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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슬라이딩 모드 제어는 모델의 불확실성과 파라미터 변동,
외란으로부터 자유로운 강인제어의 한 방법으로 설계가 용이하고 트래
킹 퍼포먼스가 우수하여 널리 쓰이는 제어 방법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
서는 Ball and Beam 시스템에 대해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를 설계하고
제어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매트랩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제어
기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1. 서    론

슬라이딩 모드 제어(Sliding mode control)는 비선형 제어기법 중 하
나로 가변구조 제어 방법에 해당된다. 시스템의 구조를 변경하여 시스템
의 상태를 설계자가 설계한 슬라이딩 평면(Sliding Surface)상에 올려놓
아서 모델의 불확실성(Uncertainty)과 외란(Disturbance)에도 슬라이딩
평면상에 있도록 해서 원하는 지점으로 보내 정확한 제어를 할 수 있는
강인제어(Robust Contorl) 기법이다[1,2]. 이 때, 시스템의 차수가 슬라이
딩 평면의 차수만큼 낮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Ball
and Beam 시스템에 대해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를 설계하고 제어시스템
을 구현하였다[3-5].

2. 본    론

  2.1 Ball and Beam 시스템
본 논문에서 사용한 제어 대상인 Ball and Beam 시스템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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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all and Beam의 모델

볼에 대한 운동은 Lagrangian 운동방정식[6]은 식 (1)과 같다[4].




(t) + sin(t) -

    (1)

빔의 각도 ≒ 부근에서 식 (1)를 선형화하면 sin≒

≒ 으로 근사화할 수 있으며, 이를 방정식에 대입하면 선형화된
Ball and Beam 시스템의 운동방정식은 식 (2)와 같이 얻어진다.




   (2)

한편 빔의 각과 원판의 각 사이에는 식 (3)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3)

따라서 식 (3)을 식 (2)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4), 식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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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식 (5)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식 (6)이 된다.




 










(6)

따라서 시스템 모델이득 k는 식 (7)과 같이 구할 수 있다.

 






(7)

  2.2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 설계
슬라이딩 평면을 설계하기 위해 식 (8)과 같이 정의하였다.


  ,  

 (8)

식 (8)을 이용하여 상태공간방정식 (9)로 나타낼 수 있다.

 



   
   



    (9)

또, 슬라이딩 평면 =0에서 를 식 (10)으로 정의한다.

    (10)

안정성을 판별하기위한 Lyapunov 함수[7]는 식 (11)과 같다.

  


  (11)

이 때,  에 대한 1차 미분은 식 (12)로 주어진다.

      (12)

여기서  이면   은 점근적으로 안정하다[7].

식 (13)에서 를 식 (14)와 같이 정의하고 정리하면 식 (15)와 같
다.

≤


 (13)

 
 ≤ (14)

 ≤  (15)

따라서 Sliding 평면에 수렴하기 위해서 입력 값 를 식 (16)과 같
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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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이 때, 식 (11)로부터 식 (17)을 유도할 수 있다.

 ≤ ≤ (17)

를 와 같이 정의하면 식 (18)이 된다.

   (18)

 


≤ (19)

여기서,  는 보다 작아  는 선형적으로 감소하므로, 유한 시
간 내에    이 됨을 알 수 있다.

2.3 모의실험 
 
<표 1> Ball and Beam 시스템의 사양

그림 2 (a)-(c)는 Sliding Mode Control, (d)는 PID control로 모의실
험 한 결과이다. 그림 2(a)는 시간에 따른 공의 위치()와 공의 속력

( )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공의 위치( )가 0.030m 떨어진 목표

값의 5%인 0.0015m에 도달하는 시간( , settling time)은 6.863sec가 나

왔다. 그림 2(b)는 입력 제어값(u)  를 나
타내었다. Settling time 6.863sec 즈음부터 일정한 진폭이 나타나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는 Sliding Mode Control에 chattering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c)는 공이 슬라이딩 평면(Sliding manifold)에 도달할
때의 공의 위치와 속력을 나타낸다. 그림 2(d)는 PID로 제어했을 때의
결과 그래프이다. 공의 위치()가 0.030m 떨어진 목표값의 5%인

0.0015m에 도달하는 시간( )은 2.480sec가 나왔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Ball and Beam 시스템에 대해 Sliding Mode Control
과 PID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고 그 성능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모의실
험 결과, Ball and Beam 시스템은 비교적 외란이 적기 때문에
Chattering이 생기는 Sliding Mode Control보다는 원하는 지점에 수렴하
는 PID 제어가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Sliding Mode
Control은 외란이 많은 복잡한 시스템에서의 제어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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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의 실험 결과 (a) Sliding mode control: 볼의 위치와 
속도, (b) 제어 명령 값, (c) 슬라이딩 평면 및 볼의 위치와 
속도, (d) PID 제어 결과

Parameter Description Value

 공의 초기 위치 0.030m

M 공의 질량 0.111kg

g 중력가속도 -9.800m/

r 모터와 레버 사이의 거리 0.030m

L 빔의 길이 1.000m

R 공의 반경 0.015m

J 공의 관성모멘트 × 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