적 오차    

Fig. 10 Tracking error of  coordinate for PDC+ISMC 
and P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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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PDC 제어기의 궤도 추적 결과

Fig. 11 Trajectory tracking performance for P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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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PDC + ISMC 제어기의 궤도 추적 결과

Fig. 12 Trajectory tracking performance for PDC + IS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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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PDC+ISMC와 PDC 제어기의 궤도 추적 오차      

Fig. 13 Tracking errors for PDC+ISMC and P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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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PDC+ISMC와 PDC 제어기의 좌표 추적 오차    

Fig. 14 Tracking error of   coordinate for PDC+ISMC 
and PDC

표 2. PDC와 PDC+ISMC 제어기의 궤도 추적 오차의 r.m.s. 
값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r.m.s. value of tracking errors 
for PDC and PDC+ISMC 

 

max  max 

PDC
PDC

 +
ISMC  

PDC
PDC

 +
ISMC

 


3.7649 3.5248 17.0648 3.3459

 


3.1285 2.6947 17.6449 5.8215

 


0.0008 0.0008 0.0014 0.0032

정량적인 차이를 좀 더 보기 쉽게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9와 그림 13에 대해서   에 대한 과도상태가 

지난후의 궤도 추적 오차의 r.m.s.(root mean square)값
을 구하여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를 살펴보면  외란이  max  일 때뿐만 아니

라  상대적으로 작은 max  일  때도 PDC+ISMC 

기법이 PDC 기법만을 사용한 경우보다 더 강인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의 경우  PDC 기법만을 사용한 경우가 

PDC+ ISMC 기법을 사용한 경우보다 오차가 더 작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므로, 표 2의 결과로 볼 때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DC+ISMC 제어기가 외란에 강인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바퀴형 이동 로봇의 궤도 추적 제어를 

위하여 PDC 기법에 ISMC 기법을 추가하여 외란에 강

인한 궤도 추적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였고, 시뮬레이션

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의 우수성을 증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로봇에 외란이 가해지더라도 외

란이 없는 경우의 PDC 제어 기법에 의한 궤도 추적 성

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강인한 궤도 추적 방법을 제안하

였다. 비선형 시스템인 이동로봇의 주행 궤도와 기준궤

도 간의 에러 동특성 방정식을 T-S 퍼지 모델링 한 후 

Lyapunov 안정 조건 및 LMI 연산을 이용해 상태 궤환 

이득을 구하여 공칭 제어 입력을 얻었고, ISMC 기법을 

적용하여 외란이 있는 경우에도 공칭계통의 동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불연속 제어 입력을 얻었다. 이 

두 제어 입력을 더하여 이동로봇에 인가함으로써 외란

에 강인한 궤도 추적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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