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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controller design techniques often discretize the target system and implement a discrete controller that is 

digitized to match the target system. When constructing such a discrete system, it is necessary to first determine the 

sampling time. The smaller the sampling time is, the more advantageous it can be made similar to the original system, 

but the cost is a problem when realizing such a configuration as hardware. On the other hand, the longer the time, the 

more different the system is from the original system, and eventually the control becomes impossible.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above problem and propose a more logical approach to determine the sampling time in the discrete 

system and investigate the relation with the differential controller. We also apply this process to a nonlinear system 

called ARAGO disc and verify its validity through compute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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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어떠한 물리적인 시스템을 제어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

로 1)우선 대상 시스템을 해석하여 2)선형화 모델을 구하

고 여기에 3)어떠한 제어 기법을 사용할 지를 결정한 후, 

4)선택된 제어 기법을 이용하여 적절한 파라메터를 갖는 

제어기를 구하고 5)이를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검

증 후 6)실제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1-3]. 그러나 최종적으로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는 과정(6)

에서 제어기의 물리적인 구성이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형태이면 일반적으로 그대로 제어기를 적용하지만 그렇

지 못한 시스템의 경우 디지털화된 이산화 제어기를 구

현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 경우 필연적으로 

이산화 샘플링 시간이라는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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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시간은 해당 물리적인 제어기의 하드웨어적인 성능에 

따라 그 값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드웨어의 성능

이 우수할 경우 샘플링 시간을 아주 짧게 하거나 실시간

에 가깝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대부분 구성

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의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하고자 저비용 하드웨어 제어기를 구현할 경우 

샘플링 시간을 하드웨어의 성능에 맞추어 길게 할 수 밖

에 없고 경우에 따라 시스템의 전체적인 제어 성능을 만

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샘플링 시간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시스템의 성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하다[4][5]. 이러한 샘플링 시간 

결정의 두 가지 중요한 고려 요소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

선 고려하는 것은 시스템의 성능이다. 물론 비용적인 측

면을 우선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선택한 제

어 설계 기법으로는 만족하는 제어 성능을 만족하는 샘

플링 시간을 구할 수 없을 경우 앞서의 제어 순서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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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3)에서부터 다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상당히 오랜 시간과 노력을 다시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비용적인 측면의 증가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산 제어기의 샘플링 시간의 고려는 앞서 

제어 순서에서 4)와 5)의 과정을 거치며 실험적인 방법으

로 적절한 값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스템에 비

선형 요소가 있거나 시스템이 복잡할 경우 이 과정의 시

뮬레이션이 쉬운 과정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아라고 

원판 시스템이라는 비선형 요소를 갖는 시스템의 이산화 

제어기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샘플링 시간의 설정을 좀 

더 논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고자 한다. 

이 과정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유효성을 검증

하여 보고자 한다. 

 

2. 샘플링 시간 결정을 위한  

시스템의 해석 

 

2.1 비선형 요소를 갖는 갖는 아라고 원판  

시스템 

아라고 원판 시스템은 1822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Dominique Franḉois Jean Arago에 발견되어 알려진 아라

고 원판 현상을 응용한 시스템으로 그 이론적인 근거는 

1831년 Faraday의 전자 유도 현상 이론에 의하며, 기본적

으로 유도전동기의 회전 원리의 응용 시스템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아라고 원판 시스템의 제어는 비

자성체 원판에 직결되어 있는 직류 전동기의 회전 속도

를 제어함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기 기전력에 의

한 자석 막대의 회전력과 추의 무게가 특정 각도에서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현된 

아라고 원판 시스템의 구조는 Fig. 1과 같으며, 여기에서 

구한 아라고 원판 시스템은 sin항을 포함하는 비선형 모

델을 가진다[6-8]. 

 

 

Fig. 1. Overview of Arago disc system. 

2.2 아라고 원판 시스템 모델의 분할 해석 

2.1의 아라고 원판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전동기와 전동

기에 직결로 연결된 원판을 회전시키고 이로 인하여 발

생하는 자석 막대와의 상대 속도에 의한 유기 기전력의 

크기의 변화가 시스템 해석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 때 비

선형 요소를 포함하는 부분은 후자이고 전동기의 회전 

부분은 전동기의 모델이 선형일 경우 선형화 모델로 구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라고 원판 모델을 Fig. 2와 같이 두 

개의 부분으로 분리하여 고려하고자 한다[6]. 

 

 
Fig. 2. Block diagram of a separation of DC Motor part and 

Arago Disk part. 

 

또한 일반적으로 샘플링 시간을 결정할 때 기초로 삼

는 방법 중의 하나가 시스템의 기본 응답 시간(또는 응답 

주파수)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것은 적어도 샘플링 시간

이 시스템의 반응보다 느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근거

하며 일반적으로 측정된 샘플링 시간의 1/10~1/100의 범위

에서 샘플링 시간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아라고 원

판과 같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플랜트 모델이 직렬로 연결

되어 있는 경우 전체 시스템의 응답은 각 단위 플랜트 모

델의 응답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아라고 원판 시스템의 

해석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논리를 함께 적용하여 접근하

여 보고자 한다[3]. 

Fig. 2와 같이 시스템을 분리하면 각각의 시스템을 별도

의 모델로 생각하고 해석한 후 그 결과를 병합하여 해석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우선 아라고 원판의 두 플랜트 모

델 부분은 각각 ���와 ���이라고 설정한 후 이 두 부분

을 각각 별도의 플랜트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직류 전동

기 부분에 대한 입력(전압)과 출력(전동기 속도)에 대한 

응답과 아라고 원판부에 대한 입력(전동기 속도)과 출력

(막대의 각도)를 구하여 비교하여 보았다(Fig. 3). 

기본적으로 두 모델에 각각 단위 계단 함수 형태의 입

력을 인가했을 경우 두 시스템은 확연히 다른 응답 특성

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응답 시간에서 보았을 때 ���의 응

답 시간에 ���의 응답 시간보다 5배 이상 큰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의 경우 선형 모델이기 때

문에 단위 계단 응답에 따른 반응도 역시 이를 추종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응답시간을 0.2sec로 생각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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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과 같이 응답시간을 생각할 경우 10sec 이

상을 응답시간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비선형 요소를 

갖는 ���의 경우 샘플링 시간을 고려함에 있어서 또 다

른 요소인 응답 주파수에 관한 부분이 고려되지 못하므

로 ���의 응답시간은 이를 고려하여 1sec로 결정하였음을 

밝힌다. 어쨌든 어떠한 경우에도 아라고 원판 시스템의 

샘플링 시간은 ���의 응답시간에 더 종속적임을 알 수 

있다.  

 

 

Fig. 3. Respose of ��� and ��� to the unit step input. 

 

2.3 내부 제어기를 이용한 직류 전동기부  

모델의 분리 

앞서 2.2에서 전체 샘플링 시간이 ���에 많이 종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

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  부분

에 부분 제어기(Inner-Controller)를 적용하여 플랜트 모델의 

응답 특성을 좀 더 개선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좀 더 배제

하고 전적으로 ���의 샘플링 시간 설정만으로 전체 시스

템의 샘플링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특히  

���  부분은 ���  부분과 달리 직류 전동기를 이용한 선형

화 모델을 구할 수 있고 그 제어기 역시 가장 기본적인 

PID 제어기와 Ziegler-Nichols 튜닝 기법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성능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구한 ��� 의 PID 제어기의 계수는 각각 

��=200, ��=5, ��=0.1이고, 개선된 성능의 응답 특성은 

Fig. 4와 같다[8][9]. 

이러한 결과는 ���과 ���의 응답비가 5배에서 더 큰 

약 330배로 그 종속성이 더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이후 샘플링 시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  부분은 분리하여 고려하고자 한다. 

 

Fig. 4. Response of improved ��� with minor PID Controller. 

 

2.4 최대 샘플링 시간의 결정 

앞서 Fig. 3에서 ���의 응답을 보면 비선형 요소 때문에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응답이 마치 주파수 입력에 대한 

반응처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일반적인 2차 또

는 3차 플랜트의 응답과 다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 응답 시간을 최종 종지 시간이 아닌 주파수 응

답에 대한 주기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따라

서 ���  플랜트 모델을 이산 제어하고자 할 때 샘플링 시

간은 기본 응답 주기 1sec의 1/100인 0.01sec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 값을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샘플링 시간

의 최대값으로 결정하고자 한다. 

 

3. 샘플링 시간의 변화에 따른  

PID 계수값의 조정 

 

우선적으로 앞서 1장의 제어 순서를 생각할 때 제어기

로 PID 제어기를 사용하기로 하고 시스템 성능을 만족하

는 PID 제어기 값을 구했다고 하면 이 경우는 이산 시스

템에서 샘플링 시간의 1/∞로 설정된 경우 즉 실시간 제

어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 제어기는 샘플링 

시간이 커질수록 원래 구한 제어기의 성능을 만족할 수 

없다. 특히 제어 안정성을 깨뜨리는 경우가 되면 제어기 

설계 자체를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샘플링 

시간 결정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

다. 첫 번째는 제어기를 전혀 변경하지 않고 제어 안정도

를 깨뜨리지 않는 샘플링 시간의 결정이고 두 번째는 최

대 샘플링 시간까지 가능한 PID 제어기 계수값 조정이다.  

단, 이 방법은 제어기 구조(1장의 순서3)는 바꾸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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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어기 변경 없는 샘플링 시간의 결정 

우선 제어기 변경 없는 샘플링 시간 결정하기 위한 보

다 논리적으로 접근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 ���  

모델의 보드 선도(Bode Diagram)를 이용하여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은 비선형 모델이므로 일반적인 MATLAB 함

수 등을 이용하여서는 보드 선도를 그릴 수 없다. 따라서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의 시뮬레이션 모델에 주파

수가 다른 여러 입력 신호를 바꾸어 입력하고 각각의 응

답을 측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Fig. 5의 보드 

선도를 구하였다. 

 

 

Fig. 5. Bode plot of ��� plant through actual measurement. 

 

구해진 보드 선도를 보면 약 100rad/sec(주기 약 0.006sec) 

이상의 주파수 응답에 대한 이득은 0.001이하(-60dB, 0.1% 

이하)의 작은 값으로 나타나므로 이 주파수 이상의 입력

은 시스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

다. 다시 말하면 이 주파수 이상의 입력이 인가되어도 시

스템의 반응이 없다는 의미가 되므로 이 주파수보다 빠

른 샘플링 시간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샘플링 시간을 이보다 빠르게 해서 관측해야 

할 출력 신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샘플링 시

간의 최소값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시간이 제어기 변경 없이 줄일 수 있는 최소 샘

플링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설계 

마진을 고려하여 그 값을 0.005sec로 선택하고자 한다. 

 

3.2 PID 제어기 튜닝을 고려한 샘플링  

시간의 결정 

PID 계수값과 샘플링 시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ID 계수값의 보드 선도를 이용하여 이득값의 특징을 알

아보면, Fig. 6에서 PID 제어기는 PI와 PD제어기의 이득 파

형의 형태가 합쳐져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으며, �� , �� , 

��의 변화에 따라 전체 이득의 변화 또는 이득값의 좌우 

폭의 변화 등을 알 수 있다. 

 

 

Fig. 6. Bode diagram of a PID controller according to change 

of , ��, ��, and ��. 

 

샘플링 시간과의 관계를 위해 ���과 PID제어기의 보드 

선도(각각 Fig. 5, Fig. 6)의 이득값을 비교하여 보면 샘플링 

시간을 길게 한다는 것은 플랜트에 입력되는 신호의 주

파수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제어기 출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미분 제어기의 출력이 작아짐을 의

미한다. 예를 들어, Fig. 7에서 샘플링 시간을 T1으로 선택

했을 경우에는 (a)의 미분 이득을 가지고 있고 이 때 시스

템이 안정되어 있었다고 할 때, 샘플링 시간을 T2(단, 

T1<T2)로 변경하면 미분 제어기의 이득값이 (b)로 적어진 

 

 

Fig. 7. Correlation between sampling time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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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c) 정도의 이득을 갖

도록 미분 계수 ��를 크게 해야 할 필요가 발생한다. 그

러나 이러한 방식을 반복할 수는 없는데, 이유는 샘플링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계속 ��  계수값을 키우면 결국에

는 최대 샘플링 시간 구간을 지나거나 또는 비례 제어기 

구간이 없어지는 PID 제어기가 발생(Fig. 6 참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컴퓨터 모의 실험을 통한 검증 

 

앞서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모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8은 각각 모의 실

험에 사용한 전체 이산 시스템 제어 블록선도이다. 

 

 

Fig. 8. Simulation block diagram using MATLAB Simulink. 

 

4.1 제어기의 변동이 없는 경우 

앞서 3.1절에서 ���의 보드 선도 해석을 통해 알아낸 

제어기 변동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샘플링 시간을 

0.005sec로 설정하고, 이것을 모의 실험 블록의 디지털 PID 

제어기에 구현하여 실험한 결과가 Fig.  9이다. 그림에서 보면 

 

 

Fig. 9. System response with only changing sampling time. 

샘플링 시간을 0.001sec로 설정했을 때는 실시간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지만, 샘플링 시간이 커질수록 약간의 

변화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목표로 설정한 0.005sec

까지 비교적 비슷한 성능과 안정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사용한 PID 계수값은 ��=2.5, ��=1, ��=0.2이다. 

 

4.2 제어기 계수값의 변동이 주어지는 경우 

Fig. 10은 샘플링 시간을 2.4절에서 설정한 최대 샘플링 

시간 0.1sec로 크게 하고 이에 맞추어 ��  계수도 크게 변경

하여 모의 실험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면 샘플링 시간을 

0.01sec로 크게 했을 경우 성능의 차이를 보였지만, 미분 제

어기 보상을 통해 일부 개선이 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Fig. 10. System response that adjusted ��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sampling time.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이산 시스템 제어에 있어서 샘

플링 시간을 결정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과 

산출 방법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보

드 선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본 논문과 같이 비선형 시스

템이 아닌 선형 시스템에서도 많은 활용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추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미분 제어기 만이 아

닌, 샘플링 시간과 다른 모든 PID 계수값의 조정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보다 진보된 형태의 이산 제어

기 제어 이론의 한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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