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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로봇의 추종 제어를 위한

이중 슬라이딩 표면에 기반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

Double Sliding Surfaces based on a Sliding Mode Control
for a Tracking Control of Mobile Robots

이 준 구, 최 윤 호, 박 진 배*

(Jun Ku Lee1, Yoon Ho Choi2, and Jin Bae Park1)
1Departmen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2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Kyonggi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double sliding surfaces based on a sliding mode control for a tracking control of nonholonomic 
mobile robots in the Cartesian coordinates. In order to remove sliding surface constraints, we design the additional sliding 
surface for the heading angle with respect to the newly defined coordinates. Then, we define the switching law based on the 
posture error to combine the designed sliding surface with the previous one. By using the double sliding surfaces and the 
switching law, we obtain the control law for arbitrary trajectories. It is proved that the position tracking error and the heading 
direction error asymptotically converge to zero, respectively, with the Lyapunov stability theory. Finally, through computer 
simulations, we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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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동 로봇의 추종 제어의 경우 이동 로봇의 비홀로노믹 

제약 조건(nonholonomic constraint)들 때문에 제어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1]. 특히 일부 제어 이론은 비홀로노믹 

제약 조건 때문에 이동 로봇에 적용하기 어렵다. 연속 미분 

가능하고 시불변 상태 피드백(state feedback)을 이용한 제어 

이론의 경우, [2]에 의하면 리아프노프(Lyapunov) 안정도 해

석 관점에서 이동 로봇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비홀로노믹 제약 조건을 가지는 이동 로봇의 추종 제어를 

위해 적응 제어 기법, 강인 제어 기법, 퍼지 이론 등을 이

용한 많은 제어 기법들이 연구되었다[3-14].
특히, 슬라이딩 모드 제어(SMC: Sliding Mode Control) 

기법은 일반적으로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강인성, 빠른 응

답성 등의 장점을 가지므로 많은 연구자들이 SMC 기법을 

이용한 이동 로봇의 추종 제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하였다[9-14]. J. M. Yang은 위상 좌표계(polar coordinates)에
서의 이동 로봇의 기구학 및 동역학을 동시에 고려한 추종 

제어기 설계 방법을 제안하였다[10]. 또한 [11]과 [12]에서는 

새로운 슬라이딩 표면에 기반한 SMC 설계 방법을 제안하

였으며, 제어기의 성능과 수렴 속도를 향상시켰다. 하지만 

위상 좌표계의 경우 출발 지점이  인 경우 이동 로봇

의 동역학식에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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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위상 좌표계에서 이동 로봇의 기구학 모델 식

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 O. Lee은 직교 좌표

계(cartesian coordinates)에서의 이동 로봇의 기구학 모델식

을 제안하였고 앞서 서술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13]. 이후

에는 직교 좌표계에서의 이동 로봇의 기구학 및 동역학을 

동시에 고려한 추종 제어기 설계 방법이 제안되었고, 주어

진 기준 경로(reference trajectory)에 대한 수렴 성능 또한 검

증되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백스테핑(backstepping) 기
법을 이용하여 슬라이딩 모드 제어 입력을 간소화하는 설

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제어 입력을 단순한 형태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슬라이딩 표면에 제한 조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특정 조건, 이동 로봇의 현재 지점과 목표 지점 

간에 오차가 발생하며 선속도가 0에 가까운 경우, 주어진 

기준 경로에 정확하게 수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중 슬라이딩 표면에 기반한 

SMC 기법을 이용하여 이동 로봇의 새로운 추종 제어기의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상기의 슬라이딩 표면 제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 각도 (heading angle, )에 대한 추가적

인 슬라이딩 표면과 이에 기반한 SMC 설계 방법을 제안한

다. 또한 자세 오차에 대한 스위칭 법칙을 설정하여 기존의 

SMC에 연결함으로써 이동 로봇의 새로운 추종 제어기를 

설계하며, 이를 통해 주어진 기준 경로에 대한 이동 로봇의 

경로 추종이 가능한 제어 입력을 구한다. 또한 리아프노프

(Lyapunov) 함수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중 슬라

이딩 표면에 기반한 SMC가 점근적으로 안정함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제어기의 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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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동 로봇의 기구학 모델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이동 로봇은 그림 1과 같이 2개의 

구동 바퀴로 구성되며, 구동축과 중심축이 같은 이동로봇을 

고려한다. 직교 좌표계상에서 이동 로봇의 현재 위치를 

  , 현재 위치에서 진행 방향과 축과의 각도를 라 

정의하면 이동 로봇의 비홀로노믹 제약 조건을 식 (1)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sin  cos   (1)

이동 로봇의 선속도와 각속도를 각각 라 정의하고 

현재 위치 자세 (current posture)을     
, 현재 

위치에 대한 제어 입력을     
라 정의한 후 식 

(1)을 이용하면 식 (2)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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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위치 자세 (reference posture)와 제어 입력을 같은 

방법에 의해 각각      
 ,      

으로 

정의하고, 정의된 현재 위치 자세와 기준 위치 자세를 이용

하면 두 자세 사이의 차이인 자세 오차 (posture error)를 식 

(3)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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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에서 미분을 취하면 이동 로봇의 각속도, 선속도 

오차를 식 (4)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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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동 로봇의 좌표 설정.
Fig. 1. Coordinates assignment for the mobile robot.

III. 이동 로봇의 경로 추종 제어기 설계

서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슬라이딩 표

면의 제한 조건을 고려한 새로운 슬라이딩 표면의 설계와 

이에 기반한 제어기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1. 슬라이딩 모드에 기반한 경로 추종 제어기

이동 로봇의 추종 제어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어 입력  

을 조절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세 오차 을 0으로 

수렴하게 함으로써 이동 로봇이 목표 지점 혹은 경로로 이

동하게 제어하는 것이다. 하지만 식 (3)을 보면 알 수 있듯

이 자세 오차 는 다수의 입력 값을 갖는 비선형 시스템

이다. 따라서 제어기의 설계 또한 복잡해지는데 슬라이딩 

표면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을 

첫 번째 슬라이딩 표면 으로 선택한다. 또한  를 0

으로 수렴시키기 위한 슬라이딩 표면을 구하기 위해 리아

프노프 함수를 식 (5)과 같이 정의한다.


 



 (5)

식 (5)을 미분하면 식 (6)을 유도할 수 있다.


 

     sin  (6)

식 (6)의 에  tan  을 대입하면 식 (7)이 유도

된다. 


  sintan  (7)

여기서    sintan ≥ 이므로 
≤이 된다. 

따라서 
는 양정치 (positive definite)이고 

는 음정치 

(negative definite)이기 때문에, 가  tan으로 수

렴하면 은 0으로 수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가 0으로 

수렴하면 도 0으로 수렴한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두 번째 슬라이딩 표면 으로   tan  을 선

택하여 제어기를 설계한다. 

그림 2. 새로운 슬라이딩 표면 을 위한 이동 로봇의 좌표 설정.

Fig. 2. Coordinates assignments for new sliding surf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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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슬라이딩 표면에 기반한 경로 추종 제어기 설계

III. 1절에서 서술한 SMC의 경우 특정 조건에서는 이동 

로봇의 동작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것은 두 번째 

슬라이딩 표면 으로 설정한  tan     때문

인데, 선속도  ≈, 초기 오차   의 경우  ≠임

에도 불구하고   ≈이기 때문에   이 된다. 따라

서 이 조건의 경우 는 0으로 수렴하지 않고, 이동 로봇의 

움직임은 제한을 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그림 2의 좌표 설정을 이용하여 진행 각도에 대한 

추가적인 슬라이딩 표면과 SMC을 설계하고, 스위칭 법칙

을 이용하여 기존 SMC와 연결한다.

추가한 슬라이딩 표면은 →  tan 

 
으로, 

이를 만족할 때 이 0으로 수렴하고 이때    와 

 을 연결한 점은 가 된다. 추가한 슬라이딩 표면

은 기존의 슬라이딩 표면의 제한 조건하에서 이동 로봇을 

주어진 기준 경로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제한 조건

( )을 기준으로 기존의 슬라이딩 표면과 추가

한 슬라이딩 표면을 스위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스위칭 

법칙을 식 (8), (9)와 같이 정의한다. 

  =    ≥ 
    

(8)

     ,     

 ⇒i f  ≥      

i f         
(9)

여기서    
 

 이고 는 양수로 

주어진 값이다. 즉, 기존의 슬라이딩 표면의 제한 조건, 초
기 오차가 일정 수치 이상인 경우 추가한 슬라이딩 표면을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또한    을 만족하면 

tan


이 되어 오류가 발생하므로 매우 작은 값인 을 

분자와 분모에 추가하여 이를 방지한다. 최종적으로,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슬라이딩 표면은 식 (10)과 같다.

 




















    




 (10) 

여기서   tan    이고   tan   

 
이다. 또

한 2개 슬라이딩 표면 사이의 스위칭은 단 한 번만 발생한

다. 이동 로봇이 초기에 기존의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의 제

한 조건이 발생하는 구역 (     ≈)에 있을 

경우 새로 추가한 슬라이딩 표면을 이용하여 이동 로봇을 

기준 경로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이동 로봇은 

 인 구역에 위치하게 된다. 또한 한번 기준 경로상으로 

위치하여 주어진 기준 경로를 따라 이동할 경우 이동 로봇

은  인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 

추가한 슬라이딩 표면으로부터 기존의 슬라이딩 표면으로 

스위칭은 한 번만 발생하게 된다. 
이제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를 설계해야 하는데 첫 번째 

슬라이딩 표면 과 두 번째 슬라이딩 표면 가 0으로 수

렴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슬라이딩 모드에서 접근 법

칙 방법 (reaching law approach)을 이용하여 각 상태와 조건

들이 제안한 슬라이딩 표면들로 수렴되게 한다. 접근 법칙 

방법으로    을 이용하며 이때 는 양수이다. 
또한 슬라이딩 표면에 수렴함과 동시에 시스템의 기구학 

방정식을 만족시키도록 식 (11)을 유도한다.

          





 

 


















 








 


 








    (11)

 식 (11)을 정리하면 목표 위치 자세에 도달하기 위한 

현재 위치 자세에 대한 제어 입력 을 식 (12)와 같이 유

도할 수 있다.




















  cos 

 





 





 (12)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슬라이딩 표면의 경우 슬라이딩 표

면이 갖는 제한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따라서 제안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에 기반한 새로운 이동 로봇의 추종 

제어기의 경우 제한 조건 구역 ( ≈,  )에서

도 주어진 기준 경로에 정확하게 수렴한다.
3. 리아프노프 함수를 이용한 안정도 해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제어기의 안정도 해석을 위해 리아

프노프 함수를 이용한 안정도 해석 기법을 사용한다. 우선 

리아프노프 함수를 식 (13)과 같이 정의한다. 

  


  (13)

식 (13)을 미분하여 식 (11)을 대입하면 식 (14)을 유도할 

수 있다.

                

   (14)

           

여기서   ,  이다. 이때 는 양정치이고  는 

음정치이므로 슬라이딩 표면  는 0으로 수렴하며 이에 따

라 첫 번째 슬라이딩 표면 와 두 번째 슬라이딩 표면 

도 0으로 수렴한다. 첫 번째 슬라이딩 표면 와 두 번째 

슬라이딩 표면 이 0으로 수렴하면 와 가 각각 0과 

로 수렴하고, 이에 따라 도 0으로 수렴하므로 자세 오차 

    
는 0으로 수렴한다. 따라서 식 (12)의 제

어 입력은 식 (10)의 슬라이딩 표면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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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모의실험

본 논문의 모의실험에서는 기존의 슬라이딩 표면에 기반

한 제어기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의 

결과를 비교 및 분석하여 제안한 제어기의 성능을 검증하

였다. 모의실험에 사용한 이동 로봇의 설계 파라미터 값은 

  ,    으로 설정한다. 한편 기준 경로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조건 1: 기준 경로의 초기 위치    = [3, 3, 


], 

선속도 는 0 m/s, 각속도 는 0 m/s로 설정하였고, 이동 

로봇의 초기 위치   = [0, 0, 0]로 설정하였다.

조건 2: 기준 경로의 초기 위치    = [3, 3, 


], 

선속도 는 0.1 m/s, 각속도 는 0.1 m/s로 설정하였고, 

이동 로봇의 초기 위치   = [0, 0, 0]로 설정하였다.

조건 3: 기준 경로의 초기 위치    = [3, 3, 


], 

선속도 는 5 m/s, 각속도 는 3sin m/s로 설정하였고, 

이동 로봇의 초기 위치    = [0, 0, 0]로 설정하였다.

그림 3과 4는 기준 경로가 정지한 점인 조건 1에 대한 

각 제어기의 성능을 보여준다. 그림 3의 결과로부터 기존의 

슬라이딩 표면을 이용한 제어기의 경우 주어진 기준 경로

에 제대로 수렴하지 않으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제어기의 

경우 제대로 기준 경로인 정지한 점 (3,3)에 수렴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5로부터 이동 로봇이 기준 경로에 

수렴할 때 두 번째 슬라이딩 표면 에서 스위칭은 한 번

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과 7는 기준 경로가 느리게 움직이는 조건 2에 

대한 각 제어기의 성능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슬

라이딩 표면을 이용한 제어기의 단점을 본 논문에서 제안

한 제어기가 어떻게 개선하는지를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

다. 기존 제어기의 경우 기준 경로에 정확히 수렴하고 있

지 못하는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제어기의 경우에는 

기준 경로에 정상적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8로부터 이동 로봇이 기준경로에 수렴할 때 두 

번째 슬라이딩 표면 에서 스위칭은 한번만 발생함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9와 10은 복잡한 기준 경로로 설정한 조건 3에 대

한 각 제어기의 성능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제어기가 복잡한 기준 경로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

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11로부터 이동 

로봇이 기준 경로에 수렴할 때 두 번째 슬라이딩 표면 

에서 스위칭은 한 번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비홀로노믹 이동 로봇의 추종 제어를 위

한 슬라이딩 표면의 제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 각도

에 대한 추가적인 슬라이딩 표면을 설계하고 이에 기반한 

SMC 설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자세 오차에 대한 스

위칭 법칙을 설정하여 기존 슬라이딩 표면과 연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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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조건 1에 대한 경로 추종 결과 비교.
Fig. 3. Comparison of trajectory tracking results for Condi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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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조건 1에 대한 경로 추종 오차 비교.
Fig. 4. Comparison of trajectory tracking errors for Condi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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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조건 1에 대한 스위칭 상태.
Fig. 5. Switching state for Condi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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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조건 2에 대한 경로 추종 결과 비교.
Fig. 6. Comparison of trajectory tracking results for Condi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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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조건 2에 대한 경로 추종 오차 비교.
Fig. 7. Comparison of trajectory tracking errors for Condi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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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조건 2에 대한 스위칭 상태.
Fig. 8. Switching state for Condi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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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조건 3에 대한 경로 추종 결과 비교.
Fig. 9. Comparison of trajectory tracking results for Condi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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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조건 3에 대한 경로 추종 오차 비교.
Fig. 10. Comparison of trajectory tracking errors for Condi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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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조건 3에 대한 스위칭 상태.
Fig. 11. Switching state for Condi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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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과정을 단순화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

한 이중 슬라이딩 표면에 기반한 SMC을 이용하면 이동 로

봇을 주어진 경로에 정확하게 수렴시키는 제어 입력을 구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리아프노프 함수를 이용한 안정

도 해석 이론을 이용하여 제안한 제어기의 안정도를 증명

하였고, 각 오차가 0으로 수렴함을 증명하였다. 또한 모의

실험 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제어기의 성능을 검

증하였다. 향후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위칭 기법과 접

근 각도를 접목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를 실제 로봇에 적

용하여 실제 환경에서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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