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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제어 대상이 다양해지고, 제어 변수도 다양해짐에 따라 기
존의 PID 제어 시스템으로는 설계자가 원하는 응답 특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워지고 있다. 제어 대상의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제어 대상에 대
한 사용자의 숙련도 또한 제어 품질의 중요 변수이다. 사람의 경험을 제
어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 중에 하나가 퍼지이론의 제어 적용이
며, 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퍼지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여 모터 제어에 활
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매트랩을 이용한 모의 실험을 통해, 쿼드
콥터의 모터에 대하여 PID 제어와 Fuzzy 제어를 적용시켜 그 성능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1. 서    론

현재 많은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어 방식은 PID 제어
이다. PID제어는 비전공자도 어렵지 않게 배경 이론을 이해하고 실제
시스템의 제어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제어 시스템 또한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도, 많은 제어 대상들은
PID 제어를 이용하여 우수한 응답 특성을 도출한다.
하지만, 다양한 센서의 발전과 제어 품질의 고도화 요구, 노후화을 포
함한 제어 대상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어 알고리즘의 강
건함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기술들의 발전에
힘입어, 제어 대상들도 기존의 플랜트에 비해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
다. 또한, 제어 시스템이 고도화됨에 따라,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
자들의 개개인의 능력도 제어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
의 PID 제어로는,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서 설계하기는 쉽지 않다.
1965년, L. A. Zadeh 에 의해 퍼지 이론이 처음 발표되었는데, 이러한
퍼지 이론을 이용한다면, 제어 대상이 복잡해지더라도, 기계가 마치 인
간이 하는 것처럼 감각적으로 제어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였다. 그 이후 퍼지 이론을 실제 제어 대상에 적용
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되었다. 1974년 Mamdani가 퍼지 이론을
이용하여 증기기관 제어에 성공한 이후, 퍼지이론의 응용 분야가 제어
분야에 까지 확대되었으며, 점차 적용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는 산업,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개인의 취미 생활
에도 흔해진 쿼드콥터에 대해서 PI 제어와 PI - Fuzzy 제어를 적용시켜
보았다. 쿼드콥터의 모터를 모델링한 후, 기준 제어 입력에 대해서 PI
제어와 PI - Fuzzy 제어의 응답 특성을 비교해 봄으로써, PI - Fuzzy
제어를 활용한 쿼드콥터의 제어 활용 가능성과 더불어, 다른 시스템에서
도 PI- Fuzzy 제어를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해 본다.

2. 본    론

  2.1 Simulink를 이용한 단일 모터의 PI 제어
본 논문에서는 먼저 Matlab의 기능 중 하나인, Simulink를 이용하여,
쿼드콥터의 단일 모터를 모델링 한 후, 모터를 PI 제어를 하는 폐회로
(Closed Loop)를 구성하였다. 그림 1의 블록선도에서, 플랜트에 해당하
는 부분은 쿼드콥터의 단일 모터를 모델링한 전달 함수로 나타내었다.
외부의 자극에 대한 제어 시스템의 대응을 확인하기 위해 외란에 해당
하는 신호를 추가하였으며, 그림 1의 블록선도에서 'Disturbance'에 해
당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쿼드콥터 모터의 경우, 모터-프로펠러로 이루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2차 지연 시스템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2차 지연
응답 함수로 가정하고 시스템을 모델링 하였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모
터의 모델링은 실제 쿼드콥터의 구동에 사용된 모터의 응답을 관찰한
후 그 응답과 유사한 특성을 갖도록 모사하였다. 모터 전달함수의 계수
를 결정하기 위해 모터의 2차 지연 응답 시스템에 대해 일정한 계단 제
어 입력을 인가하고 출력을 반복적으로 관찰한 후, 계수를 수정해 나가
면서 전달함수의 계수를 결정하는 과정을 먼저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제어 대상이 되는 쿼드콥터에 사용한 모터의 경우, 모터가 동작 중일

때, 입력에 대해 반응하는 시간이 약 0.25초 정도 걸린 것을 수차례 반
복적인 측정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이를 사용하여 그림 1과 같이 2차 전
달함수의 계수를 결정하였다.
그림 1의 블록선도를 이용하여 단위 계단 응답이 가해질 경우 PI 제
어를 하였을 때와 계단 응답 간의 비교를 위해 마지막에 Mux를 두고
관찰하였다. 빠른 응답 시간을 얻기 위하여, PID 블록에 적절한 P 이득
과 I 이득을 변화시키면서 최상의 제어 품질을 얻는 이득을 결정하였다.

 <그림 1> 단일 모터에 대한 블록선도 (PI 제어)
 
  2.1.1 PI Control의 시간 응답 특성
시간 응답 특성에는, 4가지 주요 요소인 Settling Time, Rise Time,

Overshoot, Steady State Error가 존재한다. 쿼드콥터를 조정할 때,
Settling Time과 Rise Time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I 제
어의 Settling Time과 Rise Time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림 1의 블록선도에서, P 이득과 I 이득이 1인 시간 응답 특성을 그
림 2에 점선으로 표시하였고, P 이득이 4이고, I 이득이 16인 시간 응답
특성을 그림 2의 파선으로 표시하였다. P 이득값과 I 이득값을 적절히
조절하였을 때, 오버슈트는 어느 정도 발생하였지만, Settling Time이나
Rise Time은 많이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외란에 대한 응답
을 확인하기 위해 입력이 가해진 후 1초가 지났을 때 -1에 해당하는 외
란도 추가하여 제어 시스템의 적응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득 값에 따
라 차이는 있지만 제어 입력을 추종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PI Control의 시간 응답 특성

  2.2 Simulink를 이용한 쿼드콥터 모터의 Fuzzy Control
그림 1의 블록선도에, Fuzzy Logic 블록을 추가하여서, 그에 따른 응
답 특성을 구하여 보았다. 그림 3은 PI 제어 하나만을 이용한 제어 알고
리즘과 PI 제어와 퍼지 논리를 결합한 PI - Fuzzy 제어 알고리즘을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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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단일 모터에 대한 블록선도 (PI, PI-Fuzzy Control)

본 논문에서는 Matlab의 Fuzzy 툴박스를 이용하여 퍼지 제어시스템과
제어 GUI를 구현하였다. 다양한 입력 멤버쉽 함수와 출력 멤버쉽 함수,
제어 규칙(rule base)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중 두 가지 예를 그
림 4와 5에 나타내었다. 그림 4의 경우 입력과 출력에 대해 각각 5가지
의 멤버쉽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그림 5의 경우는 입출력에 대해 각각
11가지의 멤버쉽 함수를 사용하였다. 표 1 에 그림 4와 5에 대한 제어
규칙을 정리하였다.

  2.2.1 Fuzzy 제어의 시간 응답 특성
그림 6은 기존의 PI 제어와 PI-Fuzzy 제어를 비교한 응답 특성을 나타
낸다. 파선은 그림 4의 Fuzzy 제어시스템을 적용한 것이고, 점선은 그림
5의 Fuzzy 제어시스템을 적용한 것이다. PI 제어와 PI-Fuzzy 제어는 전
체적으로는 비슷한 제어 결과를 보인다. 파선의 경우에는 Settling Time
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점선의 경우에는 Overshoot 감소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Fuzzy 제어의 제어 규칙을 변화시키면서 사용자의 의
도를 제어 결과에 반영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제어 규칙을 활용하면 상황의 변화에도 별도의 사용자 개입 없이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다. 인간의 숙련도를 제어에 활용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 제어시스템에
적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먼저 쿼드콥터의 구동기로 사용된 모터에 대해 응답
시간을 관찰하여 2차 시스템으로 해당 모터를 모델링하였다. 모델링 된
모터에 대해 PID 제어와 Fuzzy 제어를 적용하여 단위 계단 제어 입력
에 대한 제어 성능을 관찰하였다. PID제어의 제어를 위한 이득값은 이
득을 변화 시키면서 최적의 이득값을 결정하였고, 그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Fuzzy 제어의 경우에도 다양한 입출력 멤버쉽 함수와 제어
규칙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그
래프로 그 결과를 표시하고, PID 제어만을 사용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였
다.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의 경험을 Fuzzy 화 과정 및 제어 규
칙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제어 결과를 용이하게 결정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어 대상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
하면서 단순한 수학적인 반복을 통한 PID 제어로는 제어를 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하지만 설계자가 정한 규칙에 따라 제어 시스템이 스스로 판
단하여 움직이는 Fuzzy 개념을 추가한다면 더욱 더 복잡해지고 전문성
이 요구되는 제어에도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향후, 본 시스템을 실제 쿼드 콥터의 4개의 모터 제어에 활용하여할
당된 제어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
될 예정이다.

[참 고 문 헌]

[1] 최지은,, “퍼지논리 제어기 설계를 위한 MATLAB의 활용에 관한 연
구”, 국민대학교, pp. .24-37, 2007

[2] M. B. Larsen, “High performance autonomous underwater
navigation-Experimental results,” GITC(Article Reprint), vol. 6, no.
1, pp. 1-5, Feb. 2002

[3] 차문철, “퍼지 논리 제어기 설계를 위한 알고리즘 분석”, 인하대학
교, pp.35-44, 2006

[4] Arshdeep Kaur and Amrit Kaur, "Comparison of Mamdani-type
and Sugeno-type fuzzy inference systems for air conditioning
system", IJSCE, pp. 323-325, 2012

[5] 변증남, 김동화, “퍼지 추론에 의한 제어방법", 대한전기학회, pp.
21-31, 1990

[6] 허재영, 임영도, "퍼지 제어기를 이용한 쿼드콥터의 자세제어 RTOS
시스템 구현",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pp. 130-135, 2013

<그림 4> Fuzzy GUI의 입출력 멤버쉽 함수 (Case 1)

<그림 5> Fuzzy GUI의 입출력 멤버쉽 함수 (Case 2)

 <표 1> 그림 4와 5의 Rule Base

그림 4 그림 5

입력 출력 입력 출력

NB NB NB0 NB0

NM NM NB1 NB1

Z0 Z0 NM NM

PM PM NS0 NS0

PB PB NS1 NS1

Z0 Z0

PS1 PS1

PS0 PS0

PM PM

PB1 PB1

PB0 PB0

<그림 6> PI Control, PI-Fuzzy Control의 시간 응답 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