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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sliding mode controller (SMC)의
채터링 현상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적응형 SMC를
제안한다. 기존 외란 관측기로 외란을 보상한 뒤 SMC 게인 값
을 줄여 채터링 크기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 하
였다. 제안한 적응형 SMC의 성능 검증을 위해 기존 SMC와 외
란 관측기의 결합과 기존의 적응형 SMC와 비교 분석을
MATLAB/Simulinlk를 통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수행하였다.
1. 서

론

SMC의 채터링 현상은 SMC를 사용했을 때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채터링 현상은 시스템 손상 및 소음을 유발하기
떄문에 유해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채터링을 해결
하기 위해 외란관측기 [4], 적응형 SMC [5], 고차항 SMC [6]
같은 방법들이 연구 되어왔다. 그러나 외란관측기의 경우 외란
을 보상하여 작은 SMC 게인을 사용할 수 있지만, SMC의 스위
칭 함수로 인해 외란 추정 성능이 저하 될 수 있다. 이는 제어
성능 악화로 이어지게된다. 그리고 적응형 SMC의 SMC 게인을
가능한 작게 가져갈 수 있지만, 잘 알려진 단점인 peaking 현상
이 발생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 제시한 두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란관측기와 적응형 SMC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인 적
응형 SMC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적응형 SMC는 기존 적응형
SMC와 다르게 외란관측기를 이용하여 일단 외란을 보상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존 적응형 SMC에 비해 작은 제어 게인을 사
용하게 된다. 또한 스위칭 함수로 인한 외란 추정 성능 저하 현
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한 적응형 SMC은 제어 게인값을 외
란 에러 만큼 낮출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제안한 적응형 SMC
의 성능 검증을 위해 기존 SMC와 외란 관측기의 결합과 기존
의 적응형 SMC와 비교 분석을 MATLAB/Simulinlk를 통해 시
뮬레이션 환경에서 수행하였다.
2. 본

부하 토크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면 부착형 PMSM
은  와  가 같다고 가정하고 모델링을 하며 본 논문에서도 표
면 부착형 PMSM 모델링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4].
2.2 Proposed adaptive sliding mode controller
기존 SMC에 비해 채터링을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 향상된 적
응형 SMC를 개발하였다. 제안된 적응형 SMC는 PMSM의 속도
제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외란관측기 기반으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외란에도 작은 채터링을 갖는 것이 가능하
다.
일반적으로 SMC를 설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제어 목적을 위한 슬라이딩 평면을 선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제어 입력 설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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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슬라이딩 평면이다. PMSM 속도 제어를 위해 슬라
이딩 평면과 이것의 미분수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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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회전자 각속도의 목표값이다. 그리고 제어 입력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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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추정된 부하 토크이며, 는 적응형 SMC 게인이다.

그리고 이 게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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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 그리고   이다. 파라메터   은
슬라이딩 평면의 발산 방지를 위해서 양수로 설계 되었다. 
그리고  는 적응형 게인으로서 원하는 제어 성능을 위해 적절
하게 튜닝 되어야한다. 는 식 (9)에서의 
  안정화를 위한

  

론

2.1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modeling
PMSM에 속도 제어기를 설계하기 위해선 PMSM의 모델링이
필요하다. PMSM의 3상 모델링을 d-q축 상에서의 상태방정식으
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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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회전자의 관성 모멘트; 는 점성 마찰 계수;  은

(1)
(2)
(3)

여기서  ,  는 d, q축 전압;  ,  는 d, q축 전류;  ,  는 d,
q축 인덕턴스; 은 고정자 권선 저항;  은 회전자 각속도; 
는 영구자석의 쇄교자속; 는 극수;  는 전기적인 토크이다.
또한, PMSM의 기계적인 모델링은 다음과 같다.



게인 파라메터이다.
 는 DOB0에 의해서 계산 된
식 (9)에서의 부하 토크 에러 
다 [5]. PMSM 부하 토크를 추정하기 위한 DOB0 수식은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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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외란관측기 게인이다.  를 설계하기 위해 
 의 미
분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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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토크 에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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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는 식 (12)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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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 부하 토크로 인해 실제 부하 토크가 보상되겠지만 실제
 가 실제 PMSM 시스템에는 남아 있게된다. 그러므로 식
론 
  까지 줄이게 되면 아주 작
(9)의 적응형 SMC 게인값을 
은 채터링을 얻을 수 있다.

부하 토크가 인가되기 전에는 기존 적응형 SMC 게인과 제안한
적응형 SMC 게인이 비슷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부하
토크가 인가된 뒤 기존 적응형 SMC는 부하 토크를 보상하기
위해 게인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안한 적
응형 SMC 게인은 부하 토크를 보상한 뒤 남은 부하 토크 에러
만큼 게인값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 Simulation results
PMSM의 속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제안한 적응형 SMC를 설
계하였다. 또한, 제안된 적응형 SMC와 비교를 위해 기존 SMC
와 외란 관측기 설계와 기존 적응형 SMC를 설계하여 비교분석
을 수행 하였다 [4],[5]. <표 1>은 PMSM의 기본 파라미터들과
적응형 SMC의 파라미터 게인들을 나타내었다. 시뮬레이션은 목
표 속도 300RPM과 10N의 부하 토크를 Step형태로 100초에 인
가하여 MATLAB/Simulink를 통해 수행하였다.

<그림 3> SMC 게인 값 결과

<표 1> PMSM 파라미터, 적응형 SMC 파라미터
PMSM
Parameters

적응형 SMC
Values

 ,  (d, q축 인덕턴스) 0.4mH
 (고정자 권선 저항)

0.2Ω

Parameters

Values



(각속도의
300rpm
목표값)

 (외란 관측
0.000467kg∙m
1000
기
게인)
 (점성 마찰 계수)
0.00374Nm∙srad

(적응형
1500
 (영구자석의 쇄교자속) 0.017Wb
SMC 게인)

(적응형
 (극수)
4
2000
SMC 게인)

 (회전자 관성 모멘트)

<그림 4> SMC 게인 값 결과,
확대된 그래프 : time = 99.8 ~ 101 s, gain = 0 ~ 90

그림 1과 그림 2는 PMSM 속도 제어 결과를 보여준다. 제안
한 적응형 SMC는 기존 기법들에 비해 채터링이 작은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기존 적응형 SMC의 단점인 peaking 현상이 부
하 토크가 인가된 뒤 보여진다. 그러나 제안한 적응형 SMC는
이러한 peaking 현상이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MC 채터링 현상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적응형 SMC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시뮬레이션 환
경에서 기존 기법들과 비교 분석이 수행되었다. 시뮬레이션 결
과 제안한 적응형 SMC 기법은 기존 기법들에 비해 낮은 제어
게인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은 PMSM 속도
제어로 검증이 되었고, 추후 실제 실험을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
의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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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MSM 속도 제어 결과, 스텝 부하 토크 100초 인가

<그림 2> PMSM 속도 제어 결과, 스텝 부하 토크 100초 인가,
확대된 그래프 : velocity = 280 ~ 330 rpm

그림 3과 그림 4는 각각의 방법들의 제어 게인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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