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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포화 구동기를 가지는 회전형 도립진자
의 스윙업 제어를 제안한다. 동작점 근처에서 선형화한 회전형
도립진자 시스템을 기반으로 선형 행렬 부등식 방법으로 제어기
를 설계한다. 실험에서는 실제 회전형 도립진자 시스템의 입력
단에 제한조건을 걸어두고 실험하고 제안한 조건을 활용하면 포
화구동기를 가지는 회전형 도립진자의 스윙업 제어의 타당성을
보여준다.
Abstract

1. 서

론

도립진자 시스템은 대표적인 비선형 시스템으로 제어기 성능
평가의 대상을 많이 사용기 때문에 많은 연구진들이 연구의 대
상으로 많이 사용한다. 도립 진자 모델은 전동 모빌리티나 이족
보행 로봇, 보행 재활 장비 등에 많이 사용된다. 여러 도립진자
시스템 중 회전형 도립진자 시스템은 모터의 회전으로 진자를
세우는 시스템이다. 회전형 도립진자 시스템은 강한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어 선형화 기법과 제어기 설계에 많이 사용된다.
실제 환경에서 구동기의 출력의 한계로 인해 제어기에서 만든
값을 초과하는 값은 포화된 값으로 출력이 제한되어있다. 이것
은 큰 비선형성을 만들고 제어기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심한 경
우 시스템을 발산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제어기를 설계할
때는 구동기의 포화를 고려하여 제어기를 설계하여야만 한다.
본 논문은 선형 행렬 부등식 방법을 이용한 포화 구동기를 가
지는 회전형 도립진자의 스윙업 제어기 설계를 제안한다.
표시법 : (*)은 상응하는 대칭행렬을 나타낸다. ⋅ 은 조
건에서 ⋅ 의 볼록 조합을 나타낸다.
2. 본
2.1 시스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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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토크를 나타내며 여기서 사용된

파라미터들은 [1]에서 사용된 값을 사용한다.
식 (1)은 비선형 시스템이므로 시스템을 동작점    에서 선












                     






   
    
   

       
  

              

 


 
    


               
  



          






여기서

.

식(2)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상태 공간 모델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는 상태변수,     는 출력이고 시
스템 행렬 A, B, C, D는 다음과 같다.











  


            
 

   





   
        










    







 

 











론

회전형 도립진자 시스템은 Euler-Lagrange 방법을 이용하여
운동방정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형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

포화 구동기를 갖는 회전형 도립진자 시스템의 스윙업 제어기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보조정리를 사용한다.
보조정리 1 [2],[3]
벡터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여기서  는 가상 제어 입력이다.
만약 모든  ∈  에서   ≤  를 만족하면
   ∈          ∈   를 만족한다. 여기
서   는 포화된 입력을 나타내고  는 i번째 요소는 1이
고 나머지는 0인 단일 벡터이고  는 p번째 대각요소가 1이고
나머지는 0인  ×  행렬이고      이다. 위에서 언
급한 정의들을 사용하면 포화된 입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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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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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한다.

2.3 주요 결과

회전형 도립진자의 스윙업 제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비용 함수
를 최소화 하는 문제를 고려한다.




∞

        

 



정리 1
만약 행렬  ,  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
는 양의 정부호 행렬 P 와 임의의 행렬  ,  가 모든
 ∈    ,  ∈     에서 존재한다면 회전형 도립진자 시
스템 (1)은 주어진 각도 내에서 안정성을 보장한다.






<그림 2> 포화가 없는 구동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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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to

  
 




 
 

      
    
   






 












 



여기서,


                 

증명 : 자세한 증명은 생략한다.
3. 실

<그림 3> 포화를 고려한 구동기 입력
험

실험에서는 Quanser 사의 QUBE-Servo 2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용한 파라미터 값은 [1]에서 사용한 값을 사용하
였다.

4. 결

론

본 논문은 포화 구동기를 갖는 회전형 도립진자의 선형 행렬
부등식 접근법 기반의 스윙업 제어를 다룬다. 실험 결과를 통해
주어진 포화 수치에서도 회전형 도립진자가 잘 제어됨을 보여주
며 제안한 정리의 타당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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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회전형 도립진자의 각도

그림 1은 회전형 도립진자의 각도를 보여주며 에너지 인가 전
진자가 아래로 향하는 방향을 0도이기 때문에 진자가 위를 향해
바로 서있는 –180도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2
와 그림 3을 비교하면 구동기의 포화로 인해 입력이 포화되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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