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거동하는 기계 시스템에 있어서 마찰은 필연적

으로 존재하는 힘으로 제동장치에 있어서는 긍정

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서보 시스템에 있어서.

마찰은 내적 외적 요인 등에 그 특성이 변하는,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어 성능을 저하시키는 결정

적인 역할을 한다 빠른 속도를 요하는 시스템이.

라면 마찰은 선형성을 가지게 되므로 문제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고 정밀도를 요하는 저속 시.

스템이라면 마찰은 그 성능에 악 영향을 주게 된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로 저속구간의 비.

선형 마찰현상에 대한 해석적인 규명[1][2][3] 실,
시간 비선형 마찰 매개변수의 추정기법[3][4][6]
등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마찰현상을 보다 정확.

하게 기술할 수 있는 마찰 동역학 식에 관한 부

분이고 후자의 경우는 주어진 마찰 모델의 비선,

형 매개변수들을 실시간으로 추정해내는 방법이

다 과거 연구의 중심이 마찰현상에 대한 해석적.

인 규명이었다면 현 추세는 마찰의 실시간 추정

이 큰 맥락을 이루고 있다 이는 마찰현상의 비.

선형성에 기인한다.

쿨롱 마찰은 시스템의 움직임이 시작할 때 접

촉 표면의 상대운동에 반하는 정적 마찰(static
friction)로 설명되어 진다 그리고 고 정밀도 서. ,

보 시스템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비선형

마찰 요소 중의 하나이며 위치 오차와 느린 응,

답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러 가지.

비선형 마찰 매개변수들 중 일반적인 쿨롱 마찰

토크만을 마찰 요소로 추정하였을 경우 서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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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향상됨을 보이고자 한다 쿨롱 마찰의 추정.

을 위해 오차 동역학식의 점근적 안정성을 보장

하는 Lyapunov 안정도 조건식을 사용하였다.[4]
본 논문에서 사용된 서보 제어기법은 강인 제

어기법들 중의 하나인 슬라이딩 모드 제어(sliding
mode control ; SMC)이다 기존 슬라이딩 모드.

제어의 경우 강인항의 불연속성으로 인해 채터링

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구동기에 악영향,

을 미친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Lyapunov 안정도 조건과 도달 법칙으로부터 유도

된 슬라이딩 모드 제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제어기법의 경우 공칭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외

란에 대한 상한 값을 알고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

하다.[5] 따라서 외란에 대한 상한 값은 추정되,

는 쿨롱 마찰토크로 가정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1-DOF 시스템의 모델에 대해 기술하였다. 3장에
서는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 설계와 쿨롱 마찰 매

개변수의 추정을 위한 추정기에 대해 기술하였

다 장에서는 실제 시스템에 적합하게 슬라이딩. 4

모드 제어기를 구성하였으며 제어 시스템의 구성

관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해석적으로. ,

구한 마찰 매개변수와 추정된 마찰 매개변수로

인한 마찰토크를 피드포워드로 보상하였을 경우

와 보상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실험결과와 고

찰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리고. , 5장에서는 결론

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시스템 모델링2.

질량을 가지는 물체와 접촉 바닥 사이에 마찰

이 존재하는 자유도1- (1-DOF 운동을 하는 볼) -

스크류 시스템의 개략도는 Fig. 1과 같다 마찰을.

고려한 볼 스크류 시스템의 간소화 된 동역학 식-

은 다음과 같다.

Jθ    ¨ = u  −   Tf (1)

여기서, J (kgm 2 )는 볼 스크류 시스템의 등가회-

전관성모멘트, θ (rad )는 각변위, u (Nm )는 제

어입력 토크, u (Nm )는 마찰 토크를 나타낸다.

그리고, Table 1은 시스템의 사양을 나타낸다.
마찰 토크를 쿨롱 마찰만으로 고려할 때 식 (1)
의 볼 스크류 모델 식은 다음의 상태 공간표현식-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position
control system

Table 1 Ball-screw system specifications

Item Specification
Total mass 8  kg

Outer radius of the screw 12  mm

Lead 2  mm

Inertia of the ball-screw 6 10−6kgm 2

Inertia of the AC motor 3 10−6kgm 2

으로 나타낼 수 있다.





θ1̇ = θ2                                                                                                                                                      

θ2̇ = 1/J   [u − kCsgn (θ2 )]
(3)

여기서, θ1은 각변위, θ2는 각가속도 그리고, kC

는 쿨롱 마찰토크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리고. ,

식 (3)에서 제어입력 u는 다음과 같다.

u = k̂ Csgn(θ2 ) + v (4)

여기서, k̂ C는 추정한 쿨롱 마찰토크이며, v는

슬라이딩 모드 제어입력 항이다.

보상기 설계3.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 설계3.1
본 논문에 사용된 서보 제어기법은 시스템의

불확실성에 대해 강인한 제어 기법인 슬라이딩

모드 제어 기법으로 Lyapunov 안정조건과 도달법

칙으로부터 유도된다 이 기법은 공칭외란에 대.

한 상한 값을 알고 있다면 적용이 가능한 제어

기법으로서 기존의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법이 가

지는 채터링 현상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제어입력에 대하여 선형인 비선형 시스템을 다

음과 같은 슬라이딩 모드의 정규형태(regular
form)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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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1̇ = f1 (θ1, θ2 )                                                                                                                                                                                                                                          

θ2̇ = f2 (θ1, θ2 ) + B2 (θ1, θ2 )u + B2 (θ1, θ2 )d

(5)

여기서, θ1 Rn−m , θ2 R m, u R m 그리고,
rank(B2 ) = m이고, d는 외란을 나타내며 정합

조건 을 만족한다 그리고 슬라(matching condition) . ,
이딩 평면 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S = θ  : s ( θ1, θ2, t ) = G1e1 + G2e2 = 0 (6)

여기서, G1과 G2는 설계 매개변수를 나타내며,
e1과 e2는 다음과 같이 각각 각변위와 각속도에

대한 오차를 나타낸다.

e1 = θ1d − θ1  ,   e2 = θ̇ 1d − θ̇ 1 (7)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 설계는 시스템의 상태를

집합 S로 가도록 유도하고 여기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다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를 설계하기.
위해 후보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Lyapunov
다.

V =
1
2

s Ts +
t

s Tk1sgn(s )dt (8)

후보 함수의 도함수는 다음과 같다Lyapunov .

V̇ = s Tṡ =− s TDs− s Tk2sgn(s) (9)

여기서 k1, k2, D는 양의 한정 행(positive definite)

렬이다.
식 과 식 로부터 다음의 도달법칙을 얻을(8) (9)

수 있다.

ṡ + Ds+ ksgn(s) = 0 (10)

여기서 k =  k1 + k2이다.

s의 도함수는 다음 식과 같다.

ṡ = G1ė 1 + G2 (θ̇ 2d − f2 − B2u − B2d ) (11)

식 로부터 조건식 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11) , (10)
어입력은 다음과 같다.[5]
u = ueq − (G2B2 )−1(Ds + k   sgn (s )) (12)

그리고 식 에서 등가제어입력, (14) ueq는 다음과

같다.

ueq = (G2B2 )
− 1(G1ė 1 + G2θ̇ 2d − G2f2 ) − d (13)

여기서, d는 외란을 나타내며 이를 명확하게 정

의하지 않고는 ueq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외란 d에 대한 상한 값 를 알고 있다

면, ueq를 u n
eq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때 제어입력.

u는 다음과 같다.

u = u n
eq − (G2B2 )−1(Ds + k   sgn (s )) (14)

즉 식 로부터 다음의 함수의 도함, (14) Lyapunov
수가 음이 되는 부등식을 만족하면 가능하다.

V̇ = s Tṡ = s T (− Ds− k    sgn (s )) <− (15)

여기서, 은 양의 작은 실수이다 식 가 만족. (15)
되면 시스템의 상태는 유한시간 이내에 슬라이딩

평면에 도달하여 슬라이딩 모드가 일어나고 그

면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된다 식 을 식. (11) (15)
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D, k가 만족해야 하는 다

음 조건식을 얻게 된다.

λmin (D ) + λmin (k ) >  λmax(G2 )  ||s||−1

                                                                                                                                                                                         +  ||s||−2                            

||d||max

(16)

따라서 도달조건 식 을 만족하는 슬라이딩, (16)
모드 제어법칙인 식 은 외란의 상한 값만 알(13)
면 적용할 수 있다 이 제어기의 설계변수는 외.
란의 크기를 고려하는 와 안정한 슬라이딩 모드

동특성을 보장하는 G1과 G2만 선정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외란의 크기를 나타내는 가 추정되

어지는 쿨롱 마찰의 상한 값으로 정의 된다면,
실제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게 된다.

쿨롱 마찰 추정기 설계3.2
쿨롱 마찰토크 kC의 추정을 위해 다음의 비선

형 추정 식이 선정되었다.[3][6]

k̂ C = z− g(|θ2 | ) (17)

여기서 z는 매개변수이다.

식 으로부터 비선형 함수인(3) g (θ2 )함수의 선

정을 위해 다음의 후보 함수식이 선정Lyapunov
되었다.

V =
1
2

e 2 (18)

여기서 e = kC− k̂ C이며 식 의 도, (18) Lyapunov

함수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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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k̇̂ C (kC − k̂ C )                         

                 =− ż− ġ (|θ2| )θ2̇ sgn (θ2 )(kC − k̂ C )
(19)

함수의 도함수가 음의 한정함수Lyapunov

로 선정되기 위한(negative definite function) z˙는

다음과 같다.

ż = 1
J

ġ (|θ2| ) u − k̂ Csgn (θ2 )sgn (θ2 ) (20)

식 의(20) ġ (|θ2| )함수가 0 < ġ (|θ2| ) < kCmax

의 조건을 만족하고 단조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V̇는 음의 한정이 되고 고차 동역학에 대해 점,
근적 안정성을 보장 받게 된다 따라서 위 조건. ,
들을 전제로 하여 비선형 함수 g (|θ2| )에 관한

다음 식이 선정되었다.

g(|θ2|) =  ln 
1

1+exp−|θ2| (21)

식 로부터 다음의 업 데이터 모드가 결정된(19) -
다.[4]

k̂ C = z − α  ln 
1

1 + exp − µ|θ2| (22)

ż = αµ exp−|θ2|
1 + exp−|θ2| [u − k̂ Csgn (θ2 )]sgn (θ2 )(23)

식 와 식 에서(22) (23) α와 µ는 설계 매개변수다.
그리고 식 의 도함수의 값은 로 구속되어, (21) 0.5
진다.

적용 및 실험4.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의 적용4.1
식 의 시스템 동역학 식은 다음과 같이 슬라(1)

이딩 모드 정규형태로 바꿀 수 있다.





θ̇ 1 = θ2                                                                                

θ̇ 2 = 1
J

(u − Tf )
(24)

그리고 슬라이딩 평면 s를 식 후보(6), Lyapunov
함수를 식 과 같이 정의했을 때 식 에 대(8) , (24)
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입력의 최종 식은 다음과

같다.

Fig. 2 Block diagram of the control system with
adaptive Coulomb friction compensator

v = 







J
G2

 (G1ė 1 + G2θ̇ 2d ) − J k̂ C

                                                         + 







J
G2

 (D s + k      sgn (s ))

(28)

식 의 첫 번째 항은 공칭항이며 두 번째 항(25) ,

은 강인항이다 그리고. , k̂ C는 외란에 해당하는 추

정되는 쿨롱 마찰토크로 한정된 값을 가지고 있

으며, G1, G2, D , k는 설계 매개변수이다 그리.
고 추정기 식 와 식 은 실제 측정된 각속, (22) (23)

도와 슬라이딩 모드 제어입력( 을 쿨롱 마찰 추)
정을 위해 사용한다 는 쿨롱 마찰 보상을. Fig. 2
갖는 제어 시스템의 블록선도를 나타낸다.

실험결과 및 고찰4.2
은 실제 실험장치의 사진이다 위치 검출Fig. 3 .

을 위해 의 분해능을 가지는 엔코더를 사8192ppr
용하였으며 모터는 급 서보 모터가 사, 100W AC
용되었다 각각의 데이터 값들을 얻기 위하여.

분해능을 가지는 변환기가 샘플링 주12bit D/A
기 로써 사용되었고 제어 알고리즘을 구성1msec ,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은 와 같은Fig. 4 LabVIEW
기반의 언어로 작성되었다G- .
단조 증가 입력을 명령입력으로 하고 비례 미-
분 제어기를 이용하여 실제 볼 스크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쿨롱 마찰토크를 정방향 역방향으,
로 각 회 실험하였다 이 때의 토크 값과 속도5 .
값을 에 나타내었다 의 가로축은 시Fig. 5 . Fig. 5
스템이 가지는 쿨롱 마찰토크를 실험한 횟수를

나타내고 그 부호는 방향을 나타낸다 실제 규명, .
된 마찰보상 실험에서는 정방향 역방향의 쿨롱,
마찰토크의 평균값(= 0.02 sgn (θ2 ))으로 보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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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C motor position servo system

Fig. 4 G-language based on the LabVIEW

Fig. 5 Identification of Coulomb friction

그리고 위치 추적 실험에 사용된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의 설계 매개변수 G1, G2, D , k는 각각

이고 쿨롱 마찰 추정기의 설60, 0.1, 2050, 0.001 ,
계 매개변수 α , µ는 시행착오 방법을 통하여 0.1
과 로 선정하였다 본 논문에 사용된 추정기는1 .
슬라이딩 모드의 제어입력과 측정 속도 값으로부

터 쿨롱 마찰토크를 추정해 낸다 실험에 있어서.
문제점은 엔코드로부터 측정된 변위의 미분 값인

속도 값이 잡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
잡음으로 인해 추정기가 오동작을 할 수 있으므

로 잡음 성분을 소거하고자 차 저주파 필터가2
사용되었다.

은 의 계단 명령입력에 대하여 추정Fig. 6 5mm
된 마찰토크를 보상하였을 경우와 보상하지 않았

을 경우의 시스템 응답에 대한 것으로 마찰이,
보상되었을 경우 시스템의 응답 성능이 개선되었

다 그리고 제안된 제어 시스템의 추적 성능을. ,
평가하기 위하여 명령입력으로 진폭 주파1mm,
수 의 사인파 입력을 사용하였다0.1Hz . Fig. 7,

과 는 각각 마찰을 보상하지 않은 규Fig. 8 Fig. 9 ,
명된 쿨롱 마찰토크를 피드포워드로 보상한 그,
리고 쿨롱 마찰 추정 값을 피드포워드로 보상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 시스템의 추적 오차 값을 나

타낸다 에 표시된 쿨롱 마찰 측정 값을 피. Fig. 9
드포워드 보상한 경우의 추적 오차 제곱 평균값

이 로써 의 그리고0.0061mm Fig. 7 0.0197mm Fig.
의 에 비해 크게 감소되었음을 알 수8 0.0103mm
있다.

Fig. 6 Step responses of the SMC with/without
friction compens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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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osition error of the SMC without
friction compensator

Fig. 8 Position error of the SMC with fixed
friction compensator

Fig. 9 Position error of the SMC with adaptive
friction compensator

결 론5.

볼 스크류 시스템에 존재하는 쿨롱 마찰을 실-
시간으로 추정하는 추정기와 간략화 된 시스템

모델 식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추정기와 서. ,
보 제어기는 안정도 이론을 기본으로Lyapunov
유도되었다 마찰 추정기에 피드백 되어지는 속.
도 값의 잡음을 소거하기 위하여 차 저주파 필2
터가 사용이 되었다 실험적으로 규명된 쿨롱 마.
찰토크 보다는 추정된 쿨롱 마찰토크를 피드포워

드로 보상하는 경우가 추적 성능을 1.7∼ 3.3배

향상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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