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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발전기의 전압조정장치(AVR)를 이용하여 전압을 조절하는 방식은 기존 아날로그방식과 교체중인 디지털방식

을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브러쉬레스형의 여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압을 조절할 경우 전부하에 대하여 전압변동

을 작게 하여야 한다.  AVR의 제어방법으로  PID(비례-적분-미분)제어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어기

법은 제어대상에 대하여 제어기의 파라미터를 조절하여 과도응답을 줄이고 있다. 따라서 제어대상이 달라질 경우 다

시 제어기의 파라미터를 다시 설정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어대상의 파라미터 변동에 대하여 제어

기의 파라미터를 재설정 필요없이  iPID(intelligent PID)제어기를 이용하여 발전기 AVR시스템에 적용하여 전부하

시에도 전압변동이 작은 응답을 얻도록 설계하고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하여 과도응답을 개선하였다.

ABSTRACT 

Method for regulating voltage using a generator voltage regulating device (AVR) is divided in an existing analog 
system and a digital replacement. Typically, to adjust the voltage by using a brushless excitation system of the type to 
be reduced for a voltage change under all. The control method of the AVR as a PID (proportional-integral-differential) 
control method is widely used. However, the control scheme is to reduce the transient response of the control 
parameters of the controller to the control object. Therefore, if the control target should change, there is a problem, 
reset the parameters of the controller again. In this study, without having to reset the parameters of the controller for the 
parameter variations to be controlled iPID (intelligent PID) using a controller designed to obtain a generator AVR 
system voltage variation is small in response to full load is applied to and through simulations and experiments 
improved transient response.

키워드 : 자동전압조정기, 여자시스템, 역률, 제어기 

Key word : intelligent PID, Trasient Response,Emergency Generator,Exit system,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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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비상발전기용 AVR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

용되는 고전적인 제어기법으로 PID제어기가 일반적으

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어기법은 조절해야할 

파라미터 수가 적으며, 비례이득, 적분시간 및 미분시

간을 최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이며 그 사용이 용이하다

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제어대상의 파라미터 변동 등

에 대하여 제어기의 파라미터를 재조정해야하는 문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PID제어

기의 파라미터조정에서 오토튜닝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또한 제어대상이 고차항인 시스템의 경우 

파라미터의 조정 곤란 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하여 iPID(intelligent PID)라는 제어기법

이 있다[1-5].
이 제어기법의 특징은 제어대상의 모델링이 필요하

지 않는다. 구조는 일반적인 PID제어기와 같이 단순지

만 제어대상의 파라미터 변동에 대하여 제어기의 파라

미터를 재조정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

여 기존의 PID 제어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제어기법 중 하

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iPID를 이용하여 비상발전기의 

AVR장치에 적용하였다[6-8].
사용된 비상발전기는 Brushless exitation system으로 

AC exiter의 계자전압을  PWM으로 제어하여 전부하시

에 과도응답을 개선하였다. 연구한 iPID제어기는 NI사
의 sbrio 9636을 이용하여 구현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iPID의 실효성을 고찰하고 iPID를 이용한 AVR
을 600[kW] 비상발전기의 부하시험(역율 0.2)을 하여 

기존의 AVR(TD_SX440.GB)와 비교 고찰하였다.

Ⅱ. iPID제어방법

문헌[3]에서 제안한 iPID제어기이론을 나타낸다. 제
어대상의 다이나믹 제어입력와 제어량에 대

한 미분방정식은 식(1)과 같다.



 



     (1)

으로 표현 할 수 있다. iPID에서 제어대상을

                           (2)

와 같이 모델화 한다. 
여기서 는 미분계수이며 1또는 2이다. 식(1)의 미

분계수  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일반적으로 

는 식(2)의 이외의 모든 항을 나타내고 있

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  및 이들의 고계미

분의 비선형함수로 이루어지며 모든 정보가 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임의의 시각에 있어서 

값은 와  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계

산되어 질 수 있다.   인 경우 iPID제어기의 제어

입력는 

  



















      (3)

                                         
여기서,
 는 목표신호

   는 추종오차

는 PID게인이다. 

또한  폐루프응답의   인 경우 오차 방정식은 

 












  

        (4)

Hurwitz다항식에서 PID이득을 정하기위해서 →

으로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식(4)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폐루프의 특성방정식은 

  
 

                (5)

식(5)를 이용하여 안정한 를 설정한다.  

식(3)의가 미지이기 때문에 식(2)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계산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식(2)
의 대신에 작은 값을 가지는  만큼 이

전의 값  를 사용한다. 즉 대신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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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의 추정값을 사용한다.

  


  







       (7)   

여기서 는 응답의 속응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분

기의 이득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다. 일반적으

로     값을 인가한다.
식(7)을 이용하여 iPID제어시스템을 구성하면 Fig.1

과 같다.

Fig. 1 The structure of the iPID control system

Ⅲ. iPID제어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Fig.1의 iPID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하여 

여자기의 등가회로는 다음과 같다.

  





 



                    (8)

Fig. 2 The equivalent circuit of the exciter

여기서 L=730mH,R=32Ω 이다. 식(8)과 발전기의 전

달함수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행하였다.

 

Fig. 3 Step Response of the PID
 

input & output disturbance

Fig. 4 Step Response of the iPID 

Fig.3과 Fig.4에서 PID와  iPID제어기에서   , 

    ,     및 시간 지연 는 20msec
을 사용하였다. Fig. 3의 PID제어시스템의 스텝응답은 

과도응답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외란에 대해서

도 과도응답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iPID제어기는 스텝

입력에 대하여 과도응답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란에 대해서도 과도응답이 매우 작게 나타내

었다[8, 9].

Ⅳ. iPID제어기를 이용한 AVR

Fig.5은 iPID를 이용한 비상발전기용 AVR시스템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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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figuration of the emergency generators  AVR 
system of iPID

Fig.5에서 iPID제어기는 NI sbrio-9636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브러쉬레스 여자기의 전압은 PWM신호

와 sbrio-9636에서 연산된 로 제어되어 진다.  
iPID제어기를 이용한  AVR시스템은 3상 상전압을  검

출하여 실효치로 변환하여 제어기에 궤환 시키고 설

정치와 비교하여 편차를 연산한다. 사용한 PWM신호

의 주파수는 8[㎑]를 사용하였으며 이 신호는 IGBT 드
라이버 회로를 통하여 여자기의 계자코일 전압을 제

어한다. 계자전압의 전원은 220[V] 상전압을 브릿지 

회로와 콘덴서 평활회로를 이용하고  IGBT로 계자전

압을 제어한다. AVR의 설정전압은 정격전압의 ±10%
를 외부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외부에 전압조정용 볼

륨을 설계하였다. 또한 계자전류를 궤환시키기 위하

여 ACS712-20전류센서를 통하여 계자전류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iPID제어프로그램 Labview를 이용하여 sbrio-9636

보드의 FPGA에 저장하여 리얼타임으로 구동할 수 있

도록 하였다.  Fig.6은  iPID제어프로그램을 나타낸 것

이다.

Fig. 6 iPID control program of Labview

Fig.6에서       이며 

     ,는 180usec를 이용하여 600[kW]발
전기의 부하 시험을 통하여  iPID의 유효성을 실험

하였다.

Ⅴ. 실험 및 고찰

Fig.7은 NI sbrio-9636을 이용한 iPID AVR장치를 나

타낸 것이다. 이장치를 이용하여 비상발전기의 저항 부

하(역율1)일 경우는 부하의 변동은 기존의 AVR에 비하

여 전압변동이 적었다. 그리고 지상부하(역율 0.2)에 대

하여 전부하시와 부하차단시의 응답특성을 기존의 제

품과 비교 하였다.

Fig. 7 Experiment device

Fig.8과 Fig.9는 전부하시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Fig.8에서  A→B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는 약69[V]이
다. 따라서 정격전압에 대하여 약18%의 전압변동을 가

지고 있다.  
Fig.9에서 A→B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는 약21V

이다. 따라서 정격전압에 대하여 약5.5%의 전압변동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하 차단시에 대한 응답 특

성은 Fig.10과 Fig.1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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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sponse of the PID –type AVR(Rating Load, 
Power factor 0.2)

Fig. 9 Response of the iPID –type AVR(Rating Load, 
Power factor 0.2)

  

Fig. 10 Response of the PID –type AVR (No Load)

Fig. 11 Response of the iPID –type AVR (No Load)

Fig.10과 Fig.11에서 부하 차단시에는 주발전기의 역 

전압에 의하여 응답특성 기존 AVR과  iPID 적용한 

AVR의 특성이 유사하였다.

Ⅵ. 결  론

이상의 실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존의 PID제어기를 이용한 AVR시스템 보다 iPID

제어기를 이용한 AVR시스템이 전부하시에 탁월한 

제어성능을 가졌다[8].
2. PID제어기의 파라미터를 식(5)를 이용하여 적당히 

파라미터를 설정후 iPID동작을 실행하면 과도응답

을 줄일 수 있다.
3. sbrio-9636과 같은 real time 싱글보드를 이용하여 시

스템을 구축하면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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