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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PID제어를 이용한 구조적 진동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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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applicability of intelligent PID controller which is proposed by Fliss and Join 

recently. First, we analyze the stability regions of intelligent PID control systems when parameter  is varying, and propose a 

new method to determine the suitable range of   by using the roots locus. Second, the simulation study of 

magneto-rheological (MR) damper to the structural vibrations due to earthquakes is present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lligent PID contro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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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ID제어는 그 원형이 확립되고 반세기 이상이 경과된 고전적

인 제어수법으로, 그 사이 여러 종류의 새로운 제어기법 내지는 

이론이 탄생했지만 오늘날 산업계에서 이용되는 있는 제어방식의 

약 8할이 PID제어로 알려져 있다.

PID제어는, i) 조정을 위한 파라미터의 수가 적고 그 구조가 

단순하며, ii) 각 요소의 작용에 대한 이해가 쉬우며, iii) 비례이

득, 적분시간, 및 미분시간 등의 변화에 대한 응답특성의 변화가 

직관적이다,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어기의 파라미터 설정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논문과 문헌 등이 보고되고 있다[1-3]. 그러나 제어대상에 

시간지연이 존재하거나 혹은 비최소위상시스템 등의 경우에는 그 

파라미터의 조정이 쉽지않다[4]. 한편 제어대상의 특성이 변화하

면 PID의 파라미터의 재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러한 문제

의 해결책으로 PID의 오토튜닝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5, 6].

한편, 비선형제어의 간단화 등을 위해 지적-PID1) 제어

(intelligent PID control, 이하 i-PID로 사용)라는 새로운 제어기

법이 M. Fliess, C. Join 등에 의해 제안되었다[7-9]. 이 기법은, 

제어대상의 모델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구조가 PID제어와 동일한 정도로 간단하다.

고차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파라미터의 조정이 간단하다.

1) 어 ‘intelligent’를 지 (知的)으로 표 하 다.

제어대상의 특성이 변화하여도 제어기의 파라미터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다

등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기존 PID를 대체할 수 있는 유망한 

제어기법의 하나이며, 현재 다양한 종류의 플랜트에 대하여 적용

한 실험결과가 보고되고 있다[10, 11].

그러나 어떠한 시스템에 i-PID를 적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i-PID의 실현 시에 필요한 파라미터 의 선정방법 등에 대한 연

구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최근 제어대상을 선형시

스템으로 한정하였을 때 폐루프의 안정성의 관점에서 i-PID제어

기의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의 조건을 제시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12]. 본 연구에서도 제어대상을 선형으로 한정하여 i-PID의 적

용과정에서 사용자가 결정해야 하는 파라미터 의 가능한 범위

를 제시하고, 예제를 이용하여 의 증감에 따른 응답특성의 변화

를 검토한다. 한편, 지진 등의 외부진동에 대한 구조물의 진동완

화 또는 차단을 위해 최근 MR 댐퍼를 이용한 제어가 적극적으

로 사용되고 있다[25]. 여기서는 MR 댐퍼를 사용한 구조물의 진

동완화를 위한 제어기법으로 i-PID를 적용한 결과를 기존의 제

어기법(∞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i-PID의 우월성을 확인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 i-PID제어기

법의 개요를 설명하고, 제3장에서 파라미터 의 설정 가능한 범

위를 제시하고, 이를 예제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제4장에서는 지

진 시 구조물의 진동차단을 위한 제어기법으로 i-PID와 기존의 

방법과의 결과비교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수행하여 그 유효성을 

확인한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결론과 향후 과제 등을 제5장에 

정리한다.

2. i-PID제어기법의 개요와 특징

여기서는 참고문헌 [13]에서 제안한 i-PID제어기법의 개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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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제어대상의 동특성이 그의 동작영역에서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입력 u(t)와 출력 y(t)에 관한 반드시 선

형이라고 할 수 없는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

… …   (1)2)

i-PID에서는 제어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식(1)을 아주 짧

은 시간 동안에만 유효한

 (2)

로 나타낸다. 여기서 미분계수 는 일반적으로 1 또는 2 이며, 

이는 식(1)의 y의 미분계수 a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또한 는 

사용자가 결정해야 할 파라미터이다. 여기서 F(t)는 식(2)의 

  이외의 모든 항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y(t), 

u(t) 및 이들의 고계미분의 비선형함수로 이루어지며 제어대상의 

모든 정보가 F(t)에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의 시각에 

있어서의 F(t)값은 u(t)와 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계산가

능하다. 이때 제어대상의 바람직한 출력은 i-PID제어기( 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구성함으로서 얻어진다.

 

   (3)

단

y*(t)는 제어대상의 출력이 추종해야 하는 목표신호

e(t)=y(t)-y*(t)는 추종오차

    는 일반적인 PID제어기의 이득

이다. 식(3)에 의한 폐루프응답의 오차방정식은







  (4)

로 된다. 특별한 경우로서 식(4)에서   이면 i-PD제어로 된

다. 또한  이면 식(3)은

 

    (5)

로 되어 i-PI제어기로서 작동하거나, 다음과 같이 를 제거하면 

i-P제어기로 작동한다.

 

    (6)

(4)의 양변에 라플라스변환을 적용하면 폐루프의 특성방정식은

2) 표현상의 간략함을 위해 1입력-1출력으로 하였으나, 다입력-다출

력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7)

로 되며, 위식이 안정으로 될 수 있도록     를 설정한다

면 → →∞ 로 된다3). 

식(3)의 F(t)는 미지이기 때문에 식(2)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계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식(2)의 u(t) 대신에 충분히 

작은 값을 가지는 시간  만큼 이전의 값 를 사용

하기로 한다. 즉 F(t) 대신에

  
 (단 ≃ ) (8)

의 추정값을 사용하기로 한다. 식(8)을 식(3)에 대입하면 실제의 

제어입력은 다음으로 주어진다.

 

 





 (9)

식(9)을 이용한 i-PID제어시스템을 [그림 1]에 표시하였다.

그림 1 i-PID 제어시스템의 구조

Fig. 1 i-PID controller  

[그림 1]의 형식으로 주어지는 i-PID제어기의 특징을 일반적

인 PID제어기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13].

(1)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는 계수설정법에 의지

하는 일반적인 PID제어기의 설계에 비해 i-PID의 경우는 단순

하다. 즉 식(7)의 특성다항식이 안정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으로 제어대상과는 무관하다.

(2)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ID제어기의 경우, 열전달 특성, 마

찰, 노화 등과 같은 시스템의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가 불가능하

지만, i-PID의 경우는 실시간으로 측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

확실성에 대한 대책이 뛰어나다.

(3) fault-tolerant 등에 대한 성능이 PID에 비해 뛰어나다.

3. i-PID제어기의 파라미터 의 존재범위에 대한 고찰

3.1 근궤적법을 이용한 의 존재범위

1입력 1출력의 선형시스템을 대상으로 상기의 i-PID제어를 적

용하였을 경우 폐루프가 안정하기 위한 파라미터 의 가능한 범

위를 먼저 확인하고, 이 결과로부터 값의 증감에 대한 응답특성

3)  이며 i-PID를 사용한 경우이다. i-PD의 경우는  

  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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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예제 1]의 시뮬레이션 결과 

Fig. 2 Simulation Results of Example 1

의 변화를 확인하기로 한다.

먼저 제어대상의 전달함수를




 
   ⋯


  

  ⋯
(10)

로 둔다. 단 ≠로 둔다. Y(s)=G(s)U(s)에 식(9)와 (10)

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루프전달함수 L(s)를 얻는다.

 


(11)

따라서 y*에서 오차 e로의 전달함수는







 

 
 (12)

로 된다. 여기서   로서 1차의 파디 (Pade) 근사   ≈ 

를 사용하면 식(12)의 특성다항식은 다음으로 주

어진다.







≡∙′

′
  (13)

(13)에서 K의 변화에 대한 근궤적의 변화를 관찰하면 폐루프

의 안정성에 대한 정보로부터 파라미터 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어대상 (10)의 상대차수 (m-l), 즉 n(s)와 d(s)와

의 차수의 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m-l)의 값에 따

른 근궤적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의 경우: 식(13)으로부터

    dim′  및 dim′ 으로 되어

dim′dim′ 

이다. 즉 근궤적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이다4).

(2)   의 경우: dim′dim′ 으로 되어 

근궤적법의 적용으로 의 범위를 지정가능.

(3)   의 경우: dim′dim′ 이므로 근

궤적법의 적용으로 의 범위를 지정가능. 따라서 m-l≥2인 

경우에는 i-PID제어기의 파라미터 α의 존재범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4)  의 경우: dim′dim′ 으로 되어 

근궤적법의 적용이 가능.

(5)  의 경우: dim′dim′ 로 되어 근

궤적법의 적용이 가능.

(6)  의 경우: dim′dim′ 로 되어 근

4) 문헌 [12]에서는 ν=2인 경우에는 i-PID제어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

궤적법의 적용은 가능하나, i-PID제어기의 설계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12].

→ 인 경우의 안정범위:

식(12)에서 → 를 적용하면  →로 되어 L(s)는

≈




(14)

로 되어 폐루프의 안정을 위한 의 범위가 감소한다. 

식(12)에서 시간지연  로서 1차의 파디(Pade)근사식을 사

용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오차의 영향 등으로 인해 계산에 의

한 의 범위와 폐루프의 안정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폐루프의 안정성을 위한 

파라미터 의 범위는 h가 감소하면 넓어지고, 반대로 h를 크게 

취하면 범위가 좁아진다.

3.2 예제

[예제 1] 위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대차수 m-l=1 이

며  로서 i-PI제어를 실현한다. 따라서  
 

가 안정으로 될 수 있도록    로 두었다.

 


 (15)

이 경우 h=0.01에서 폐루프의 안정을 위한 의 최대값은 대

략 

≈로 주어지며, 안정성만을 고려한다면 로서 

아주 작은 값을 취할 수 있다. 의 변화에 대한 츨력응답을 [그

림 2]에 나타내었다.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략  에서 입력 u(t)에 고주파의 진동이 나타나기 시작

하기 때문에 더 작은 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h를 작은 값으로 가져감에 따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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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역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h=0.001에서 위의 계산에 의한 폐

루프의 안정범위는 이나, 시뮬레이션으로는 를 1 이상

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발산하지 않았다.

[예제 2] 위의 (3)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대차수  

이며  로서 i-PID 제어를 실현한다. 이 경우  

    으로 두었다.

 


 (16)

위 시스템의 경우 h=0.01에서 안정영역은 대략 





이며 가 


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출력은 목표신호에 정

확하게 추종하지만, 입력 u(t)에 진동이 심하게 나타난다. h=0.01

로 두고 의 변화에 대한 출력을 [그림 3]에, 안정한계인 




로 두었을 경우의 응답을 [그림 4]에 각각 나타내었다. 

또한 h의 변화에 대한 의 존재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

②    


≈

 

그림 3 [예제 2]의 결과

Fig. 3 Result of Example 2

그림 4  경우

Fig. 4 when 

두 종류의 예제를 이용하여 i-PID제어기를 사용할 경우 필수

적으로 결정해야 할 파라미터 의 존재영역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만약 제어대상이 비최소위상시스템이거나, 비례기로서 폐루프

의 안정화가 불가능한 시스템의 경우 등에는 상기의 방법을 적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시뮬레이션으로 적절한 를 선정하여

야 할 것이다. 특히 관측 잡음 D(t)가 존재하는 경우 식(9)의 제

어입력은

  




  (17)

의 형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를 크게 취함으로서 잡음의 영향

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응답특성의 악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12].

4. MR 댐퍼를 이용한 구조적 진동의 완화문제

최근 진동차단(vibration isolation), 제동(damping), 지진대책, 

및 자동차 서스펜션 등의 분야에서, MR (magnetorheological) 

댐퍼가 가지는 다양한 준-능동제어(semi-active control) 기능을 

이용한 진동완화기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14-16]. MR 

댐퍼는 자체가 가지는 높은 정도의 비선형 히스테리시스 특성으

로 인해, 정확한 모델링과 효과적인 제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

져 있다[17]. 이러한 MR 댐퍼의 히스테러시스는 마찰역학

(frictional mechanics)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

인 MR 댐퍼의 효과는 입력전압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력과 마찰

력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작은 크기의 입력에서는 마찰이 댐퍼

의 출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찰과 관련된 비선형성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MR 댐퍼의 수식표현을 위

한 몇 가지의 모델이 발표되었다[18, 19].

지난 10여 년간 지진에 의한 구조물의 진동 차단을 위해 MR 

댐퍼를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댐퍼의 비선형적인 히스테러

시스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 예를 들어 Bouc-Wen[18], 

및 LuGre 모델[19] 등이 제안되었으며, 이에 대한 제어기법으로 

H2/LQG제어[16, 20], clipped-optimal 제어[17, 21], LPV(linear 

Parameter varying)법[22, 23], 및 ∞제어[24] 등의 알고리즘

을 적용한 설계법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25]에서 

사용한 구조물의 모델과 실제의 지진파를 사용한 시스템에 상기

의 i-PID제어기를 적용한 결과를, 문헌 [25]에서 제안한 H∞설계

법에 의한 제어기의 결과와 비교하여 i-PID제어의 우월성을 확

인한다.

4.1 제어대상의 수식모델

문헌 [25]에서는 [그림 5]와 같은 2층의 구조물에서 지진 등

에 의해 발생한 진동완화, 즉 2층의 흔들림(  )을 최대로 억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MR 댐퍼는 구조물을 지지하고 있

는 테이블의 지상층(xb)에 고정되어 구조물의 진동을 억제한다. 

구조물과 사용된 MR 댐퍼의 모델링 등은 문헌을 참조하고, 여기

서는 필요한 수식만을 인용하기로 한다.

그림 5 실험장치의 구조

Fig. 5 Schematic of the experimental setup 

[그림 5]에서   는 각 층의 변위를 나타내며, 는 

지진에 의한 1층의 가속도를 표시한다. MR 댐퍼를 포함한 구조

물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다음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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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a)

    
              (18b)

식(18a)의 각 변수는 다음과 같다.

 










  
  
  












  
   
  

(19a)












  
  

  
(19b)

시뮬레이션은 식(18)을    


로 두고 다음과 같이 상태

방정식으로 변환하여 수행하였다. 





 


 

   



 









 




 
 (20a)

    
 (20b)

여기서 Fmr은 구조물의 진동완화를 위해 인가되는 제어입력

이다.

4.2 MR 댐퍼의 수식모델

문헌[25]에서는 MR 댐퍼의 수식모델 중에서 LuGre-모델을 

수정한 식을 사용하였다.

     
  



 

(21)

여기서 z는 내부변수이며, 는 댐퍼가 달려있는 층의 속도(즉 

 )이다.

식(18)의 시스템에 대하여 설계된 제어시스템의 출력은 진동억

제를 위한 힘(force)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MR 

댐퍼는 준-능동(semi-active)시스템으로 힘(출력)을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없으며, 식(2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입력

전압  로서 제어된다. 따라서 제어를 위해 요구되는 힘(즉 제어

기의 출력)을 생성할 수 있는 MR 댐퍼의 입력전압을 계산하기 

위한 역모델(inverse model)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

서 제시한 역모델을 사용하였다.

4.3 i–PID 제어기의 설계

식(20)의 시스템에서 외란 의 영향을 억제하는 i–PID 제어

기를 설계한다. 식(20)의 경우 상대차수가 2이므로 먼저 3.1절의 

(5)항, 즉  인 경우, 즉 i-P제어기로 구성한다. 단 이 경우는 

급격한 진동의 완화(또는 차단)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로 고

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Simulink의 

블록선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6 시뮬레이션을 위한 Simulink 블록선도

Fig. 6 Simulink Block diagram for simulation 

A). 구형파 외란 응답특성: i–P제어기에서   및  

로 두고, 외란(즉  )으로서 크기가 2인 두 개의 구형파를 연속

으로 입력하여 2층의 가속도, 즉 의 수렴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림 7] 참조). i-P제어기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B). 구조물의 파라미터가 ± 범위에서 변화한 것으로 하였을 

경우의 응답특성을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입력의 크기가 약간 

증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림 7]과 유사한 결과로부터 i–PID 

제어기의 강인성(robustness)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시뮬레이션 결과 ( )

Fig. 7 Results of   

그림 8 파라미터가 변동한 경우

Fig. 8 when parameters of the

structure varies

C). 지진파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1994년 1월 미국의 Northridge

에서 발생한 진도 6.7의 지진파 신호를 로서 인가하였을 경우

의 응답을 [그림 9]에 나타내었다. i-PID의 파라미터는 위와 동

일하나   로 두었다5). [그림 9]의 하단은 인가된 지진파로

서 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으나, MR 댐퍼를 가지는 i-PID 제어

기는 지진파의 충격을 상당부분 흡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한 동일한 지진파에 대하여 역시 구조물 또는 MR 댐퍼의 파라

미터가 ± 의 범위에서 변동한 경우에서의 시뮬레이션에도 

[그림 9]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D). 문헌 [25]에서 제시한 가중함수와 구조를 적용한 혼합감도문

제로부터 ∞제어기를 설계하여 Northride 지진파에 대한 구조

물의 응답을 얻어 이를 i-PID 제어기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5)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미국 지질 조사소)로부터 얻은 

지진파의 시간간격이 0.02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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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Northridge지진파 출력

Fig. 9 Output due to Northridge 

seismic signal 

그림 10 ∞와 i-PID 제어기에

의한 비교 

Fig. 10 Comparison by ∞

and i-PID controller

([그림 10]). 그림으로부터 i-PID가 ∞보다 더 나은 진동억제 

능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 Northridge지진과는 지진파의 형태(특성)가 다른 것으로 알려

진 강도 6.9의 El Centro6) 지진파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D와 동

일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그림 11 El Centro지진파 결과

Fig. 11 Simulation results for El Centro earthquake signal 

4.4 비  교

비교를 위하여 사용한 ∞제어기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가중

함수의 선정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며, 동시에 최종적인 

제어기가 얻어지기 위해서는 가중함수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이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 등이 존재하여 그 설계가 간단하지는 않

다. 또한 최종적으로 얻어진 제어기의 차수에는 일반적으로 사용

된 가중함수의 차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한 크기(상기의 경우

6) 1940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El Centro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진파의 형이 Strike-slip이며, 이에 반해 Northride지진은 Blind- 

thrust로 알려져 있다.

는 9차)를 가진다. 보통 제어기의 차수를 최소화하여 사용하기는 

하지만, i-PID 제어기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또한 강인성의 관점에서도 일일이 가중함수로서 조정해야 하

는 ∞에 비하여 i-PID는 제어대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파라미

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용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5. 결  론

i-PID 제어기의 적용과정에서 사용자가 지정해야 하는 파라미

터 의 존재 가능범위 지정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근궤적을 

이용한 방법을 제시하고, 예제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앞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궤적이 오른쪽 반면으로 발산하는 경우, 

예를 들어 비최소위상시스템 등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의 대략

적인 범위를 확인하고, 이 범위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적

절한 값을 알아내는 과정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MR 댐퍼를 가지는 구조물의 진동완화에 i-PID를 적용하

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기존의 PID 제어기의 파라미터 결정을 

위한 상당한 양의 문헌이 존재하지만, 정확한 제어를 위해서는 

그 파라미터의 선정과정이 결코 간단하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i-PID 제어기는 제안자의 표현에 따르면[9] 기존의 

PID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제어공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의 확인을 위한 또 하나의 예로서 

구조물의 진동완화에 i-PID 제어를 적용하여 i-PID의 유효성 및 

우월성을 확인하였다.

현재 연구실에서 MR 댐퍼가지는 [그림 5]의 구조물을 제작하

고, i-PID 제어를 통한 진동완화실험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간에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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