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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many control fields high position performance is essentially required in reducing the over-shoot phenomena which is 
produced by improving the quick response in starting and in minimizing the variation of the response characteristic on 
disturbance and load variation In this paper, the design method for a position control is suggested for constructing the 
PI-PD controllers by using an internal PD feedback loop in PI and PD control system. Applying this method to the position 
control system used a DC servo motor as a driver, the transfer PI and PD controllers are designed simultaneously and 
the coefficients of these controllers are determined by using the transfer function of a plant and a proportional coefficient 
from mathematical technique. From the result of computer simulation in PI-PD control system by applying this control 
technique, we can verify the usefulness of this method in rejecting of over-shoot of starting, compensating of response 
variation on the load variation, and shorting the settling time.

Key Words : DC servo motor(DC 서보 전동기), PID controller(PID 제어기), PI-PD controllers(PI-PD 제어기), Load variation(부하 

변동), Disturbance(외란)

1. 서 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에 따라 초정밀 위치결정 

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며
(11),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제어계는 

계 내부의 제어대상 및 반도체 소자들의 비선형 특성 때문에 

종래의 선형제어 이론으로 만족할 만한 제어특성과 제어계의 

정확한 수학적인 모델의 선정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제어 파라미터가 적으면서 기동 시 속응성을 개선하고, 
외란이나 부하변동에 의한 계 응답특성 변화의 보상이나, 비선형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제어기법들 즉 2자유도 제어기

법
(1), I-PD제어기법

(2), 슬라이딩 제어법
(3), 적응모델 추종기법

(4), 
입력기술함수법

(5) 
등이 연구 되고 있다. 이러한 제어기법의 발

전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산업현장에서는 구조가 간단하며, 제어

성능이 우수하고, 파라미터 조정이 비교적 쉬운 PID(Proportional 
-Integral -Derivative)제어기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6~8) 
그러나 최근에는 PID변형방법인 PI-PD, I-PD, PI+D 등의 여러 
제어기법들은 적당한 과도응답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

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과도응답이 문제 시 될 수 

있다
(9~10), 이 PID제어기를 이용한 PID제어계에서 계의 출력이 

목표치를 추종하도록 PID제어기의 계수들을 설정하면 외란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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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ISO control system with PI-PD Controllers

시 난조가 발생하게 되고, 외란에 강인하도록 계수들을 설정하

면 목표치 추종 시 계 응답특성에 과도응답이 발생하게 된다
(1). 

그러므로 기동 시 속응성을 개선으로 발생하는 과도응답을 억제

하고, 외란 인가나 부하변동 시 계 응답특성의 변하를 최소할 

제어기가 요구되어 진다.
본 논문에서는 PI제어기로 제어되는 위치 제어계에서 기동 시 

과도응답 현상을 억제하고 외란이나 부하변동에 의한 계 응답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PD 궤환 루프를 이용하여, PI-PD 
제어기 설계법을 제안하였다. 이 설계법을 직류 서보 전동기를 구

동원으로 하는 위치제어계에 적용하여 PI 및 PD제어기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어기의 계수들이 제어대상의 전달

함수 및 비례계수에 의해 결정되도록 수학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 제어기법을 적용한 PI-PD제어계를 시뮬레이션하여 

계단입력 시 및 부하변동 시 계 응답특성을 고찰하여 제안한 

제어기의 유효성을 고찰하였다.

2. 안정한 PI-PD제어기의 설계

2.1 PI-PD제어기를 갖는 제어계의 해석

PI제어기 CPI(s)에 의해서 제어대상을 제어하는 PI제어계 기

동시 속응성 과 부하변동시 계 응답특성변동의 개선시키기 위해 
매부 궤환 루프CPD(s)(PD제어기)를 이용하여 구성한 PI-PD제
어계의 구성도가 Fig. 1이다. 

Fig. 1에서 Yref(s)는 기준입력(위치), Y(s)는 제어기의 출력위치 
그리고 G(s)는 제어대상의 전달함수이다.

이 Fig. 1에서 계의 전달함수  다음과 같다.

  


 
  (1)

 식 (1)에서 CPI(s)는 비례-적분제어기로 그 전달함수는

   

  (2)

이고, CPD(s)는 비례-미분제어기로 전달함수는 다음과 같다.

     (3)

식 (2)와 식 (3)에서 kp 및 ki 비례-적분(PI)제어기의 비례 및 

적분계수 그리고 k0및 kd는 비례-미분(PD)제어기의 비례 및 미

분계수이다. 그리고 Fig. 1의 제어계는 직류 서보 전동기를 구동

원으로 위치제어계로 직류 서보 전동기의 전기자전압에서 각 

위치까지 전달함수 즉 제어대상의 전달함수 G(s)는



  (4) 

이다. 식 (2), 식 (3) 그리고 식 (4)을 식 (1)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1)은 다음과 같다.

  


 

  (5) 

식 (5)에서 특성방정식의 계수는 다음과 같다.

  ,     ,    (6) 

식 (6)에 정규화변수

  
  (7)

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8)

이다. 식 (8)의 계수 , 그리고 는

 
,   ,    (9)

이다. 식 (8)에서

 ,      (10)

로 설정하면 식 (8)은

 






 

  (11)

 
로 된다. 식 (11)의 특성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을 갖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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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I-PD Control system

Table 1 Coefficients of controller

PI controller PD controller
   
2 64.9061 6 0.1644
4 183.5821 12 0.2665
6 337.2619 18 0.3448
8 519.2487 24 0.4109
10 725.7621 30 0.4691

Table 2 Values of pole

   
2 -12.3322 -85.0270

6.895
4 -17.4403 -120.2463
6 -21.3599 -147.2710
8 -24.6643 -170.0539
10 -27.5755 -190.1261

조건은

   (12) 

이다. 식 (12)에서 모든 계수가 “+” 로 되기 위해서

   (13) 

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식 (11)의 특정방정식 근 

과 는 

  

 ±   (14)

이므로 식 (11)은 다음과 같이 된다.

 




 

  (15)

식 (15)에 식 (7)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

식 (16)에서 과 는 다음과 같다.

  
,    (17)

식 (17)에서 전달함수의 극값 과 의 관계가 

 ≫  (18)

성립할 때 식 (16)은 다음과 같이 간단한 1차계가 된다.

 

  (19)

그리고 식 (19)에서 시정수 이 된다.

2.2 PI-PD제어기의 계수 유도

Fig. 2의 제어계에서 사용한 PI-PD제어기의 계수를 설정하기 
위하여 식 (13)을 만족하는 를 

   (20)

로 하였으며, 그리고 제어대상의 전달함수는


  (21)

이다
(3). 식 (21)에서 및 는 

   ,    (22)

이다. 식 (6), 식 (10), 식 (18) 그리고 식 (20)에서 ,  및 

는 다음과 같다. 

  
 (23)

   (24)

   
  (25)

의 값을 설정하면 식 (23), 식 (24) 그리고 식 (25)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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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ponse characteristics of control system on step input 
(Dashed line:; PI, Solide line:;: PI-PD)

(a) kp=2 and kp=6 (Dashed line:; kp=2, Solide line: kp=6)

(b) kp=6 and kp=10 (Dashed line: kp=6 Solide line; kp=10)

Fig. 4 Response characteristics of PI-PD control system by 
varying proportional coefficientes

 및 를 구할 수 있다. 값을 2에서 10까지 2씩 증가 시켜 

계산한 결과를 Table 1에 보였다. 
그리고   일 때 를 Table 1과 같이 변화 시겼을 때 계 

전달함수 식 (16)의 극값 및 를 식 (14)와 식 (17)에 의해 

계산한 결과를 Table 2에 보였다. 
Table 2에서 의 값이 보다 5배 이상 크므로 계의 전달함

수를 1차계로 근사화 할 수 있다.

3. 시뮬레이션 및 검토

제안한 제어기의 성능을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한 직류 서보 

전동기의 전기자 전압에서 각 위치까지 전달함수 식 (21)을 이용

하여 시뮬레이션에 이용한 PI-PD제어계가 Fig. 2이다. Fig. 2
의 제어계에서

  ,    (26)

이면 일반적인 PI제어계가 된다.
Fig. 2의 제어계를 MATLAB의 Simulink로 시뮬레이션 하여 

계의 응답특성을 검출하였다.

3.1 기동시 계의 응답특성

계단입력을 PI 및 PI-PD제어계에 인가하였을 때 계 응답 특

성을 고찰하기로 한다. Fig. 3은 크기가 1인 계단입력을 인가하

였을 때 Table 1의   값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로 

파선이 PI 그리고 실선이 PI-PD제어계의 계 응답특성이다. 
Fig. 3에서 파선인 PI제어계의 계 응답특성에 과도응답이 크게 

발생하여 상승시간은 단축되었지만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

이 길며, 실선인 PI-PD제어계의 계 응답특성에서는 과도응답

을 완전히 제거하여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Fig. 3의 PI-PD제어계의 계 응답특성에서 상승시간 및 정

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PI-PD제어계에 비

례계수 를 변화시킨 계 응답특성이 Fig. 4이다. Fig. 4(a)에서 

실선이 =6일 때 그리고 파선은 =2일 대의 계 응답특성으

로 비례계수 값이 큰 실선의 계 응답특성이 비례계수 값이 작은 

파선의 계 응답특성에 비해 상승시간이 단축되고,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Table 2에서 

가 클수록 절대치 이 증가하므로 시정수가 감소하게 된 것

이다. 그리고 Fig. 4의 (b)는 를 10으로 증가시킨 계의 응답

특성으로 실선이 =10 그리고 파선이 =6일 때 계 응답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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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ponse characteristics of PI control system by varying 
step input (Dashed line: PI, Solide line; Input

(a) kp=2 (Dashed line: PI-PD, Solide line;: Input)

(b) kp=10 Dashed line: (Dashed line: PI-PD, Solide line: Input)

Fig. 6 Response characteristics of PI-PD control system by 
varying step input

으로 역시 가 큰 실선인 계 응답특성의 상승시간이 단축되어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설계한 PI-PD제어계는 PI제어계의 계의 응답특성에 발생하는 

과도응답을 억제하고,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은 비례계수

가 클수록 즉 시정수가 적을수록 단축되었다. 

3.2. 계단입력 변화 시 계의 응답특성

계의 입력이 변할 때 계의 응답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크기 

1 주기가 4인 펄스를 인가하였다. Fig. 5는 =2일 때 Table 
1의 값을 이용한 PI제어계의 계 응답특성으로 파선이 PI제어계

의 계 응답특성이고, 실선이 인가한 입력이다. 이 Fig. 5에서 

입력이 변할 때 마다 PI제어계의 계 응답특성은 과도응답이 크

게 발생하여 상승시간은 단축되었지만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아주 느린 것을 알 수 있다. 입력의 변화 시 PI제어계의 

계 응답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한 PI-PD제어계의 계 응답

특성이 Fig. 6이다.
Fig. 6의 (a)는 비례계수 =2일 때 PI-PD제어계의 계 응답

특성으로 파선이 계 응답특성 그리고 실선이 입력이다. 이 Fig. 
6의 (a)에서 PI제어계의 계 응답특성에서 입력이 변화할 때마

다 발생하는 과도응답을 완전히 제거하여 정상상태에 도달하

는 시간이 단축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례계수 값이 

적어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비례계수 

를 변화시킨 계 응답특성이 Fig. 6의 (b)이다. 이 Fig. 6의(b)
는   일 때 PI-PD제어계의 계 응답특성으로 Fig. 6 (a)의 

계 응답특성에 비해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크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입력 변화 시에도 PI-PD제어계의 

계 응답측성은 비례계수 가 클수록 즉 시정수가 적을수록 정

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3 부하 변동시 계의 응답특성

계단입력의 크기가 2인 계의 정상상태응답에 크기 7인 계단

상의 부하를 시간 3(sec)에 “-”로 그리고 시간 6(sec)에 “+” 로 

인가한 계 응답측성이 Fig. 7이다. 
Fig. 7의 (a)에서 파선이 PI, 실선이 =2일 때 PI-PD제어계의 

계 응답특성이다. 이 그림(a)에서 부하가 변동하는 순간 파선인 

PI제어계. 응답특성의 변동 폭이 커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

이 길지만 실선인 PI-PD 제어계의 계 응답특성은 부하변동 시 

변동 폭이 적어 빠르게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 =6일 때 계 

응답특성을 =2일 때의 계 응답특성과 비교한 것이 Fig. 7의 

(b)이다. 이 Fig. 7의(b)에서 파선이 =2 그리고 실선이 =6 일 
때의 계 응답이다. 가 큰 계의 응답이 부하변동 시에도 계 

응답의 변동 폭이 적어 빠르게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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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shed line:: PI, Solide line: PI-PD (kp=2)

(b) Dashed line: kp=2, Solide line; kp=6

(c) Solide line; kp=10, Dashed line:: kp=6 (y-axis: 1.75 -2.25)

Fig. 7 Response characteristics of control system by load 
variation

수 있다. Fig. 7의 (c)는 =6과 =10일 때의 계 응답특성을 

비교한 것으로 실선이 =10 그리고 파선이 =6일 때의 계 

응답특성이다. 이 Fig. 7의 (c)는 계 응답특성을 확대하기 위해 

y축을 1.75에서 2.25로 축소시켜 보였다. 이 Fig. 7의 (c)에서

도 가 큰 실선의 계 응답특성이 부하변동 시 계 응답특성의 

변동 폭이 적어 빠르게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부하 변동 시 부하가 변동하는 순간에 PI제어계의 

계 응답특성은 변동 폭이 커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늦지

만, PI-PD제어계의 계 응답에서는 부하가 변동하는 순간에도 

계 응답특성의 변동 폭이 비례계수가 클수록 즉 시정수가 적을

수록 적어 빠르게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I제어기로 제어되는 위치 제어계에서 기동 

시 과도응답 현상을 억제하고 외란이나 부하변동에 의한 계 응

답특성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PD궤환 루프를 이용하

여 PI-PD제어기 설계법을 제안 하였다. 이 설계법을 직류 서보 

전동기를 구동원으로 하는 위치제어계에 적용하여 PI 및 PD제
어기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어기의 계수들이 

제어대상의 전달함수 및 비례계수에 의해 결정되도록 수학적

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 제어기법을 적용한 PI-PD제어계

를 시뮬레이션하여 계단입력 시 및 부하변동 시 계 응답특성을 

고찰 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기동 시 PI제어계의 계 응답특성에 과도응답이 발생하여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고, PI-PD제어계에서는 PI
제어계의 과도응답을 억제하여 계 응답의 상승시간 및 정

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시정수가 적을수록 크게 개선되

었다.
(2) 계단입력 변화 시 PI제어계의 계 응답 특성은 입력이 변화

하는 순간에 과도응답이 발생하여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

간이 지연되었고, PI-PD제어계에서는 입력이 변화하는 순

간에도 과도응답 발생 없이 시정수가 적을수록 상승시간 

및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크게 개선되었다.
(3) 부하 변동 시 PI제어계 경우 부하가 변동하는 순간에 계 

응답 특성의 변동 폭이 커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

고, PI-PD제어계에서는 부하가 변동하는 순간의 계 응답

특성의 변동 폭이 시정수가 적을수록 점점 적어져 정상상

태에 도달하는 시간도 점점 단축되었다.

이상의 결론에서 제안한 PI-PD제어계는 유사한 제어분야에 

많이 응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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