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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알고리즘을 이용한 RO 공정 PID 제어기의 자동 튜닝

Auto Tuning of PID for RO System Using Immune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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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control of a membrane used in reverse osmosis desalination plant by using immune 
algorithm(IA) is addressed. The proposed algorithm IA of auto tuning method can find optimal gains and 
compared with conventional Ziegler-Nichols tuning method. The results of computer simulation represent 
that the proposed IA shows a good control performances better than Ziegler-Nichols tuning method.

* 
1. 서  론

해수 담수화는 지구상에서 무한정 존재하는 해수

를 갈수의 영향 없이 담수화하여 물 부족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담수자원이 부족

한 지역에서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그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현재 해수의 담수화 생산설비에서는 다단 

플래쉬 증류법 또는 역삼투법이 채용되고 있다. 에너

지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액체 기체 상변화를 

동반하는 증류법에 비해 상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역

삼투법은 생산 설비 구조가 간단하고 에너지 소비량

이 적은 고효율 저에너지 소모 공정이다.
역삼투의 원리는 용매와 용액을 반투막 사이에 

두고 접촉시키면, 용매가 열역학적으로 안정된 저 

농도 상태를 이루기 위해 반투막을 투과해 용액 측

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현상을 “역삼투” 현상이라 

하고 이때 용매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수위 차이만

큼의 압력이 삼투압이다(1). 온도는 역삼투압 분리막

의 유량에 비례하는 반면, 염배제율에 반비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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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보이고, 압력은 분리막의 유량과 염배제율에 

비례하는 관계를 보인다(2).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역삼투 시스템(reverse osmosis, 
RO)의 최적 제어가 필요하겠다.

최근 최적화 문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유전 알고

리즘(genetic algorithm)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유전 

알고리즘은 자연세계의 진화 현상을 기반으로 한 계

산 모델이다.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들

을 정해진 형태의 자료 구조로 표현한 다음 이들을 

점차적으로 변형함으로써 점점 더 좋은 해들을 생성

한다. 이러한 이론적 구조를 면역 알고리즘(immune 
algorithm)에 도입하여 새로운 형태의 알고리즘을 제

안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기존의 유전 알고리즘이 가

지고 있는 mutation과 crossover 개념을 도입해 면역 

알고리즘의 전역 탐색 기능을 보강하고, 면역 알고리

즘의 memory cell을 통한 유전 알고리즘의 국부수렴

의 단점을 보완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2. RO Plant

2.1 RO Plant System
Fig. 1(a)는 전반적인 RO 시스템 공정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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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일반적으로 담수화에 사용되는 역삼투압의 

분리막 구조는 Fig. 1(b)와 같다. 
역삼투 공정에 쓰이는 멤브레인의 반투과막은 높

은 pH에 의해서 막의 손상과 스케일링 현상이 발

생하게 되며, 이는 공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중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pH를 일정하게 유지하도

록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불순

물 역시 막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불순물의 

양을 적게 유지시키기 위해 불순물의 양을 전도도

(conductivity)로 확인하여 제어해야 한다. 이로써 

전체 역삼투 공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역삼투 공정은 아래 식 (1)~(5)번과 같

은 전달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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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F = Flux, 
  P = Pressure, 
  C = Conductivity,
  pH = Density of H ion 

2.2 안정도 판별 및 Decoupler 설계
위에서 설계된 역삼투 공정의 전달함수는 서로 

coupler되어 있으며 decoupler 전달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open loop stable 해야 한다. 일반

적인 MIMO 시스템의 경우 각각의 sub-component가 

open loop stable이면 전체 시스템도 안정하다. 이 논

문에 사용되는 각각의 sub-component 역시 open 
loop stable함을 전달함수의 pole의 위치로 쉽게 알 

수 있으며 전체 시스템 역시 안정함을 알 수 있다.
Fig. 2는 couple된 역삼투 공정의 구조를 나타내며, 

Fig. 3은 feedforward 보상기를 추가시킨 구조이다.
Coupler된 시스템을 decouple시키기 위해서 feed-

forward 보상기를 추가하고자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4). 

Fig. 1(a) The reverse osmosis system

Fig. 1(b) The reverse osmosis system

Fig. 2 Structure of system without decoupling

Fig. 3 Structure of the decoupl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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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 (6), (7)에서 입력에 대한 출력의 신호로 

나타내면 아래의 식 (8),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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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각각의 couple된 신호의 영향이 ‘0’ 이라 가정한

다면 아래와 같이 나타날 수 있고, 보상기를 아래 

식 (10), (11)과 같이 설계할 수 있다.

   (10)

   (11)

최종적으로 설계한 feedforward 보상기의 전달함

수는 다음 식 (12)와 같다.

  

 ,  
 (12)

위에서 설계한 보상기를 추가한 후의 시스템의 

출력은 식 (13), (14)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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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구한 식 (13), (14)로 인해 최종적으로 식 

(15), (16)과 같이 되며, matrix로 표현하면 식 (1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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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역 알고리즘

3.1 면역 알고리즘
인체 면역 시스템은 생체 내로 침입한 항원을 인

식하고 과거에 배제한 항원에 대해서는 기억세포에

서 직접 항체를 만든다. 또, 새로운 항원에 대해서

는 세포 유전자의 재구성에 의해 항원에 대응하는 

항체 생산세포를 만들고 이것을 증식하여 항원에 대

응하는 항체를 만든다. 즉, 생체의 방어 및 유지를 

수행하는 자율 분산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5). 이러

한 이론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최적화 알고리즘과 같

이 여러 분야에서 면역 알고리즘(immune algorithm, 
IA)이 제안되고 있다. IA는 이미 많이 알려진 최적

화 알고리즘인 유전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
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할 수 있으며 그 특징을 나

타내면 아래와 같다(6).
(1) 한 번 배제한 항원에 대해서 기억하여 항체

를 조속히 생성하는 기억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항원에 대한 ‘기대치’ 계산에 의해 면역계의 

자기 조절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
(3) 최적화의 목적함수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어기 설계에 매우 유용하다.
(4) 동시에 여러 개의 가능 해로써 최적화로 진

행하는 병렬 분산 처리가 가능하다.

이 논문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면역 알고리즘의 

구조는 Fig. 4와 같다. 친화도가 낮은 항원에 대하여 

유전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돌연변이(mutation) 개

념과 교배(crossover)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친화도

가 높은 새로운 항원을 세대수만큼 반복 및 재생산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면역 알고리즘보다 

전역 탐색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교배 방법으로는 

산술교배를 사용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면역 알고리

즘이 가지고 있는 memory cell을 사용함으로써 기

존의 유전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국부 수렴의 단

점을 보완하였다. 

4. IA를 이용한 PID 제어기 설계

면역 알고리즘을 최적화 문제에 대응시키면 면역 

알고리즘에서의 항원은 목적함수, 항체는 최적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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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해집합, 항원과 항체의 친화도는 목적함수에 

적합한 해의 적합도와 같다(7).

4.1 친화도 및 기대치 계산
면역계에서는 항체와 항원이 서로 결합하고 반응

함에 따라 생성을 스스로 조절하며 다양한 항체를 

생성하는데, 이들의 결합력은 친화도에 의해 추측이 

가능하며 항체와 항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

한 것으로서 목적함수와 최적 해와의 결합 정도를 

알 수 있다. 목적함수는 최적화하고자 하는 함수를 

의미하며, 값의 범위가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

통 정해진 구간 사이의 양수의 값을 갖도록 표준화

된 값을 적합도로 사용한다(7,8).
이 논문에서는 친화도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함수

로써 아래 식 (18)과 같은 ITSE(integral of time 
multiplied by absolute error)방법을 사용하였고, 최

적화 하고자 하는 목적함수가 최소일 때 가장 큰 

Fig. 4 Immune algorithm

Fig. 5 Schematic of PID controller

값을 가지도록 친화도를 가지도록 친화도를 식 (19)
와 같이 설계하였다(9,10).

  




    (18)

  


 (19)

이로써 친화도가 높을수록 최적의 목적함수에 가까

워지며, 기대치가 높아진다. 최종적으로 IA를 적용

하여 PID 제어기를 추가시킨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

그램은 Fig. 5와 같다.

5. 시뮬레이션 및 고찰

이 연구에서 사용한 IA에서의 각각의 파라미터는 

아래 Table 1과 같다. 실수 코딩을 사용하였기 때문

에 일반적인 알고리즘에서의 돌연변이 비율보다 높

은 비율을 사용하였으며, 교배 역시 실수 코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산술적인 교배 개념

을 도입하였다. 일반적인 자기 동조 알고리즘과 비

교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Ziegler Nichols 방

법을 이용한 자기 동조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비교 

결과 PID 각각의 gain 값은 Table 2와 같이 정량적

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Parameter of IA
Parameter Value

Generation 80

Population 200

Mutation 0.4 %

Crossover 0.5 %

Range of gain -1000~1000

Affinity ITSE

Table 2 PID gain
Tuning method System P gain I gain D gain

Ziegler
Nichols

 715 0.14 0.03

 -0.07 1.09 0.27

Immune
algorithm

 993.228 989.455 0.163

 -315.101 -339.717 -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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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에 대한 계단 응답

앞에서 언급한 decouple된 시스템 즉, 식 (15)에
서의 계단 응답을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아래의 

Fig. 6(a)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으며, 실선이 이 

논문에서 제안한 IA를 적용한 결과이고, 점선이 일

반적인 Ziegler Nichools를 이용한 결과이다. 시뮬

레이션 결과에서 Ziegler Nichols를 이용한 결과를 보

면 자칫 offset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간

주 될 수 있는데, 시뮬레이션 전체의 시간을 ×

초로 늘려 최종 값을 살펴보면 settling time이 아주 

느리지만 set point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추

가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는 노이즈가 없는 가장 

안정적인 계단 응답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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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a) Step respon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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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b) Step response of 

알고리즘의 세대 수가 하나 씩 증가할 때마다 각

각 세대에서의 가장 좋은 최적 gain 값을 나타낸 

것이 Fig. 5와 같다. 각 세대 수가 증가할 때 마다 

최적의 해가 점점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당

한 세대 수가 증가하였을 때 즉, 적절한 시간이 흘

렀을 때, 가장 좋은 최적의 해로 수렴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성능 비교는 Table 3에서 나

타내고 있다.

5.2 에 대한 계단 응답

마찬가지로 식 (16)에서의 계단 응답은 Fig. 6과 

같고 아래 시뮬레이션 역시 랜덤노이즈가 포함되지 

않은 안정적인 시스템의 계단 응답이다. 그 때의 가

Table 3 Performance comparison of 
Item Ziegler-Nichols IA

Set point 1 1

Rising time(s) 70000 1.8

Settling time(s) 160000 5.8

Final value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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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ID gains

Table 4 Performance comparison of 
Item Ziegler-Nichols IA

Set point 1 1

Rising time(s) 0.09 0.045

Settling time(s) 0.2 0.05

Final value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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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좋은 gain 값을 나타낸 것이 Fig. 7이며, Table 4
에서 이에 대한 성능 비교를 확인 할 수 있다.

6.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역삼투 공정에 사용되는 membrane
의 제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된 제어기의 

최적 gain 값을 선정하는데 면역 알고리즘의 방법

을 제시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을 위

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기존에 많이 쓰

이고 있는 Ziegler Nichols 튜닝 방법과 비교하였고 

비교결과 Ziegler Nichols 방법에 비해 개선된 응답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플랜트 입력

의 크기가 -1000에서 +1000의 넓은 범위의 탐색 

범위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실제로 플랜트

의 입력 크기가 좁은 범위로 제한되어 있을 경우 

이 연구에 사용된 알고리즘의 gain 탐색 범위를 조

절하여 탐색하면 실제 플랜트와 유사한 환경에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는 이상적인 역삼투 공정의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실제 여러 불확실한 요소들 

및 비선형성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역삼투 

공정 과정과 지금의 수학적 모델과의 차이가 존재

한다. 또한 어떠한 연구든지 모델링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수학적 모델은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

에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다음 단계로 

이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종 불확실한 요소들과 비선형성을 적용한 

실험을 현재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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