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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지연 요소를 이용한 PI 제어기 자동 동조 알고리즘

( An Auto-tuning Algorithm of PI Controller Using Time Delay

Element )

오 승 록
**

( Seungrohk Oh )

요 약

본 논문에서는 PI 제어기를 설계해야 하는 경우인 임계 주파수 부근에서 이득 감소가 적은 시스템을 구별할 수 있는 알고

리즘을 제안하였다. 임계 주파수 부근에서 이득감소가 적은 시스템을 구별하기 위해 시간 지연 요소를 이용하여 이득 감소율

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크기 마진과 위상 마진이 주어진 경우 PI 제어기를 설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시간 지연요소와 포화함수를 이용하여 PI 제어가 가능한 한점의 좌표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제안된 방

법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Abstract

We propose an algorithm which can classify the system should use a PI controller, which have a weak high

frequency attenuation characteristics near the critical frequency. To classify the system, we use a time delay element to

calculate a gain attenuation rate near the critical frequency. The proposed algorithm also can design PI controller with the

given magnitude margin and phase margin specification. The proposed algorithm uses time delay element and saturation

function to identify the one point information in frequency domain. We justify the proposed algorithm via the simulation.

Keywords : 이득 감소율, 시간 지연 요소, 고주파 특성, PI 제어기, 임계 주파수

Ⅰ. 서  론

현대 제어이론이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많은

산업 현장에서는 PID(Propotional Integral Derivative)

제어기를 선호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선호하는 이유

는 정확한 수학적인 모델이 없어도 제어기 사용이 가능

하고 현장 기술자들이 제어기의 구조를 잘 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제어기 값의 설정(tuning)을 쉽게 할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제어기기인 PLC

(Programable Logic Controller)나 DCS(Distrib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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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System)에 기본 함수 블록으로 주어져 있고 제

어 기술자들은 제어기 값만을 입력하면 된다. 특히 최

근에는 자동으로 제어기의 값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인

자동 동조 알고리즘(auto-tuning algorithm) 탑재한 제

품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1]

. 개발된 자동 동조 알고리

즘 중에서 릴레이를 이용한 자동 동조 알고리즘은 릴레

이를 이용하여 미지의 프로세서의 한 점의 좌표값을 찾

아내서 제어기의 값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2]

. 즉 프로세

서의 Nyquist 그림에서 음의 실수축을 만나는 점의 좌

표값을 구하고 구한 좌표값을 이용하여 PID 제어기 값

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포화함수를 이용한 자동동조 알

고리즘은 릴레이 대신 포화함수를 사용하여 Nyquist 그

림의 한점의 좌표값을 찾는 방법이다
[3]

. 포화함수를 이

용하는 방법은 릴레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주파 성분

으로 인해 한 점의 좌표값을 찾는데 발생할 수 있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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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프로세스가 잡음을

증폭 시키는 경우 PID제어기 중 D 성분이 잡음을 증

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D 성분을 제거한 PI 제어기 설

계방법을 두 개의 릴레이를 이용하여 제안 하였다
[4]

. PI

제어기는 위상마진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Nyquist 그림에서 음의 허수축을 통과하는 점을 기준으

로 제어기를 설계하면 제어기를 포함하는 폐루프가 불

안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제어기 설계의

기준점을 I 성분에 의한 위상 마진 감소분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즉 Nyquist 그림에서 음의 실수축을

만나는 점이 아닌 3/4분면 상의 한 점의 좌표값을 찾아

야한다. 3/4분면상의 한 점의 좌표값을 찾기 위해 두

개의 릴레이를 사용하였다
[4]

. 두 개의 릴레이 사용은 구

조가 복잡하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구조를

간단히 하면서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지연 요소

와 포화함수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5]

. 프로세스의

주파수 응답에서 임계주파수 부근에서 프로세스의 주파

수 증가에 따라 이득의 크기 변화가 적은 경우 D 제어

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 자동동조를 위해서는 시

험신호를 이용하여 D 제어 성분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논문
[4]

에서는 방법이 제시 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

서는 D 제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포화함수

와 시간지연 요소를 이용하여 판단하였다. 즉 추가적인

시험 요소 없이 임계 주파수 부근에서 주파수 증가에

따라 이득의 감소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또한 이득 마진과 위상 마진을 동시에 만족하

는 PI 제어기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의

성능을 모의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Ⅱ. 본  론 

1. 시간 지연 요소와 포화함수를 이용한 좌표값 계산

시간 지연 요소와 포화함수를 이용한 자동동조시스

템은 플랜트의 Nyquist 그림에서 3/4 분면의 한 점의

좌표값을 구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시험 신호로 포

화함수와 시간지연요소를 이용한다
[5]

. 시간 지연 요소인

d=0인 경우 미지의 플랜트에 대한 Nyquist 그림에서

음의 실수축을 지나는 좌표값을 구할 수 있다. d값을

증가시키면 음의 허수축 방향으로 더 가까워지는 한 점

의 좌표값을 구 할 수 있다. 사용되는 포화 함수를 식

(1) 이라 가정하고 사용되는 시간지연요소   이라

하면 포화함수의 묘사함수(describing function)는 식(2)

그림 1. 포화함수와 시간지연 요소를 포함한 자동 동조

시스템의 구조

Fig. 1. The structure of autotuning system using a

saturation function and time delay element.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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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조파 균형식(harmonic balance equation)를 이용

하면 다음식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6]

.

       

위의 식으로부터 한점의 좌표값  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은 플랜트 출력의 주파수이다. 즉 시

간지연 요소를 변화시키면 플랜트의 출력값과 주파수를

이용하여 3/4분면상의 임의의  좌표값을 구할

수 있다.

2. PI 제어기 사용 결정 

플랜트의 주파수 응답에서 임계 주파수 근처 주파수

증가 시 이득의 변화가 적은 경우 PID 제어기의 D 성

분이 다시 잡음을 증폭 시킬 수 있기 때문에 PID 제어

기 대신 PI 제어기를 설계해야 한다
[4]

. 그러나 논문[4]

에서는 PI 제어기를 사용해야할 경우를 제시하지 않았

다. 본 논문에서는 플랜트의 이득 감소 변화 정도를 시

간 지연 요소와 포화함수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측정 결

과값에 따라 PI 제어기를 사용해야하는 경우를 판단하

는 방법과 이득 마진과 크기 마진에 대한 사양이 주어

진 경우 PI 제어기 설계 방법을 제시 하고자 한다. 그림

1에서 d=0이고 플랜트의 출력의 크기가  , 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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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3)

의 관계식
[6]

으로 부터  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이다.   으로 변화 시킨 후 플랜트 출

력의 크기  과 주기 를 측정한 후

       (4)

로부터  를 구할 수 있고 플랜트의 이득 감소율

은

log  

log   log 
(dB/dec) (5)

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만약 감소율이 10(dB/dec) 이하

이면 PID 제어기 대신 PI 제어기를 설계하면 된다. 여기

서 기준을 10(dB/dec) 로 정한 이유는 Bode 선도에서 이

득 곡선이 감소하는 경우 20 dB/dec 이상 감소율로 감소

하기 때문이다. 플랜트가     


  인 경우

임계 주파수 부근에서 이득 곡선의 감소율을 계산하기

위해    인 기울기가 4, 크기가 1인 포화함수를 사

용하였다. 플랜트의 출력값은 그림 2, 3과 같다.

식(2), (3), (4), (5)를 이용하여 이득 감소율을 계산하

면 18.4 (dB/dec)이 된다. 여기서    ,    ,

   ,    ,   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플랜트가 인 경우 PID 제어기를 사용해도 된다.

그림 4는 플랜트의 Bode 선도이다. 그림 4에서 임계주

파수 부근의 이득 감소율은 약 20 dB/dec 임을 확인할

50 100 150 200 250

-0.25

-0.2

-0.15

-0.1

-0.05

0

0.05

0.1

0.15

0.2

0.25

time(sec)

m
ag

ni
tu

de
 o

f p
la

nt
 o

ut
pu

t

그림 2. d=0인 경우  의 출력값

Fig. 2. The output of    with d=0.

수 있다.

  
   

   
  에 대해 기울기가 1,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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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2인 경우  의 출력값

Fig. 3. The output of    with d=2.

그림 4.  의 Bode 선도

Fig. 4. The Bode diagram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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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0인 경우  의 출력값

Fig. 5. The output of    with 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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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d=2인 경우  의 출력값

Fig. 6. The output of    with d=2.

그림 7.  의 Bode 선도

Fig. 7. The Bode diagram of   .

가 1인 포화함수와    를 사용한 경우의 플랜트

의 출력값은 그림 5, 6과 같다.

 와 같은 방법으로 이득 감소율을 계산하면

0.47(dB/dec)가 된다. 따라서   의 경우 PI 제어기

를 선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그림 7은  의 Bode

선도 이다. 그림 7의 임계 주파수 부근에서 이득의 변

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디. 또한 적절한  값

의 선택은 다음 절에 기술되어 있다.

3. 제어기 설계

PI 제어기 설계 시 주의 해야 할 점은 I 성분에 의한

위상 마진 감소분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임계 주

파수를 기준으로 PI 제어기를 설계하면 제어기를 포함

하는 폐루프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되므로 플랜트의

Nyquist 그림에서 위상 마진 보다 큰 위상을 갖는 한

점을 기준으로 제어기를 설계하면 된다
[5]

. 이를 위해 시

간 지연 요소 는

 ≻  (6)

만족하면 된다. 여기서  은 위상 마진, 는   인

경우의 플랜트의 출력값의 주파수이다. 부등식 (6)을 만

족하는 d 값으로 을 선택한 경우 식(4)를 이용하여

플랜트의 한 점의 좌표값을 다음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7)

PI 제어기가     



이고 사양으로 위상 마

진≥  , 크기 마진≥  으로 주어진 경우 다음 식

을 만족해야 한다.

    




    (8)

여기서  ≤  ,  ≥  을 만족하는 값이다. 식(8)을

만족하는  를 계산하면

 
 

  
,  tan    


(9)

으로 구할 수 있다. 시간지연 요소와 포화함수를 이용

하여 PI 제어기 자동 동조 알고리즘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d=0에서 플랜트의 출력값의 주기() 와 크기()를

구한다.

◉ 식(6)을 만족하는   을 결정한다.

◉   에서 플랜트의 출력값의 주기() 와 크기

()를 구하고 식(5)을 이용하여 이득 감소율을 구

한다.

◉ 이득 감소율≤10 (dB/dec)이면 PI 제어기를 선택하

고 식(9)에 따라 제어기를 설계한다.

제시된 알고리즘에 따라  
 


 ,

   ,    경우를 고려하였다. 첫 번째 절차에

따라 d=0에서 플랜트의 출력값의 주기()와 크기()

를 구하면 그림 5로부터    ,   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절차에 따라 식 (6)을 이용하

면   을 만족해야 하며   을 선택하였다. 세

번째 절차에 따라 식(5)을 이용하여 이득 감소율을 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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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위해   인 경우 의 출력값의 크기와 주파수

는 그림 6 으로부터    ,   이 됨을 확

인할 수 있다. 식 (2), (3), (4), (5)를 이용하여 이득 감

소율을 계산하면 0.47 (dB/dec)가 됨을 확인할 수 있고

PI 제어기를 선택해야한다. 식 (9)에 따라 PI 제어기를

설계 하면    ,   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PI 제어기가 포함된 폐루프의 위상마진을 계산하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플랜트의 특성상 PID 제어기를 사용

하지 못하고 PI 제어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시간지

연 요소와 포화함수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시간 지연 요소와 포화 함수를 이용하여

이득감소율을 계산하고 계산된 이득감소율로부터 PI제

어기를 사용해야하는 경우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또한 위상 마진과 크기 마진이 주어진 경우

PI 제어기 설계방법을 제시하였다. 모의시험을 통해 제

안된 알고리듬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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