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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is to study the inverted pendulum system of
cart type by using the method of PID control. This system is that
inverted pendulum maintain a constant balance from unstable state by
moving a cart. It is controlled via the PID controller. PID controller
is proposed to maintain a constant balance for nonlinear system such
as the inverted pendulum system so PID control is widely used in
the industrial field because of superior control performance, easy
implementation and relatively simple structure. To design this system,
it consist of Encorder and DC motor. Encorder is used to read the
angle of the pendulum and DC motor is used to change the angle.
We can verify results of experiment through the Matlab simulator via
the inverted pendulum system of cart type.

1. 서    론

일반적으로 제어시스템에서의 역진자, 혹은 도립진자 시스템은 미사
일이나 로켓, 2족 보행로봇 등을 제어하기 위해 고안된 간단한 모델 시
스템으로 제어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주로 이용되어지
는 비선형성이 강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도립진자가 적절한 제어력
이 없는 상태에서 중력에 의해 한쪽 방향으로 넘어지려 할 때 외부에서
힘을 가하여 진자의 각도와 위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시스템을 말한
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카트형 도립진자 시스템은 변화하는 진자의 위

치를 PID제어기법으로 불안정한 평형점에 강제적으로 위치하도록 하는
안정화 제어시스템이다. 진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Encoder와 진자를 평
형점으로 위치시켜주는 DC모터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시스템 제어에
사용된 PID제어는 비례(Proportionl), 적분(Integral), 미분(Differential)
제어를 조합한 방식으로 기존 제어의 85% 이상을 차지할 만큼 실제 산
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어기법이며,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시스템의 효율을 상승시켜 운전비용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논문에서는 도립진자가 수직의 불안정한 평형점에서 시작하여

PID기법을 통한 카트의 위치를 변화시켜 불안정한 평형점을 유지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Matlab을 이용해 실시간 그래프를 출력하여 모델링
시뮬레이션 결과 값과 비교하였다.

2. 본    론

  2.1 도립진자 시스템
사전적의미의 도립진자시스템은 보통의 중력 진자가 중심의

위치가 회전의 중심보다 연직 방향으로 아래쪽에 있는 것과는
반대로 연직 방향으로 위쪽에 중심이 있는 진자를 말한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입력 값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상태, 즉 평형 상태를 유지
하도록 제어기를 설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제어시스
템을 학습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2.1.1 도립진자의 종류
도립진자는 로터리형 도립진자(Rotary Inverted Pendulum)와

카트형 도립진자(Cart type Inverted Pendulum)로 나누어진다.
먼저 로터리형의 도립진자는 모터를 축으로 원 궤적으로 회전

하여 직접적으로 진자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모터의 회전력을 엔
코더가 연결되어 있는 축을 통하여 진자로 전달하고, 축의 회전
운동으로 진자의 움직임을 제어한다.
둘째로 카트형 도립진자의 경우는 모터의 회전력을 바퀴에 전

달하여 카트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이를 통해 진자의 축으로 전
달되어지는 힘으로 진자의 움직임을 제어한다.

두 경우 모두 진자가 기울어진 각도를 Encoder로 입력받고,
데이터를 검출하여 각도의 변화에 따라 모터의 속도를 변화시켜
제어한다.

  <그림 1> 도립진자 (좌 : 로터리형, 우 : 카트형).

  2.1.2 Cart type Inverted Pendulum System 설계
Encoder와 DC모터를 이용하여 <그림 2>와 같은 모델을 만들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카트형 도립진자와 같은 형태이며 카트의 동작을 통
해 진자의 각도를 조절하게 된다.
Encoder의 경우 Incremental Encoder를 사용하여 출력되어지는 A, B

상의 펄스를 통해 MCU에서 진자의 각도를 측정하게 된다. MCU로는
ATmega128을 사용하였으며 측정한 편차 값을 통해 MCU에서 나오는
PWM파형을 조절하여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고 동작시킨다.

<그림 2> Cart type Inverted Pendulum System 모델

2.2 Cart type Inverted Pendulum System 실험

<그림 3> 동작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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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의 도립진자 모델은 <그림 3>과 같은 형태로 Encoder를
통해 출력 받은 편차 값으로 모터를 동작 시키게 되며, 이 때 발생하는
카트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편차 값을 계속적으로 연산하는 폐루프를
형성하여 카트의 방향과 속도를 제어하게 된다. 도립진자에 적용시킨 제
어기법은 기존 제어의 85% 이상을 차지할 만큼 실제 산업현장에서 가
장 많이 사용되는 PID 제어기법을 이용하였다.

  2.2.1 PID Controller
PID제어기는 비례-적분-미분 제어기로서 자동화 시스템의 반

응을 측정할 뿐 아니라 반응을 제어할 때도 사용되는 제어방법
이다. PID제어기는 실제 응용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
적 제어기법으로 기본적으로 피드백 제어기의 형태로 제어 대상
의 출력 값을 측정하여 이를 원하는 설정 값과 비교하고 계산된
오차를 통해 제어 값을 연산하는 구조이다.
PID제어기는 오차신호를 <그림 4>와 같이 처리하여 제어신호

를 계산한다.

<그림 4> PID Controller 블록선도

<그림 4>의 제어신호를 연산식으로 표현하면,

    


기본적인 PID의 연산은 위와 같은 식으로 계산되어진다. 각각의 항
들은 오차 값과 오차 값의 적분, 오차 값의 미분에 비례하며 아래 표와
같은 응답특성을 갖는다.

<표 1> PID 응답특성

응답특성
이득 값

상승시간 오버슈트 정착시간 정상상태오차

 감소 증가 약간 변화 감소

 감소 증가 증가 제거

 약간변화 감소 감소 약간변화

여기서 는 오차신호에 곱해지는 비례이득, 는 오차신호

를 적분한 값에 곱해지는 적분이득, 는 오차신호를 미분한 값

에 곱해지는 미분이득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특성들을 이용하여 PID 이득 값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원

하는 응답특성을 낼 수 있는 제어기의 설계가 가능하다. 각각의 계수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일정치 않고 표의 내용을 참고하
여 계수들의 값을 결정할 수 있다.

  2.2.2 Cart type Inverted Pendulum System 동작 확인

<그림 5> Uncontrolled System에서의 각도 변화

<그림 6> PID Controlled System에서의 각도 변화

각각의 <그림 5>, <그림 6>의 그래프는 어떠한 제어기도 사용되지
않았을 때의 진자의 각도 변화와 PID 제어기를 통해 제어된 진자의 각
도 변화를 나타낸다. 처음 진자가 가지는 불안정한 평형점에서의 각도를
0이라 할 때, 그래프 상에서 0을 기준으로 위, 아래의 양수 값과 음수
값은 진자가 기준이 되는 평형점에서 좌우로 운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진자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위치시키려는 불안정한 평형점에
도달하기 위해 좌, 우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를 보면 제어 연산 없이는 진자의 각도를 유지할 수 없음

을 알 수 있다. 반면에 PID 제어기법을 적용시킨 <그림 6>의 진자의
각도를 보면 카트가 PID 제어상수들에 의해 처음의 도립된 위치를 유지
하기 위해 끊임없이 폐루프를 형성하며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진자는 PID제어를 통해 불안정한 평형점을 강제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동역학 및 제어 이론에서 연구되고 있는 도립진자 시
스템을 설계 구성하였으며 제어기법으로는 PID제어를 이용하였다. 적절
한 제어력 없이 중력에 의해 넘어지려는 도립진자의 각도를 Encoder를
통해 출력 받아 모터의 동작을 통해 특정한 각도에서 유지하는 시스템
을 설계하였다. 이 시스템은 모터의 동작을 구현하기 쉬운 카트형태로
설계되었으며, 카트의 좌, 우 움직임을 통해 진자의 각도를 제어한다.
Encoder에서 입력받은 진자의 각도는 MCU인 ATmega128을 통해

연산되어지게 된다. 진자의 각도는 제어시스템을 가지지 않고는 안정화
될 수 없는데 진자의 각도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실제 산업 분야
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는 PID제어기법을 사용하였다.
PID제어의 비례이득, 적분이득, 미분이득을 통해 얻은 결과 값을 통

해 불안정한 도립진자의 움직임이 PID제어를 통해 안정화 상태를 유지
하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제어시스템이 보다 유연한 시스템 핸들
링을 가능하게 하고 개선된 응답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
로 더 원활한 동작과 제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실험을 통해 제어이득
값과 응답속도를 개선시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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