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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제어기의 부분적 초기값 보상을 통한

천이 응답 특성 향상

Improvement of the Transient Response by Partially Compensating 
Initial Values of Digital Controllers

도 태 용*, 류 정 래
(Tae-Yong Doh1 and Jung Rae Ryo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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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switching from the track-seeking or track-jumping control mode to track-following control mode in hard disk drives 
or optical disk drives, initial values of the feedback controller are tuned to improve the transient response. In general, all the 
initial values of the controller have been compensated for this purpose. In this paper, by partially compensating initial values of 
digital controllers, we achieve a good performance of the transient response. In the proposed method for IVC (Intial Value 
Compensation), LMIs (Linear Matrix Inequalities) are used, which includes conditions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the 
transient response such as reducing a tracking error and control efforts. We obtain optimal initial values of the controller by 
solving an optimization problem with constraints represented by only one LMI. Although initial values of the controller are 
partially compensated, we can show that not only a sufficient performance of the transient response is obtained but also control 
efforts are diminished. The feasibility of the method is verified by simulation studies.

Keywords: digital control, MSC (Mode Switching Control), IVC (Initial Value Compensation), lead-lag controller, LMI (L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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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주로 하드 디스크와 광 디스크 드라이브의 트랙 시크

(track-seeking) 모드 또는 트랙 점프(track jump) 모드에서 트

랙 추종 제어 모드로 전환할 때 모드 스위칭 제어(MSC: 
Mode Switching Control)가 적용되어왔다[1-5]. 한 모드의 최

종 상태는 다른 모드의 초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의 제어 시스템 설계 문제는 초기값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초기값 보상(IVC: Initial Value Compensation)은 부드럽고

빠른 천이 응답을 얻기 위한 MSC 기술의 한 종류이다. 제
어 모드가 전환될 때, 제어기의 초기값을 측정된 플랜트의

초기 상태로부터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천이 응답의 성

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Yamaguchi 등은 플랜트 상태 변수

의 가격 함수를 최소화하거나, 초기값과 플랜트 출력간의

전달 함수의 만족스럽지못한 극점을 상쇄시키기위해 제어

기내 상태 변수의 초기값을 입력하였다[1,2]. Li 등은 위치

오차, 제어 입력, jerk 등으로 구성된 가격 함수를 최소화하

는 선형 최적화를 기반으로 하는 IVC 방법을 제안하였다

[3]. Zhang 등은 위치 오차 신호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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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향 세틀링(settling) 제어기를 디자인하였다[4]. Doh와
Ryoo는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오차뿐만 아니라 제어 입

력을 줄일 수 있는 IVC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5].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초기 상태에서 플랜트 상

태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제어기의 초기값을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해왔다. 특히, 초기상태의 추종 오차를 줄이기

위해, 제어기 전체 상태 변수의 초기값을 조정했다. [5]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제어기의 차수가 증가함에 따

라, 조정해야 할 초기값의 수가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이로

인해, IVC를 구현하기 위한 DSP (Digital Signal Processor)와
같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연산 부하가 증가하고 결과적으

로 샘플링 주파수 등을 줄여야 하는 등, 전체 시스템의 성

능을 저하시키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천이 응답 특

성 향상을 위해 조정해야 하는 초기값의 수를 줄일 수 있

다면,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연산 부하를 줄이면서도 보다 효

율적으로 향상된 천이 응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

으로 고차의 지진상 선형제어기는 다수의 1차 제어기로 구

성되어 있고, 각각의 1차 제어기는 외란 억제 또는 기준 입

력 추종, 위상 또는 이득 여유 보상, 잡음 제거 등의 역할

이 할당되어 있다[6,7]. 여기서 외란 억제 또는 기준 입력

추종을 주로 관련된 한 개 또는 몇 개의 1차 제어기의 초

기값만을 조정하여도 전체 제어기 상태 변수의 초기값을

조정하는 만큼의 천이 응답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하나의 제어기 초기 상태를 조정함

으로써, 제어 노력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천이 응답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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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산시간영역에서의제어시스템.
Fig. 1. A control system in the discrete-time domain.

그림 2. 부분제어기와 확장된플랜트 .

Fig. 2. A partial controller   and an augmented plant  .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고차의 지진상 제어기를 초

기값을 보상할 제어기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분리한다. 
보상할 제어기 부분과 그 외 제어기 부분, 플랜트 등을 상

태 방정식으로 표현한다. 이 때, 초기값 보상이 필요없는

제어기 부분과 플랜트는 하나로 통합한 형태의 상태 방정

식으로 표현한다. 전체 폐루프 시스템을 구한 후, 선형 행

렬 부등식(linear matrix inequality, LMI)를 기반으로 하는

IVC 방법을 제안한다. LMI에는  놈(norm) 측면에서 천이

응답 성능을 향상시키고, 플랜트 상태 변수, 추종 오차, 제
어 입력 크기 등으로 구성된 제어 출력을 감소시키기 위하

여 폐루프 시스템의 ∞ 놈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건을

포함한다. LMI 제한 조건을 가진 최적화 문제로 초기값 보

상 문제를 구현한 뒤, 이를 풀어냄으로써 최적의 제어기 초

기값이 구한다.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하여, 다
양한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한다. 

II. 주요 결과

그림 1과 같은 이산 시간 영역의 제어 시스템을 고려한

다. 여기서 는 플랜트, 는 궤환 제어기, 는
좌승 합 가능한(square-summable) 기준 입력, 는 추종

오차, 는 제어입력, 는 플랜트 출력을 의미한다. 
플랜트와 궤환 제어기의 상태 방정식은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2)

여기서 는 플랜트의 차 상태 벡터이고, 는

제어기의 차 상태 벡터이다. 각각의 시스템 행렬은 

와 의 차원에 따라 적절하게 정해진다. 플랜트와 제

어기는 가제어성(controllable)이고 가관측성(observable)하다

고 가정한다. 폐루프 시스템도 점근적으로 안정

(asymptotically stable)하다고 가정한다.   는 모드 스위칭

이 일어날 때 시간을 의미한다. 제어기는 초기값을 보상해

야 할 제어기 부분()과 초기값을 단순히 0으로 설정하는

나머지 제어기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로 표현되고, 와 의 상

태 방정식은 각각 다음과 같다. 

 



 


  

   ,   



 


  

    (3)

그림 2와 같이, 와 를 직렬로 연결한 시스템

을 확장된 플랜트  로 고려하고,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4)

여기서  는 차 상태 벡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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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폐루프 상태 방정식은 다

음과 표현된다. 

 
 
 

 (5)

여기서 상태 벡터    
 

 
이고, 시스템 행렬은





 


 

  
,  




 





, 

          , 

이다. 또한 는 제어 출력이고,  와  는 제어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최적화 문제에서는 두 가지 제어 목적이 고려된다. 하나

는  놈 측면에서 천이 응답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

태 변수를 최소화(


∞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제어 출력을 최소화( ), 즉, 에서 까

지 전달 함수의 ∞ 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는

의 특성을 갖는 양한정 행렬이고,  는

   을 만족한다. 따라서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수식화된다. 

Minimize  


∞



subject to   

 (6)

폐루프 시스템이 점근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양한정

행렬 로 만들어지는 리아프노프(Lyapunov) 함수

  가 존재한다. 따라서 식 (6)의

(


∞

)는 식 (7)의 리아프노프 부등식에 의해

식 (8)로 변환된다. 증명은 [1-4]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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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두 번째 제어 목적은 정리 1에 있는 선형행렬부등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정리 1: 식 (5)의 폐루프 시스템이 점근적으로 안정하다

고 하자. 초기 조건이 0이라는 가정 하에서, 식 (10)의 선형

행렬부등식이 만족된다면, 제어 출력 는 0이 아닌 모

든 ∈ ∞에 대해서

   (9)

를 만족한다. 




 


 


 

  (10)

여기서 , , 는 다음과 같다.

  

 

   

증명: Bounded Real Lemma를 이용하면, 쉽게 증명된다. 
[8]을 참조하라. ■

선형행렬부등식인 식 (7)과 식 (10)은 두 개의 제어 목적

을 표현한다. 이를 정리 2의 하나의 선형행렬부등식으로 합

칠 수 있다. 
정리 2: 만약 식 (11)의 선형행렬부등식이 만족된다면, 

선식 (7)과 식 (10)은 동시에 성립한다.











   

    

     

   

  (11)

증명: 식 (7)은 식 (10)의 에 합쳐진다. 식 (10)은 다

음 선형행렬부등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쉽게 보일 수 있다.



 


 

 



 


 

 


 


 

 




 


 

 
   

Schur Complement [9]와 간단한 수학적 조작을 통해, 위
의 선형행렬부등식은 다음과 같다.











   

   

     

   

 

행렬 diag    를 위의 선형행렬부등식 앞, 
뒤에 곱하면, 식 (11)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식 (7)과 식

(10)으로 표현되는 두 개의 제어 목적을 식 (11)의 표현되

는 하나의 선형행렬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식 (6)의 최적화 문제는 다음의 최적화 문제

로 변환될 수 있다. 

Minimize   over    subject to 
 (12)

를 위한 의 최소값을 얻기 위해서, 는 

에 의해 미분되고, 그 결과,

 
 (13)

의 식이 구해진다. 식 (13)은 식 (12)의 최적화 문제를 풀어

냄으로써 구해지는 제어기 의 초기값이 된다. 

III. 시뮬레이션 연구

광 디스크 드라이브의 트래킹 액츄에이터를 플랜트로 고

려한다. 연속 시간 영역에서의 플랜트 전달 함수는

 


× (14)

이다. 이를 디지털 제어 시스템으로 구성하기 위한 샘플링

주파수는 200 kHz이다. 이산 시간 영역에서 디지털 제어기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15)

여기서 와 는 각각 다음과 같다.

 

 (16)

 

 (17)

와 는 다음의 아날로그 제어기를 극점-영점

정합(matched pole-zero) 방법 [10,11]을 이용하여 디지털 제

어기로 변환한 것이다. 

 

 ,   

 (18)

일반적으로 1차 시스템으로 지진상 제어기를 구성할 때, 
저주파 부분과 고주파 부분을 나누어 구성한다. 식 (18)에
서 알 수 있듯이, 는 상대적으로 저주파수 영역의, 

는 고주파수 영역의 영점과 극점으로 각각 이루어져

있다. 와 같은 저주파수 영역의 제어기는 주로 저주

파 신호의 추종 및 제거, 즉, 외란 제거나 기준 입력 추종

등의 목적으로 설계되고, 와 같은 고주파 영역의 제

어기는 고주파 신호에 해당하는 잡음 제거 또는 위상 여유

나 이득 여유 보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6,7].
오차와 제어 입력을 동시에 줄이기 위하여, 제어 출력은

오차( )와 에 의해 생성되는 제

어 입력(      )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식 (5)의 시스템 행렬 와 는 각각

   ,  로 표현된다. 

천이 응답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제어 출력을 감

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부분 제어기를 구하기 위하여, 
를 구성하는 1차 제어기들중에서 를 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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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천이응답에서의오차신호 : 초기값이 0인경우(실선), 
에만초기값을인가한경우(대시선), 에만

초기값을 인가한 경우(대시-점선), 에 초기값을

인가한경우(굵은선).
Fig. 3. Error signal in the transient response: intial values = 0 

(solid line), initial value compensation only for   

(dash line), intial value compensation only for   

(dash-dot line), initial value compensation for   (bold 
line).

그림 4. 천이 응답에서의 제어 입력 신호 : 초기값이 0인 경우

(실선), 에만 초기값을 인가한 경우(대시선), 

에만초기값을인가한경우(대시-점선), 에

초기값을인가한경우(굵은선).
Fig. 4. Control input signal in the transient response: intial values 

= 0 (solid line), initial value compensation only for   

(dash line), intial value compensation only for   

(dash-dot line), initial value compensation for   (bold 
line).

표 1. 오차신호와제어입력의정량적분석.
Table 1. Quantitative analysis on error signal and control input.

 오차의 오버슈트 

없음 1.594× 8.389
 1.200× 3.170
 0.436× 1.878
 0.314× 0.994

의 초기값을 구하여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기준 입력 추종이나 외란 제거 등을 목적으로 설계된

가 로 가장 타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검

증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를 로, 

를 을 선정한 후, 의 초기값을 구하고, 

의 초기값은 0으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천

이 응답 특성을 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를

로, 를 으로 정한 후, 반복한다. 두 결과

를 비교하여 가 로 더 타당함을 보일 예정이

다. 이 때, 플랜트의 현재 위치와 속도는 각각 0.0925m와

1.85m/sec이다. 
 ,  일 때의 구해진 

는 0.2618×이고,   ,  일

때 구해진 는 0.2811×이다. 한편, 식 (15)의
를 그대로 사용하여 식 (12)를 풀 경우, 가능 해

(feasible solution)을 구하기 힘들다. 따라서 [5]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방법으로, 와 를 수정하여 식 (12)를 풀면, 

초기값은 × × 와 같이 구해진다. 
그림 3은 천이 응답에서 발생하는 오차 신호()를, 그림

4는 제어 입력 신호()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오차 신호의

천이 응답 특성을 살펴보자. 식 (15)의 제어기 에 모

두 초기값을 인가한 경우, 오버슈트(overshoot)가 가장 작게

발생하는 안정적인 천이 응답 특성을 보인다. 에만

초기값을 인가한 경우는 앞의 경우보다 오버슈트는 다소

커지나, 상승 시간이 빠른 천이 응답 특성을 나타낸다. 

에만 초기값을 인가했을 때는 초기값을 인가하는 않

은 경우와 비슷하게 오버슈트가 상당히 커지는 천이 응답

특성을 보인다. 제어 입력의 응답 특성도 오차 신호의 응답

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순간 제어 입력의 크기는 초기값

보상이 없는 경우, 에만 초기값을 인가했을 경우, 

에 모두 초기값을 인가했을 경우의 순으로 감소한다. 
보다 정량적인 분석을 위하여, 오차 신호의 오버슈트의

크기와 제어 입력의  놈을 표 1과 같이 정리한다. 표 1에

서 알 수 있듯이, 에 모두 초기값을 인가했을 때, 가
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의 초기값만 보

상한 경우에도 에 초기값을 보상한 경우보다는 성능

이 다소 떨어지지만 우수한 천이 응답 특성을 얻을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저주파수 영역의 제어기인

이 주로 기준 입력 추종이나 외란 제거 등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를 로 선

택하여 초기값을 보상하는 것이 천이 응답 성능이나 제어

노력 측면을 모두 만족하는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
약 잡음 제거 등을 위해 초기값을 보상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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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기값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높은 차수의 제어기에서 일부 제어기의 초기값만 보상하여

도, 전체 제어기의 초기값을 보상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제어 노력은 최소화하

면서도 충분한 천이 응답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제어기의 초기값을 부분적으로 보

상하여 천이 응답 특성을 향상시키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

다. 기존의 초기값 보상 알고리즘은 전체 초기값을 모두 보

상하였으나, 제안된 알고리즘은 일부 디지털 제어기의 초기

값만을 보상하여, 기존 알고리즘과 비슷한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제어에 필요한 비용은 최소화하면서도 원하

는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였다. 이를 위해서는 [6,7]에서

제시한 것처럼, 전체 제어기를 구성하는 부분 제어기들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어기를

구성하는 고차 제어기 중, 외란 억제 또는 기준 궤적 추종

을 주로 담당하는 하나의 1차 제어기의 초기값을 보상하였

으나, 이것은 수학적으로 최적 또는 차선(suboptimal)임을

보일 수 없다. 따라서 고차 제어기에서 한 개 또는 그 이상

의 1차 제어기를 최적으로 조합하여 최적 또는 차선의 천

이 응답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추

후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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