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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어시스템의 시간응답을 해석하기 해 기회로망을 제안한다. 달함수와 상태방정식을 이용해 시스템의 

시간응답을 계산함으로써 고 제어와 제어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상태천이방정식의 복잡한 분과정을 생

략하고, 상태천이행렬과 달함수의 조합만으로도 시간응답의 해석이 가능함을 제시한다. 단 계단함수와 정

입력에 따른 압 류의 출력응답을 표 하기 해 로그램을 코딩하 다. 단 계단입력에서는 과도응답을 

해석하 으며, 정 입력에서는 압과 류의 상차를 해석하 다. 제안된 내용을 과도응답이나 상태공간에 

기술함으로써 제어공학의 이해도와 설계능력을 높인다.

ABSTRACT

It is suggested the circuit network to analyze the time response of control system. And it is analyzed the interrelation for classical control and modern 

control by the transfer function and the state equation. Without complicated integration of state transition equation, it is suggested to possible time response 

by combining the state transition matrix and the transfer function. A source program is coded to display the time response according to the unit-step and the 

sinusoidal input. Transient response is analyzed in the unit-step input and phase difference between current and voltage is analyzed in sinusoidal input. As 

writing the suggested contents in transient response or state-space analysis, it is improved the understanding for control engineering and ability for system 

design. 

키워드

Transfer Function, State Equation, State Transient Equation, Time Response

달 함수, 상태 방정식, 상태 천이 방정식, 시간 응답

Ⅰ. 서 론

일반 으로 제어는 칼만의 상태방정식을 후해 고

제어와 제어로 분류한다. 고 제어란 입력에 따

른 출력응답의 비를 달함수로써 해석하며, 단일 입

출력 시스템의 해석에 유리하다. 하지만 기조건이 

존재하거나 다  입출력 시스템에 해서는 출력응답

을 얻기가 어렵다는 단 이 있다[1-2]. 제어란 시

스템의 내부 상태를 상태공간에 기 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에 따라 기조건이 존재하거나 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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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을 갖는 시스템의 출력응답 해석에는 유리하지만, 

계산이 복잡해진다는 단 이 있다[3-7].

제어시스템의 설계는 달함수와 상태공간의 이해

로부터 시작한다. 더불어 설계능력 향상을 해서는 

달함수와 상태방정식은 물론, 연계성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제어 문헌에서는 달함수와 상

태방정식의 장단   연계성 등을 기술하고 있으나, 

내용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일부 문헌은 달함수는 

기술하되, 상태공간의 동 방정식만을 기술함으로써 

기조건 문제를 여 히 안고 있다[8-13]. 일부는 상

태천이행렬과 기조건으로써 상태방정식의 제차미분

방정식 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달함수와 연계성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14-15]. 

다수의 문헌이 상태천이방정식을 이용해 상태방정

식의 해를 정의함으로써 기조건까지 포함된 출력응

답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상태공간만의 해석으로 

인해 달함수와의 구체 인 연계성을 제시하는데 한

계가 있다[14-20]. 한 상태방정식을 라 라스 변환

하여 달함수를 정의하고 있으나, 달함수와 상태천

이방정식의 출력응답이 어떻게 연 되는지를 제어시

스템으로써 해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제어시스템을 

모델링하고, 달함수와 상태방정식을 이용해 출력응

답을 해석함으로써, 그 연계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필

요하다[21-25].

본 논문에서는 달함수와 상태방정식이 갖는 장단

  연계성을 분석하기 해 기회로망을 제안한

다. 달함수에서는 단 계단입력에 따른 시스템의 과

도응답과, 정 입력에 따른 압과 류의 상차를 

해석한다. 상태방정식에서는 입력이 0인 제차미분방정

식의 해를 상태천이행렬로 정의해 기조건이 출력응

답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한 제안된 시스템을 

상태천이방정식으로 해석하여 달함수와의 차이 을 

분석하고, 자동제어 문헌이 기술하지 않는 상호 연계

성을 구체 으로 제시한다. 상태방정식에서도 단 계

단입력과 정 입력에 따른 출력응답을 제시함으로

써 시스템 해석의 범 를 정 까지 확장한다. 

Ⅱ. 달함수에 의한 시간응답 해석

달함수와 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제어시스템의 

시간응답을 해석하기 해 그림 1과 같은   회로

망을 제안한다. 입력 에는 단 계단함수나 정

 압이 인가되며, 커패시턴스에 0.5[V]의 기 압

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출력으로 정의될 수 있

는 변수는 류  , 인덕턴스 압  , 커패시턴

스 압 가 된다.

 

그림 1. 시스템 모델링을 한 회로망
Fig. 1 Circuit network for system modeling

2.1 단 계단입력에 따른 시간응답

단 계단입력에 해 류를 출력응답으로 하는 회

로방정식을 정의한다. 

  








       (1)

회로방정식을 라 라스 변환하여 입력 압에 한 

류의 비를 달함수로써 정의한다. 이때에 기조건

은 반 되지 않는다.  







      (2)

입력이 단 계단함수로 정의된 직류 압이다. 따라

서 출력응답인 류 가 s-축에서의 변 를 갖도

록 정 로 정의한다.

 



 


      (3)

따라서 시간 역의 류 는 지수감쇠를 갖는 

정 가 된다. 

  sin       (4)

출력응답에서 직류 압이 인가된 회로망의 류는 

0으로 수렴하나, 0.707의 제동비에 의해 미세한 오버

슈트가 존재한다. 해석된 응답 형을 표 하기 해 

VS-2008 소 트웨어를 이용하 으며, 그림 2에 류

의 응답 형을 도시하 다. 

회로방정식에서 단 계단입력에 한 커패시턴스 

압의 비를 달함수로써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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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입력이 단 계단함수로 정의된 직류 압이므로 커

패시턴스 압 는 부분분수로 개할 수 있으

며, 미정계수법을 이용해 매개변수를 계산한다. 

   




 


 



      (6)

커패시턴스 압을 s-축에서의 변 를 갖는 정

로 정의한다.

  

 


 


    (7)

시간 역의 커패시턴스 압 는 지수감쇠를 

갖는 정 가 된다.

  
sin       (8)

출력응답에서 직류 압이 인가된 커패시턴스 압

은 1로 수렴하며, 응답 형을 그림 2에 도시하 다. 

그림 2. 달함수를 통한 단 계단응답
Fig. 2 Unit-step response via transfer function

달함수를 이용한 시스템의 출력응답 해석에서는 

기조건이 무시되었다. 그림 2에서 보면 커패시턴스

의 기 압   V 가 출력응답에 반 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응답 형은 0부터 시작한다. 

한 커패시턴스에 압 충 이 완료될 때까지는 

류가 흐르지만, 충 이 완료된 이후는 더 이상 류가 

흐르지 않는다.

2.2 정 입력에 따른 시간응답

회로방정식의 라 라스 변환으로부터 정 입력에 

한 류의 비를 달함수로써 해석한다. 식 (2)로부

터 정리된 류 는 부분분수로 표 된다. 

  











      (9)

류 를 정 와 s-축에서의 변 를 갖는 정

로 정의한다.

  
 


 

       (10)

시간 역의 류 는 정 와 지수감쇠를 갖는 

정 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sin
sin

     (11)

정 입력에서는 입력과 출력의 상차가 존재한

다. 출력응답에서 지수감쇠를 갖는 정  류는 0으

로 수렴하지만, 정  성분만의 류는 입력보다 

26.57o만큼 앞선 상을 갖는다. 정 입력에 따른 

류의 응답 형을 그림 3에 도시하 다.

식 (5)로부터 정 입력에 따른 커패시턴스 압 

를 출력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달함수를 

정의한다. 

  











     (12)

커패시턴스 압을 정 와 s-축에서의 변 를 갖

는 정 의 조합으로 정리한다.

  
 


 

      (13)
시간 역의 커패시턴스 압 는 정 와 지

수감쇠를 갖는 정 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sin
sin

     (14)

출력응답에서 지수감쇠를 갖는 커패시턴스 압은 

0으로 수렴하지만, 정  성분만의 커패시턴스 압

은 입력에 비해 63.43
o
만큼 뒤진 상을 갖는다. 정

입력에 따른 커패시턴스 압의 응답 형을 그림 3

에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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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달함수를 통한 정 응답
Fig. 3 Sinusoidal response via transfer function

정 입력에 따른 출력응답도 기조건이 반 되

지 않아 응답 형은 0부터 시작한다. 기 응답 형은 

인과 계에 의해 모든 상이 입력보다 뒤진다. 그러

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류는 입력 압보다 26.57
o

만큼 앞선 상을 가지며, 커패시턴스 압은 입력

압에 비해 63.43
o
만큼 뒤진 상을 갖는다. 따라서 

압과 류의 상차는 정확하게 90
o
가 된다.

Ⅲ. 상태방정식에 의한 시간응답 해석

달함수를 이용한 시스템 해석에서는 기조건을 

출력응답에 반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기조건 문제

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상태방정식이 제안되었다. 제

안된 기회로망을 상태방정식으로 표 하기 해 2

개의 상태변수를 정의한다.

   




      (15)

 
        (16)

정의된 상태변수를 식 (1)의 회로방정식과 연계시

켜 상태방정식으로 표 한다. 











 

 


 

 
















      (17)

기조건으로써 커패시턴스 기 압을 0.5[V]로 

정의하 으며, 정리된 상태방정식은 벡터행렬이 조합

된 미분방정식으로 표 된다.

x   Ax  B 
 


 


 

 
  







   

   (18)

상태방정식의 해 x 를 얻기 해 입력을 0으로 

가정한 제차미분방정식의 일반해와, 기조건을 0으로 

가정한 비제차미분방정식의 특해를 계산하여 출력응

답을 해석한다.

3.1 상태천이행렬과 상태천이방정식

상태방정식의 입력을   으로 가정한 제차미

분방정식의 해는 기조건만으로 결정된다. 

x  ℒ IAx
  x      (19)

여기서 는 상태천이행렬이라고 한다. 제안된 

회로망의 상태천이행렬을 얻기 해 역행렬을 계산한

다.

 IA 
























    (20)

분모가 s-축에서의 변 를 갖도록 변경한 다음에, 

상태천이행렬을 계산한다.

  


 


cossin sin

sin cossin      (21)

기조건과 입력이 모두 반 된 해를 얻기 하여 

상태방정식을 라 라스 변환한다.

X     IAx
  IAB

     (22)

시간 역에 한 상태방정식의 해 x 는 기조

건과 상태천이행렬의 조합  합성 분으로 구성되며, 

이를 상태천이방정식이라 한다.

x   x




 B 
 x  x 

   (23)

여기서 x 는 입력이 0인 제차미분방정식의 일

반해이며, x 는 기조건이 0인 비제차미분방정

식의 특해이다.

  

3.2 단 계단입력에 따른 시간응답

식 (17)로부터 커패시턴스 압을 상태변수1로, 

류를 상태변수2로 정의해 상태방정식을 정리한다.












 

 


 

 















      (24)

제안된 회로망의 상태천이행렬과 기조건을 결합

하여 제차미분방정식의 해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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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sin sin

sin cossin






      (25)

여기서 와 는 기조건만으로 정의된 

제차미분방정식의 일반해로써 커패시턴스 압과 

류이다.

  
cossin

 
sin

     (26)

기조건만으로 해석된 커패시턴스 압과 류의 

출력응답은 0으로 수렴한다. 이때 류는 커패시턴스

의 기 압이 항으로 방 되면서 흐르는 것이므로 

압원의 방향과 반 방향이 된다. 기조건에 의한 

커패시턴스 압과 류의 응답 형을 그림 4에 도시

하 다. 

식 (23)의 상태천이방정식으로부터 기조건을 0으

로 가정한 비제차미분방정식의 특해를 정의한다.

















    sin
   cossin




(27)  

여기서 와 는 단 계단입력에 따른 커

패시턴스 압과 류의 특해이다. 

3.2.1 상태변수1：커패시턴스 압

식 (27)로부터 단 계단입력에 따른 커패시턴스 

압의 특해 를 정리한다.

 




sin
 sin





cos
cos





sin

     (28)

특해에 포함된 분들을 결과 심으로 제시한다. 






cos  
 sincos    (29a)






sin  
 sincos     (29b)

식 (29a), (29b)를 식 (28)에 입하여 직류입력에 

따른 커패시턴스 압 를 계산한다.

  
sin      (30)

상태변수1로 정의된 커패시턴스 압 는 

기조건만으로 동작되는 식 (26)과, 입력만으로 동작되

는 식 (30)의 합으로 표 된다. 

  
cossin

sin
     (31)

시간 역의 커패시턴스 압 는 기조건에 

의해   에서 0.5[V]가 되며, 정 의 지수감쇠에 

따라 1로 수렴한다. 단 계단입력을 인가하고 상태천

이방정식으로 해석한 커패시턴스 압의 응답 형을 

그림 4에 도시하 다. 

3.2.2 상태변수2： 류

식 (27)로부터 단 계단입력에 따른 류의 특해 

를 정리한다.

 




   cos
  cos





cos
 sin





sin

     (32)

류의 특해에는 커패시턴스 압의 특해에서 계산

되었던 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커패시턴스 

압과 복되지 않은 분만을 제시한다.






cos  
 sincos    (33a)






sin  
 sincos     (33b)

식 (33a), (33b)를 식 (32)에 입하여 류의 특해 

를 계산한다.

  
sin      (34)

상태변수2로 정의된 류 는 기조건으로 동

작되는 식 (26)과, 입력으로 동작되는 식 (34)의 합으

로 표 된다.

 sinsin      (35)

시간 역의 출력응답인 류 는 지수감쇠 성

분에 의해 0으로 수렴한다. 단 계단입력을 인가하고 

상태천이방정식으로 해석한 류의 응답 형을 그림 

4에 도시하 다. 

기조건에 의해 동작되는 커패시턴스 압과 류

는 0으로 수렴한다. 이는 커패시턴스에 충 되어 있던 

기 압이 항을 통해 방 되기 때문이며, 류는 

반 방향이 된다. 상태천이방정식으로 해석된 커패시

턴스 압은   에서 0.5[V]가 되며, 단 계단입력

으로 수렴하게 된다. 한 기조건을 입력 압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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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함에 따라 커패시턴스 압과 류는 칭

으로 표 된다.

그림 4. 상태방정식을 통한 단 계단응답
Fig. 4 Unit-step response via state equation

3.3 정 입력에 따른 시간응답

상태천이방정식에서 제차미분방정식의 일반해는 단

계단입력과 동일하다. 따라서 기조건을 0으로 가

정한 비제차미분방정식의 특해만을 정리한다.




 
 




 






   sin   
  cos    sin   




sin  

(36)

여기서 와 는 정 입력에 따른 커패

시턴스 압과 류의 특해이다.

3.3.1 상태변수1：커패시턴스 압

식 (36)으로부터 정 입력에 따른 커패시턴스 

압의 특해 를 정리한다.

 




   sinsin
   sin





sin  cos






  cos




cos

  (37)

특해에 포함된 분들을 제시한다.






sin 




 sin 


 cos     (38a)






cos 




 sin


 cos     (38b)

식 (38a), (38b)를 식 (37)에 입하여 커패시턴스 

압의 특해 를 계산한다.

  sin
sin

     (39)

상태변수1로 정의된 커패시턴스 압 는 

기조건에 의한 식 (26)과, 입력에 따른 식 (39)의 합

으로써 표 된다.

   
  cos  sin

sin sin
     (40)

시간 역의 커패시턴스 압 는   에서 

0.5[V]가 되며, 입력 압에 비해 63.43
o
만큼 뒤진 상

을 갖는다. 정 입력에 한 커패시턴스 압의 응

답 형을 그림 5에 도시하 다. 

   

3.3.2 상태변수2： 류

식 (36)으로부터 정 입력에 따른 류의 특해 

 를 정리한다.

   




  cos    sin   sin
  cos





sin









cos
  sin










cos




sin

 (41)

류의 특해에 포함된 분은 커패시턴스 특해에서 

계산했던 분형태와 같다. 따라서 식 (38)을 이용해 

류의 특해  를 계산한다.

  sin
sin

     (42)

상태변수2로 정의된 류 는 식 (26)과 (42)의 

합으로써 표 된다.

    cos  sin
sin sin

     (43)

출력응답인 류 는   에서 0.5[A]가 되며, 

입력 압에 비해 26.57o만큼 앞선 상을 갖는다. 정

입력에 해 상태천이방정식으로 해석된 류의 

응답 형 를 그림 5에 도시하 다. 

그림 5. 상태방정식을 통한 정 응답
Fig. 5 Sinusoidal response via state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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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입력에 따른 커패시턴스 압과 류는 기

조건에 의해   에서 0.5[V]와 0.5[A]가 된다. 그러

나 시간이 경과하면 류는 압보다 26.57o만큼 앞선 

상을 가지며, 커패시턴스 압은 입력에 비해 

63.43o만큼 뒤진 상을 갖는다. 따라서 시간응답 해

석에 따른 압과 류의 상차는 90o가 된다.

Ⅳ. 달함수와 상태방정식의 비교

고 제어와 제어의 연계성을 분석할 목 으로 

기회로망을 제안하 다. 단 계단함수와 정 를 

회로망에 입력하여 류와 커패시턴스 압을 달함

수와 상태천이방정식으로 해석하 다. 한 기조건

과 인가되는 입력에 따른 출력응답의 결과를 표 하

기 해 VS-2008 소 트웨어를 이용하 다.

식 (2)와 (5)로 정의된 달함수 해석에서는 기조

건을 시스템의 시간응답에 반 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그러나 달함수의 특성방정식을 s-축에서의 

변 를 갖는 정  형태로 변경하면, 보다 쉽게 시간

역의 출력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상태방정식은 시스템의 기조건까지 반 하여 시

간응답을 해석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식 (23)에 

제시한 상태천이방정식은 기조건과 상태천이행렬에 

의한 제차미분방정식의 일반해와, 입력에 따른 비제차

미분방정식의 특해가 합해진 것으로써 달함수가 갖

는 문제 을 해결한다. 

식 (25)에 기조건과 상태천이행렬이 조합된 제차

미분방정식의 일반해를 제시하 으며, 이는 단 계단

입력이나 정 입력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림 

4와 5에서 기조건만으로 동작되는 회로망의 응답

형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달함수의 출력응답과 상태천이방정식의 특해를 

비교하여 연계성을 분석하 다. 단 계단입력에 따른 

커패시턴스 압을 비교하면, 달함수로 해석된 식 

(8)과 상태천이방정식의 특해로 해석된 식 (30)이 일

치한다. 한 류도 달함수로 해석된 식 (4)와 상

태천이방정식의 특해로 해석된 식 (34)가 일치한다. 

정 입력에 해서도 달함수의 출력응답과 상태

천이방정식의 특해를 비교하면, 커패시턴스 압은 식 

(14)와 (39)가, 그리고 류는 식 (11)과 (42)가 일치

된다는 것을 제시하 다. 

달함수와 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류와 커패시

턴스 압을 시간 역에서 해석하 다. 출력응답을 얻

는 과정을 보면 달함수가 상태방정식에 비해 계산

은 용이하지만, 기조건을 반 하지 못한다는 단 이 

있었다. 반면에 상태방정식은 기조건까지 반 하여 

시스템의 시간응답을 얻을 수 있으나, 분과정이 복

잡하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기조건을 반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의 해석은 달함수가 유리하다. 

그러나 기조건까지 반 한 시스템 해석에서는 기

조건과 상태천이행렬을 조합한 제차미분방정식의 일

반해와, 상태천이방정식의 특해 신에 달함수를 사

용함으로써 보다 쉽게 시간 역의 출력응답을 해석할 

수가 있다.

Ⅴ. 결 론

고 제어와 제어의 비교 분석을 목 으로 자동

제어 문헌들을 조사하 다. 달함수와 달리 상태방정

식에서는 기조건을 해석하기 해 상태천이행렬을 

기술하거나, 는 상태천이방정식을 정의해 상태방정

식의 해를 해석하고 있다. 그 지만 달함수와 상태

공간을 독립 으로 해석함에 따라 출력응답이 갖는 

연계성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시스템의 시간응답을 해석할 목 으로 기회로망

을 제안하 다. 상태천이방정식을 이용해 시스템의 시

간응답을 계산하고, 달함수와 상태방정식의 연계성

을 분석하 다. 상태천이방정식은 기조건과 상태천

이행렬이 조합된 제차미분방정식의 일반해와, 입력에 

따른 비제차미분방정식의 특해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상태천이방정식의 특해가 달함수를 이용한 출력응

답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따라서 

상태천이방정식의 복잡한 분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도, 상태천이행렬과 달함수를 활용함으로써 기조

건을 갖는 시스템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

다. 

단 계단함수와 정 입력에 따른 압 류의 응

답 형을 표 하기 해 VS-2008 소 트웨어를 활용

하 다. 응답 형에서는 류와 커패시턴스 압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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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표 함으로써 시스템의 기상태 변화와 압-

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 다.

단 계단입력에 해서는 시스템의 과도응답을 해

석하 다. 커패시턴스 압으로 정의된 출력응답을 보

면 0.707의 제동비에 따라 미세하게 오버슈트가 존재

한다. 이는 커패시턴스에 충 되는 압이 일시 으로 

과충 이 되나, 궁극 으로는 단 계단입력으로 수렴

하게 된다. 정 입력에서는 류가 입력 압보다 

26.57o만큼 앞선 상을 가지며, 커패시턴스 압은 

입력 압에 비해 63.43o만큼 뒤진 상을 갖는다는 사

실을 확인하 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기회로망을 모델로 설정하

여 달함수와 특성방정식을 해석하 다. 그리고 해석

된 결과를 심으로 달함수와 상태방정식의 연계성

을 명확하게 제시하 다. 본문에 제시된 내용을 자동

제어 문헌의 과도응답이나, 는 상태공간해석의 달

함수와 상태방정식의 상호변환에 기술함으로써 제어

공학의 이해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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