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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상 시스템을 위한 가속율도달법칙기반의

슬라이딩 모드 제어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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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gnetic levitation systems using the attraction force of electromagnets have many constraints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air gap and the nonlinearity of electromagnetic force and inductances. As a result of these constraints, the nonlinear 
control of a magnetic levitation system has been improved by the latest advanced processors and accurate measurement system 
which can overcome problems such as many constraints and nonlinearity. This paper concentrates on the modeling of a 
nonlinear magnetic levitation system and an application of an exponential reaching law based sliding mode controller using the 
exponential reaching law which is one of the most robust controllers against external unexpected disturbances or parameter 
fluctuations. Controllability of a magnetic levitation system using the sliding mode control algorithm and robustness against 
parameter fluctuations have been verified through the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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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자기부상 시스템(magnetic levitation system)은 자기부상열

차, 자기베어링, 초고속 회전장치 및 초정밀 반도체 이송장

비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자기부상 시스템은 비접촉 구동 시스템으로서 제어의 정밀

도를 높일 수 있으며, 기계적인 마찰 및 소음이 없고, 윤활

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청정한 환경에서 시스템을 구

동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 
부상력을 이용하는 자기부상 시스템은 공극(air gap)의 

변화에 따른 부상력이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고, 부상 시스

템의 질량, 인덕턴스 등 파라미터의 변화 및 외란에 의한 

영향 등 제어시스템의 불안정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요소들에 의한 제어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비

선형시스템에 대한 선형화 모델을 이용한 강인제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2-4]. 하지만 자기부상 시스템은 선형

화 모델에 의해 제어를 할 경우에는 동작점이 선형화 시킨 

단일 동작점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제어성

능이 현저히 줄어드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5].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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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선형 제어기법 중 하나인 슬라이

딩 모드 제어는 불확실한 동적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방

법으로 넓은 동작범위를 갖는 자기부상 시스템 제어에 적

합한 제어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6-8]. 
하지만 슬라이딩 모드 제어를 실제 시스템에 적용했을 

때, 심각한 채터링 현상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채터링의 주

파수 및 크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외란 관측기 및 고

차 슬라이딩 모드 제어 등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다[9,10]. 
외란 관측기를 이용하는 경우 모델링의 오차를 줄이거나 

외란을 보상해 주는 장점이 있으나 관측기의 동특성이나 

사용한 필터의 특성에 따라 추정값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는 단점이 있다. 고차 슬라이딩 모드 제어를 이용하는 경우 

채터링을 저감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제어입력에 필요한 보

조항을 추가하여야하고 이로 인해 제어기 설계가 복잡해지

는 단점이 있다.
슬라이딩 모드 제어는 위상 공간 상에서 시스템의 상태

를 스위칭 평면(switching surfacce)으로 도달시켜 구속하여 

강인성을 얻는 비선형 제어기법이다. 슬라이딩 모드 제어 

기법 중 하나인 비교적 적용이 쉽고 외란 또는 섭동에 강

인한 도달법칙(reaching law)을 이용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

는 상태변수가 스위칭 평면에 도달할 때 도달시간 및 채터

링을 줄일 수 있다. 도달 법칙을 이용한 슬라이딩 모드 제

어 기법은 정상도달법칙, 비례도달법칙, 가속율도달법칙으

로 구분 된다[11]. 본 논문에서는 도달 법칙을 이용한 슬라

이딩 모드 제어 기법 중에서 임의의 초기상태에서 스위칭 

평면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 스위칭 평면으로의 수렴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채터링이 비교적 적게 발생하는 가속율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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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흡인식 자기부상 시스템 시소 실험 모델.
Fig. 1. Seesaw model of electric magnetic system.

그림 3. 전자석과 부상체간의 힘관계.
Fig. 3. Relationship of the force between electromagnet and mass.

법칙을 이용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 기법을 적용한 제어기

를 설계하여 자기부상 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한다. 제안한 

가속율도달법칙을 이용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 기법의 성능

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림 1과 같은 흡인식 자기부상 모의 

장치인 시소 (seesaw)형태의 실험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슬
라이딩 모드 제어기를 적용한 결과를 일반적인 PID 제어기

를 적용한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비선형 제어기인 슬라이

딩 모드 제어기를 적용한 결과가 좀 더 넓은 동작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제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II 장에서 자기부상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을 비선형 상태방정식으로 나타내었고 III 장에서는 

유도된 비선형 모델을 이용하여 가속율도달법칙을 이용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IV 장에서는 자기부상 

시스템을 묘사하기 위한 실험 장치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가속율도달법칙을 이용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 기법의 제어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스텝응답, 정현파응답 및 시스템의 

질량을 변화시켜 제어기가 동작범위, 파라미터 변화 및 외

란에 강인한지를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의 

제어방식인 PID 제어방식과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II. 자기부상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

자기부상 시스템은 부상력 방식에 따라 반발식 부상 

(repulsive suspension or electric dynamic system (EDS)) 방식

과 흡인식 부상(attraction suspension or electric magnetic 
system (EMS)) 방식이 있다[3,12]. 본 논문은 흡인식 자기부

상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2는 1자유도에 대한 흡

인식 자기부상 시스템의 모델이다. 시스템 모델링에 앞서 

누설자속은 없다고 가정하고 자기코어의 릴럭턴스가 공극

의 릴럭턴스보다 매우 작다고 가정한 후 흡인식 자기부상 

시스템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을 비선형 상태방정식으로 유

도한다.
그림 2에서 인덕턴스는 부상공극에 따라 변하므로 식 

(1)과 같이 표현 되며, 흡인력 는 공극 변화당 자계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식 (2)와 같이 유도된다[13]. 부상 전

자석의 흡인력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공극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림 2. 흡인식 자기부상 시스템의 구조.
Fig. 2. Structure of electric magnet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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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진공 투자율, 은 코일에 감긴 권선수, 는 

전자석의 단면적, 는 공극(=부상높이), 는 전류, 
는 자계에너지이다. 

부상 전자석 코일에서 전기적 방정식은 전압과 전류에 

의한 전압방정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

여기서, 는 전압, 은 저항이다.
흡인식 자기부상 구조의 전자석의 흡인력과 부상 물체에 

대한 일반적인 힘 관계는 그림 3으로부터 식 (4)를 유도할 

수 있다.

  (4) 

여기서, 은 부상체의 질량이고, 는 식 (2)에서 구

한 전자석의 흡인력, 는 중력가속도, 는 외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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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소 모델에 대한 전자석과 부상체간의 회전운동량의 

관계.
Fig. 4. Relationship of the momentum between electromagnet and 

mass about seesaw model.

본 논문에서는 시소모델을 이용해서 자기부상 구조를 묘

사했기 때문에 전자석의 흡인력과 부상물체에 대한 회전운

동량(momentum)의 관계는 그림 4로부터 식 (5)를 유도할 

수 있다. 

  (5)

여기서,  는 부상체의 시소중심점을 회전축으로한 관성모

멘트이며, 은 시소중심점에서 전자석중심점과의 거리, 

는 시소중심점에서 부상체중심점과의 거리, 은 시소중심

점과 무게중심점 사이의 거리이다. 
시소모델은 회전운동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식 (5)를 

이용하여 상태방정식을 유도하여야하나 회전하는 각도가 

-0.1~0.1도로 미미하여 힘의 방정식으로 선형근사화시켰을 

때 그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흡인식 자기부상 시스템

의 수학적 모델링을 식 (4)를 이용하여 상태방정식을 유도

하였다. 

앞에서 구한 식 (1)-(4)를 이용하여   ,   , 

   ,   를 상태변수로 정의해서 비선형 상태방

정식으로 표현하면






 

 



 









 



 









(6)

와 같이 된다.

III. 도달법칙을 이용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 설계

1. 부상공극을 제어하기 위한 좌표변환

흡인식 자기부상 시스템의 부상공극을 제어하기 위해 도

달법칙을 이용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적방정식이 필요하다[7]. 부상공극 오차를  로 

한 새로운 흡인식 자기부상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에 대한 

상태변수는 식 (7)과 같다.

 

 

 


 

 
 (7)

여기서, 는 제어하고자 하는 공극(=부상높이)이다. 

새로운 상태 변수를 이용하여 상태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식 (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8) 

여기서,  는 식 (9)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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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7)-(9)는 다음 장에서 제어기를 설계할 때 이용 될 

것이다.
2. 가속율도달법칙을 이용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 설계

도달법칙을 이용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는 제어입력을 구

하기 위해 식 (10)과 같은 슬라이딩 모드 도달법칙의 조건

을 만족하는 스위칭 평면에 대한 동특성식을 선정하여 제

어입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s는 스위칭 평면을 나타

낸다.

 ·   (10) 

첫 번째로 제어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스위칭 평면 

(switching surface)을 정의하여야 한다. 부상공극의 오차를 

  로 정의하면 스위칭 평면은 식 (11)과 같이 

정의된다.

 
  (11) 

여기서,  는 설계파라미터이며 양의 실수값이다. 이 값

들을 잘 설정해야 시스템이 안정하게 되고 슬라이딩 모드 

제어의 문제점인 채터링현상도 줄일 수 있다. 
다음은 스위칭 평면의 동특성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가

속율도달법칙에 대한 스위칭 평면의 동특성식은 식 (12)와 

같이 표현된다.

      (12)

여기서, , 는 수렴속도와 관계되는 게인이며, 양의 실

수값이다.
이 도달법칙의 특성은 초기 상태가 스위칭 평면까지의 

거리가 멀 때 스위칭 평면까지의 수렴속도가 빠르게 되고, 
스위칭 평면 근처에서는 수렴속도가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고속수렴과 저채터링의 효과를 가져온다.   에서 

  까지 식 (12)를 적분하면 도달시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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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속율도달법칙을 이용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 블록도.
Fig. 5. Block diagram of sliding mode control using ERL.

그림 6. 자기부상 시스템 실험 장치.
Fig. 6. Experiment equipment of magnetic levitation system.

으로 된다[11]. 식 (13)에서 알 수 있듯이 가속율도달법칙은 

값에 의해 스위칭 평면 근방에서는 수렴속도가 감소하여 

채터링이 저감된다. 하지만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때

(≥ ) 도달시간은 무한대가 되어 도달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다. 
앞서 구한 식 (7), (8), (9), (11), (12)를 이용하여 고속수

렴, 저채터링 효과를 갖는 가속율도달법칙을 이용한 슬라

이딩모드 제어의 등가제어입력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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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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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는 경계층의 기

울기이다. 
또한, 유도된 등가제어입력의 슬라이딩 모드 존재조건을 

만족시키기위해 리아프노브 함수 (Lyapunov function)를 이

용하였다. 리아프노브 함수를 식 (16)과 같이 선택하기로 

한다.

 


 (16)

이 함수에 대한 식 (17)과 같이 도함수가 음의 한정함수

가 되면, 시스템은 안정성을 가지며 전영역에서 스위칭 평

면에 도달할 수 있다.

   (17)

식 (17)에 식 (11), (14), (15)를 대입하여 식 (18)을 유도

할 수 있다. 

    

  
   
 

(18)

식 (18)에서 알 수 있듯이 유도된 등가제어입력은 스위

칭 평면(  )에 수렴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슬라

이딩 모드 존재존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설계된 가속율도달법칙을 이용한 슬라이딩 모

드제어의 전체적인 제어 블록도이다. 

IV. 실험결과

이 장에서는 실험장치에 대해 설명한 후 가속율도달법칙

을 이용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 기법의 제어성능을 확인하

기 위해 스텝응답, 정현파응답 및 시스템의 질량을 변화시

켜 기존의 PID 제어방식과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1. 실험장치

그림 6은 자기부상 시스템에 대한 실험장치를 나타내었

다. 시스템에 대한 기계적인 구조는 중심축에 대해 부상체

가 1자유도를 갖고 부상하게 되며 부상체 양단 바로 밑에 

U자형 전자석을 위치 시켰다. 이 실험 장치는 중심축을 중

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부상체 양끝 무게가 똑같으면 전

자석 2개를 이용하여 자기베어링구조로 사용할 수 있고 한

쪽에 무게를 증가시키면 중력인 가 작용하여 반대편 전

자석 1개를 이용하여 자기부상 구조로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부상 구조를 적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자기부상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 MATLAB/Simulink와 

dSPACE를 사용하였고 전자석의 전압공급용으로 아날로그 

전류증폭기(operational amplification)를 사용하였다. dSPACE
는 MATLAB/Simulink와 연동하여 Simulink 블록모델을 이

용해 제어기를 편리하게 설계할 수 있으며 구현한 제어 알

고리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게 실험을 할 수 

있다. 또한 갭센서 및 전류센서의 값을 얻기 위해 dSPACE
의 ADC채널을 이용하였다. MATLAB/Simulink를 통해 생성

된 출력은 DAC 채널을 통해 아날로그 전류 증폭기로 입력

되고 아날로그 전류 증폭기를 통해 전자석으로 전압이 인

가된다. 아날로그 전류 증폭기는 OPA549T(파워앰프)를 사

용하였으며, OPA549T의 주요특성은 정격전류 8A까지 출력

할 수 있고 전류 리미트 설정기능 까지 있어 시스템에 대

한 과전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2. 실험 결과

이 절에서는 설계된 가속율도달법칙을 이용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 및 PID 제어에 대해 여러 실험을 통해 제어성

능을 검증하였다. 자기부상시스템에 대한 사양값은 표 1에 

나타내었다. PID 이득값은 근궤적법을 이용하여 일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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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기부상 시스템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magnetic levitation system.

파라미터 값

공칭공극 0.24[mm]
초기공극 0.48[mm]
정격전류 1[A] 
인덕턴스 5[mH]
저항 3.2[Ω]

코일 턴수 286[turn]
전자석 단면적 192[mm2] 
부상체 무게 11.8[Kg]
공급전압 ±15[V]
제어주파수 10[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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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ID 제어 위치 스텝 응답.
Fig. 7. Position step response using PI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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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PID제어 위치 정현파 응답.
Fig. 8. Position sinsoidal response using PI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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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PID 제어 시스템 질량의 +50% 변화시 위치 응답.
Fig. 9. Position response for the +50% of mass veriation using 

PI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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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PID제어 시스템 질량의 +100% 변화시 위치 응답.
Fig. 10. Position response for the +100% of mass veriation using 

PI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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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가속율도달법칙을 이용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 위치 

스텝 응답.
Fig. 11. Position step response using ERL sliding mode control.

하였고 실험에서는 선정한 이득값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법

을 거쳐 다시 선정하였다. 가속율도달법칙을 이용한 슬라이

딩 모드 제어기 이득값은 자유 설계파라미터(free design 
parameter)이며, 채터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시행 착오법에 

의해 선정하였고 이득값은 아래와 같다.

가속율도달법칙:       

PID:      

2.1 PID 제어

가속율도달법칙을 이용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와 비교

하기 하기 위해 PID 제어기를 적용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7은 공칭공극 0.24mm 스텝입력에 대한 위치응답을 보

여준다. 세틀링 시간은 0.058초로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버슈트 (P.O)는 15.41.%로 발생했지만 정상상태

에서는 양호한 특성을 볼 수 있다. 그림 8은 공극 기준치가 

정현파로 변동하는 경우 전 영역(0.06mm~0.42mm)에 대해 

위치제어가 가능한지에 대한 위치응답을 보여준다. 0.42mm
에서 리플이 발생하였지만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9와 10은 시스템 질량의 50%, 100% 변화시 위치응답

을 보여준다. 시스템 질량의 50% 변화시 0.06mm 위치에서

는 0.035mm, 0.42mm 위치에서는 0.07mm의 오차가 생겼다. 
시스템 질량의 100% 변화시 0.42mm에서는 0.07mm의 오차

가 생겼으며 0.06mm에서는 제어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PID 제어기를 적용한 경우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도

록 하는 제어동작에 대해서는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

만 넓은 동작 범위를 갖는 제어 동작에 대해서는 외란이 

인가되는 경우 오차가 크게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2.2 가속율도달법칙을 이용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

그림 11은 가속율도달법칙을 이용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

기를 적용한 경우 공칭공극 0.24mm 스텝입력에 대해 위치

응답을 나타낸 결과이다. 세틀링 시간은 0.022초로 PID 제
어기를 적용하였을 경우보다 수렴속도가 2배이상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상상태에서의 위치 리플율은 

4.1%로 PID 제어보다 리플율이 약간 크게 나타났지만 비교

적 잘 추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는 정현파입력에 대한 위치응답을 비교한 결과이

다. 위치를 가변시키면서 응답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정현파

를 입력하여 전 영역에서 제어가 가능한지를 실험하였다. 
0.06mm~0.42mm 안에서 위치를 가변시켰으며 전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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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가속율도달법칙을 이용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 위치 

정현파 응답.
Fig. 12. Position sinsoidal response of sliding mode control using 

E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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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가속율도달법칙을 이용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 시스템 

질량의 +50% 변화시 위치 응답.
Fig. 13. Position response for the +50% of mass veriation of 

sliding mode control using ERL.

0 0.5 1 1.5 2 2.5 3
0

0.1

0.2

0.3

0.4

0.5

time(sec)

 G
ap

 (
m

m
)

 

 
ref(mm)
fb(mm)

그림14. 가속율도달법칙을 이용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 시스템 

질량의 +100% 변화시 위치 응답.
Fig. 14. Position response for the +100% of mass veriation of 

sliding mode control using ERL.

오차가 거의 없이 위치를 비교적 잘 추종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앞선 PID 제어 결과에서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했

지만 반면에 가속율도달법칙을 이용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

에서는 오차가 거의 없이 전 영역에서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3, 14는 시스템 질량 변화에 대한 제어기의 강인성

을 보기위해 50%, 100%의 시스템 질량을 변화하였을 때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시스템 질량의 50% 변화시 0.02mm 
오차를 두고 위치를 추종하였다. PID 제어를 적용했을 때보

다 오차가 적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가속율도달법

칙을 이용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를 적용하였을 경우 시스템 

질량변화에 대한 위치 추종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스템 질량 100% 변화시 마찬가지로 

PID 제어를 적용했을 때보다 가속율 도달 법칙을 이용하였

을때가 상대적으로 위치 추종성능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
는 PID 제어기보다 가속율도달법칙을 이용한 슬라이딩 모

드 제어기가 외란에 대해 강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시소모델을 이용한 흡인식 자기부상 시스

템에 대해 자기부상 실험셋트를 구성하여 비선형 모델에 

기초한 가속율도달법칙을 이용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법

을 적용하였고 기존의 선형제어인 PID 제어기와 비교 실험

하였다. 그 결과, PID 제어기는 공칭공극에서 제어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공칭공극을 벗어나면 제

어성능이 저하되었으며 또한 파라미터 변화시에도 제어성

능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가속율도달법

칙을 이용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공칭공극에서 PID 제어기보다 리플이 약간 있지만 전 영역

에 대한 위치변화에 대해서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스템 질량변화에 따른 즉 외란에 대해서도 비교적 강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래의 슬라이딩 모드 제어의 

문제점인 채터링 문제는 극복하지 못하였다. 이는 시스템의 

매개변수를 정확히 고려되지 못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

되며 또한 시스템 질량변동에 대해서도 변동량을 감안한 

시스템 모델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아니라 이것에 기초한 

이득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로는 강인

하면서 채터링을 더욱 줄일수 있는 SMCSPO (Sliding Mode 
Control with Sliding Perturbation)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더욱

더 강인한 제어기를 설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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