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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유도를 가지는 지적 PID 제어기를 이용한 시스템의 성능향상

Performance/Robustness Improvement of i-PID with Two-Degree-of-Freedom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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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applicability of two-degree-of-freedom controllers to the recently suggested i-PID 

controllers, in which unknown parts of the plant are taken into account without any modeling procedure. First, i-PID 

controller with two-degree-of-freedom is applied to a specific model, called Anisochronic model, to confirm the usefulness of 

this method. Second, using the original examples of i-PID controllers, it is confirmed that performance/robustness of system 

are to be improved due to two-degree-of-freedom, especially when the input changes suddenly. It is seen that as the desired 

robustness increases the optimal value of two-degree-of-freedom parameter αA would be negative. It is checked and verified 

that if this value was limited to 1 or less as is generally known, performance would be degra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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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ID제어는 그 원형이 확립되고 반세기 이상이 경과된 고전적

인 제어기법으로, 그 사이 여러 종류의 새로운 제어기법 내지는 

이론이 탄생했지만 오늘날 산업계에서 이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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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서제

어 등의 응용분야에서는 기준신호는 일정한 값을 유지하면서 우

수한 외란제거성능(regulatory control)이 요구된다. 또한 프로세

서의 동작조건 등의 변동에 의해 결과적으로 기준신호의 변동이 

발생하며, 이 변화에 대한 양호한 과도응답을 필요로 한다(servo 

control). 이러한 두 종류의 요구는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서 하나

의 제어기로서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제어시스템의 자유도는 독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

는 폐루프 전달함수의 개수로서 정의된다[4]. 이러한 의미에서 

외란억제성능과 과도응답특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두 개의 

자유도(즉, Two-Degree-of-Freedom: 이하 2자유도로 표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5]. 즉 먼저 PID를 이용하여 외란억제성능

을 만족하는 폐루프시스템으로 조정한 뒤, 여분의 파라미터로서 

과도특성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5],[6]에는 다양한 2자

유도를 가지는 PID제어의 형식과 그들의 상호관련성, 및 각 형식

의 최적 파라미터 등이 제시되어있다. 그러나 PID 제어기의 파라

미터 설정에 관한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제어대상이 고차이

거나, 또는 시간지연 등이 존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파라미터

의 조정이 쉽지 않다[7]. 또한 파라미터가 적절하게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만약 제어대상의 특성이 변화한다면 PID의 파라미터의 

재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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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이 기법은,

제어대상의 모델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구조가 PID제어와 동일한 정도로 간단하다.

고차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파라미터의 조정이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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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i-PID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강인성의 면에서) 훌

륭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도특성 등의 면에서 

항상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2). 본 연구에서는 

2DoF를 i-PID 구조에 적용함으로서 i-PID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1) 영어 ‘intelligent’를 지적(知的)으로 표현하였다.

2) 특히 기준신호로서 flatness-based-output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서 보면, 일반적인 계단(step)신호와 같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신호

의 경우 과도특성이 급격하게 악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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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과도특성의 개선을 추구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PID는 여러 장점을 가지지만, 주어진 

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PID의 파라미터의 설정은 주로 시간지연

을 가지는 일차지연(First-Order-Plus-Time-Delay: FOPTD), 혹

은 시간지연을 가지는 2차(Second-Order-Plus-Time-Delay: 

SOPTD) 전달함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1]~[3]. 그러나 대부분

의 실제 시스템은, 예를 들어 고차프로세서 등을 포함한 넓은 범

위의 동적인 특성(과제동, 또는 부족제동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제어기의 설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식표현으로 나타내져

야 중요한 특성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차에서 고차의 동특성을 

나타내는 프로세서를 표현하기 위한 대체모델로서 anisochronic 

모델을 도입한다. 이 모델은 내부와 외부에 시간지연을 가지므로 

동일한 포맷으로 과제동과 부족제동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14],[15]. 본 연구에서는 이 모델을 사용하여 2자

유도를 가지는 i-PID의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른 외란억제성능과 

과도응답특성 사이의 관련성 등을 확인하기로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의 전반부에서 

i-PID제어의 개요를 설명한 뒤 여기에 2자유도기법의 적용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후반부에서는 성능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anisochronic 모델과 각종 평가기준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제

2장의 제안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의 특성을 외란억제와 과도응

답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

분석한다. 또한 제4장에서는 i-PID 논문에서 제시한 예제를 이용

하여 2자유도를 i-PID 제어기법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 

이것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결론과 향후 과

제 등을 제5장에 정리한다.

2. 2자유도 i-PID 제어

2.1 2자유도 제어기법의 구조 및 특징

2자유도제어시스템의 일반적인 형태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제어기는 두 개의 보상기 와 로 구성되며, 

는 제어대상이며, 신호   및 는 각각 기준신호, 외란, 

및 출력이다. 이때 신호 에서 과 에서 까지의 전달함수는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

          


                     (2)

이때 계단상으로 변화하는 기준신호 에 대한 정상상태 오차 

  가 영으로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조건3)이 필요하다

[6].

3) 이 조건은 일정한 크기의 외란 에 대한 출력 의 정상상태가 

영으로 되기 위한 조건과 동일하다.

                   lim
→
∞                   (3a)

                   lim
→



                    (3b)

식 (3)의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형식의 제어기로서, 에는 

적분기를 포함시키고 에는 미분기만을 포함시키는 다음과 

같은 형식이 일반적이다.

              

                (4)

                              (5)

여기서    및 는 PID제어기의 기본파라미터인 비례이

득, 적분시간 및 미분시간이며, 와  는 2DoF의 파라미터이

다. 기준신호 과 출력 를 독립적으로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2

자유도의 구조는 [그림 1] 외에도 다양한 형식이 존재한다[6].

그림 1 2자유도 제어시스템

Fig. 1 Two-Degree-of-Freedom Control System 

식 (1), (2)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자유도 보상기 

는 과  사이의 전달함수에만 나타난다. 이는 를 이

용하여 외란에 의한 출력은 변화시킬 수 없으나 기준신호에 의한 

출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자유도의 

경우(즉 [그림 1]에서  로 둔다), 외란응답과 출력응답 사

이에는

                             (6)

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외란응답의 개선을 위한 이 결정되

면 (즉 가 주어지면), 식 (6)에 의해 는 고정된다. 이 

결과로 기준신호에 의한 출력응답(특히 과도특성)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자유도는, 

외란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기준신호응답을 로서 

보상하여 그 특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

점에서 2자유도의 설계방침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 외란응답특성을 최적으로 하는 보상기 , 즉 PID 제어

기의 파라미터를 결정한다.

2) 기준신호응답의 과도특성, 예를 들어 오버슈터 등이 최적으

로 될 수 있도록 피드포워드 보상기 의 파라미터 

와  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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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그림 1]의 PID제어기의 대신 i-PID제어기를 

사용하여, PID의 제어성능향상을 목표로 한다.

2.2 i-PID 제어기

참고문헌 [11]에서 제안한 i-PID제어기법의 개요에 대하여 간

략히 언급한다. 제어대상의 동특성이 그의 동작영역에서 대략적

으로 다음과 같이 입력 와 출력 에 관한 반드시 선형이

라고 할 수 없는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

        … …                     (7)

i-PID에서는 제어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식 (7)을 아주 짧

은 시간 동안에만 유효한

                                (8)

로 나타내기로 한다. 여기서 미분계수 는 일반적으로 1 또는 2

이며, 이는 식 (7)의 의 미분계수 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며, 

는 사용자가 결정해야 할 파라미터이다. 또한 는 식 (8)의 

  이외의 모든 항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및 이들의 고계미분의 비선형함수로 이루어진다. 또한 에는 

제어대상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의 시

각에 있어서의 값은 와 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계산가능하다. 이때 제어대상의 출력은 i-PID제어기( 의 경

우)를 다음과 같이 구성함으로서 얻어진다.

  
     (9)

단

는 제어대상의 출력이 추종해야 하는 목표신호

 는 추종오차 

    는 일반적인 PID제어기의 이득이다. 식 (9)에 의

한 폐루프 응답의 오차방정식은

      




 
           (10)

로 되며, 식 (10)의 양변에 라플라스변환을 적용하면 폐루프의 특

성방정식은

            
  

                (11)

로 된다. 식 (11)이 안정으로 될 수 있도록      를 설정한

다면 → →∞로 되어, 식 (9)의 제어입력에 의해 는 

에 수렴하게 된다.

식 (8)의 는 미지이기 때문에 식 (8)을 이용하여 실시간으

로 계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식 (8)의  대신에 충분히 작은 

값을 가지는 시간 만큼 전의 값 을 사용하기로 

한다. 즉  대신에

     
, (단 ≃)      (12)

의 추정값을 사용하기로 한다. 식 (12)를 식 (9)에 대입하면 실제

의 제어입력은 다음으로 주어지며, 이를 블록선도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4).

 

 




 
 (13)

그림 2 i-PID 제어시스템의 구조(점선부분 제외)

Fig. 2 i-PID controller(ν=2)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i-PID제어기에, 앞서 언급한 2DoF의 특

징을 적용하기 위해 [그림 2]의 점선부분과 같이 피드포워드 보

상기 를 삽입하기로 한다. 이 경우 기존 i-PID제어기가 가

지는 뛰어난 외란특성 및 강인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 

변동에 따른 의 과도특성을 대폭적으로 개선됨을 확인하기로 

한다.

3. 2자유도 i-PID 제어기의 성능

여기서는 2자유도 i-PID제어기의 성능확인을 위한 anisochronic

모델과 PID 및 2DoF의 파라미터 튜닝에 사용하는 최적화 함수 

등에 대해 언급한다.

3.1 Anisochronic 모델

제안한 제어기의 성능확인을 위해 플랜트 로서 anisochronic

모델을 사용한다. 이 모델은 입력단과 내부에 시간지연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전달함수로 정의된다[15],[16].

              
 

                     (14)

여기서 는 시정수이며, 는 내부, 및 는 외부의 지연을 각

각 나타낸다. 분모에 존재하는 지연요소로 인해 식 (14)의 시스템

은 과제동과 부족제동의 동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림 3]은 

를 변화시켰을 경우의 anisochronic모델에 대한 계단응답을 보여

4) 블록선도로서 식 (13)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에, 가 충분히 작은 값을 가진다는 가정을 이용하면 [그림 2]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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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위) i-PID의  , (b) (아래) i-PID의   값 

Fig. 4 (up)   of i-PID의, (down)   of i-PID

주고 있으며(τ는 고정), 이로부터 내부지연 를 증가시킴에 따라 

모델은 부족제동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인 경우 응답은 임계제동으로 된다. 이 모델의 장점은 

적은 수의 파라미터로서 시스템의 특성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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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snisochronic 모델의 계단응답 

Fig. 3 Response of the Anisochronic model to a step input

3.2 제어성능

제어기가 주어졌다면 폐루프시스템의 응답은 [그림 1]로부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5)

이때 일반적으로 강인성의 척도로서 폐루프 감도함수의 피크

값, 즉

        max
max

 
               (16)

이 주로 사용되며, 보통  ≤이면 강인성이 양호하며 가 작

은 값을 가질수록 강인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2자유도를 사용한 i-PID제어기의 외란

억제, 입력추종 및 강인성 등의 성능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i-PID제어기 식 (9)의 파라미터     와 

2자유도 식 (5)의   의 임의선정에 의한 성능에의 영향을 최

소화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IAE(Integral-of- 

Absolute-Error) 기준을 사용한 최적화 문제로서 각 파라미터를 

선정하기로 한다. 먼저 i-PID의 파라미터       에 

대해서는 [그림 2]에서 외란 에 대한 출력 의 최적화문

제로서  을 선정한다. 즉

        
min
 
 



∞

                 (17)

위 식에 식 (16)으로 주어진 강인성의 조건, 즉 ≤를 

부가한다. 또한 2자유도 파라미터    에 대해서는 기준

신호 에 대한 오차  의 최적화문제로서 파라미

터를 선정하기로 한다.

           
min
 
 



∞

               (18)

식 (18)의 계산에는 식 (17)에 의해 선정된 파라미터  을 사

용한다. 이 과정에서 파라미터  에 대해 0과 1 사이에 존재해

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 더 나은 추종특성과 강인성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16].

3.3 시뮬레이션 결과와 평가

anisochronic모델에서 시스템의 시정수 의 영향을 배제하고 

시간지연 요소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식 (14)를 다음과 같

이 규정화(normalize)한다. 즉 로 두면 식 (14)는  

                





                   (19)

로 되며, 규정화된 외부지연과 내부지연은 각각 다음으로 정의된다.

                 

  


                   (20)

식 (19)의 anisochronic 모델에서 두 지연요소의 변동, 즉 가 

0에서 2[s]까지 0.2e 간격으로 (11단계) 변화할 때 를 0에서 

   ≈[s]까지 0.07 간격으로 (11단계) 변화시켜 각 경우

에 대한 최적의 파라미터    를 계산한다. 

1) 외란억제 성능

외란억제 성능은 피드백제어기 PID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i-PID제어기의 외란억제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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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 (위) 식 (22)의 결과, (b) (아래) PID와의 비교 

Fig. 6 (up) Results of Eq.(22), (down) Compare with PID 

표    1 와 값의 변화에 따른 2자유도  의 최적값

Table 1 Optimal values of  when varying  and 




0.21 0.61 1.41 1.81

0.08
-0.0743

 0.0239

0.4702

0.3339

 0.1575

-0.0037

-0.1344

-0.0044

0.36
-0.2607

 0.0277

0.4626

0.2782

 0.2779

-0.0018

-0.0178

-0.0044

0.50
-0.2533

 0.0291

0.3996

0.1916

 0.3332

-0.0033

 0.0965

-0.0048

0.71
-0.0859

-0.0565

 0.3865

-0.0040

 0.1291

-0.0038

 0.0581

-0.0053

(위)]는 식 (16)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i-PID제어기의 강인성

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아래)]는 식 (17)

의 계산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의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

가, 즉 외란억제성능이 악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5)

위의 결과를 일반적인 PID제어기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보

았다. [그림 5]의 윗부분은 식 (17)의 결과를 이용하여 

 P ID iP ID를 구하여 나타낸 것이다. 대체적으로 1 근

처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 모델에 대한 i-PID 

및 PID 제어기의 외란억제능력과 강인성은 수치상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림 1]과 식 (9)로부터

         




               (21)

이며

     









 
















       (22)

로 주어지기 때문에, 를 크게 하면 외란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강인성의 경우, i-PID는 식 (8)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어대상이 가지는 모든 불확실성을 함수 

로서 표현하여 이를 

            ≈                 (23)

로서 추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PID에 비해 그 강인성은 [그

림 5]의 결과 이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예제 참조).

그림 5 i-PID와 PID의 비교결과

Fig. 5 Results of comparison 

5) [그림 4, 5, 6]의 x-축은   [s]가 바른 표기이나, 표기의 편의상 

 [s]로 하였다.

2) 입력추종특성

2자유도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란억제성능을 기준으로 

계산된 i-PID의 각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식 (18)의 최적화과정을 

수행하여 최적의 2자유도변수를 계산하고, 이 결과를 2자유도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와 비교한 것을 [그림 6]의 윗부분에 나타내

었다(아래 식 (22) 참조). 그림으로부터 2자유도를 실행한 시스템

의 추종특성이 양호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의 

아랫부분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계산된 2자유도 PID제어기와의 

추종특성의 비 P ID i  P ID 를 나타낸 것이다. 이로부터 

PID에 비하여 i-PID의 추종특성이 와 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우수함을 알 수 있다.  

               
 
   

                    (24)

3.4 2자유도 변수  의 범위

일반적으로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

으나 시스템의 성능, 특히 강인성을 고려한다면  는 좀 더 넓

은 범위의 값을 가져야 한다[17]. [표 1]은 상기의 입력추종특성

의 계산 시에 얻어진 2자유도 파라미터   값을 나타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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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이득여유, 위상여유

Fig. 8 Gain Phase margin

그림 9 시간응답특성 곡선

Fig. 9 Time response

위쪽은 i-PID, 아래쪽은 PID의 결과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이로

부터 2자유도변수의 최적값으로 음의 값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4. 예  제

4.1 강인성의 확인

참고문헌 [18]에서 제안한 모델과 제어기 설계법인 DDE 

(Desired Dynamic Equation)법을 사용하여 i-PID 제어기와의 

강인성을 비교한다. 즉 제어대상

               


                    (25)

의 파라미터 와 가 기준값인   에서 최대 ± 

범위에서 변화할 경우의 시간영역에서 오버슈터와 정정시간, 및 

주파수영역에서의 이득여유와 위상여유의 변화를 비교한 한 것이 

[그림 7, 8]이며, [그림 9]는 시간응답으로, 파라미터가 기준값인 

경우와 최대변동 했을 경우의 응답을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7, 

8]의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2 2자유도 성능의 확인

i-PID를 처음 제안하고, 기존 PID에 대한 이 기법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한 참고문헌 [11]의 예제 두 가지로서 2자유도를 적

용한 i-PID의 효과를 확인하기로 한다. 

1) 제어대상의 파라미터가 부분적으로만 알려진 경우

제어대상은

                            (26)

로 주어지며, 여기서 는 위치, 은 질량, 는 외부입력, 는 

댐핑,  
로 주어지는 비선형성, 및 는 마찰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위 시스템에서 질량 의 값만 정확하게 

알려져 있으며 나머지 파라미터 값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한

다. [그림 10]의 윗부분은 문헌 [11]에서 제시한 데이터를 이용

한 결과로서 과도특성에 있어서의 2자유도의 효과를 충분히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그림 10]의 아래는 외란으로 가우스잡음을 인

가하였을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2자유도의 

과도응답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a) Output y(t)
 

(b) Input 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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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0.4

0.45

0.5

0.55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c) add white Gaussian noise

그림 10 식 (24)의 시스템에 대한 응답특성

Fig. 10 Time response of Eq.(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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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볼과 빔(Ball and beam)의 예제

[그림 11]과 같이 빔의 한쪽에 볼을 올리고 이것을 일정한 위

치로 제어하는 문제로서 시스템의 수식모델은 다음으로 주어진

다. 단  는 제어입력, 는 빔의 질량, 는 중력가속도를 각

각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 볼과 빔의 구조

Fig. 11 Ball and Bea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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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볼과 빔의 예제에 대한 결과

Fig. 12 Simulation results of Ball &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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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볼과 빔의 예제에 대한 결과

Fig. 13 Simulation results of Ball & Beam 

    sin                 (27)

문헌에서 사용한 i-PID의 제어기에 2자유도를 인가하여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12]는 볼을 일정한 위치로 가져가는 

응답모양을 표시한 것으로 2자유도에 의한 과도응답의 개선을 볼 

수 있다. [그림 13]는 기준신호로 천천히 변화하는 정현파 입력

을 인가하였을 경우의 응답으로 역시 2자유도에 의한 과도응답의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시뮬레이션에서 양쪽 모두 10

e 근방에서 크기가 ‘1’인 외란을 인가하였으나 출력에는 그 영향

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i-PID제어기의 외란특성이 우수함을 다

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제어대상의 모델링을 요구하지 않는 제어

기법으로 제안된 i-PID기법에 2자유도를 도입함으로서 응답의 

과도특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잘 알려진 바

와 같이 i-PID는 제어대상의 특성이 변화하여도 파라미터의 조

정이 필요하지 않는 등, 강인성의 면에서 뛰어난 기법이다. 그러

나 시스템의 구조상 급격하게 변화하는 입력 등에 대한 과도특성

의 개선이 필요하였다. 

여기서는 기존 i-PID에 2자유도기법을 도입하고 이를 

anisochronic모델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였다. 즉 모델이 

가지는 두 종류의 변수, 즉 와 를 변화시킴으로서 다양한 형

태의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2자유도 

i-PID는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에 적용 가능함을 보였다. 또한 

i-PID의 제안자가 사용한 예를 이용하여 본 논문의 방식이 유효

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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