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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 PID 제어 기법을 이용한 선박평형수 처리 시스템 설계 및 제작

Design and Fabrication of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using Fuzzy PID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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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박의 평형과 균형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선박용 평형수는 선박의 이동과 함께 이동되며 선박의 화물 적재와 하역 시 선

박용 평형수의 급수와 배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통하여 유입된 외래 해양 미생물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스스

로 파괴되기도 하지만 적응을 하게 되는 미생물의 경우에는 강력한 번식력을 바탕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게 된다. 주로 

사용되고 있는 자외선 살균 공법은 살균된 미생물의 기형변이 문제와 침전물 제거, 2차 평형수 저장 탱크의 살균 문제를 가

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퍼지 PID제어 기법을 이용한 램프 출력 조절 시스템을 구현하여 램프 파손 방지와 미생물 기

형변이 문제를 억제할 수 있는 선박평형수 처리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실험 결과 초기 3분간은 해수의 급격한 온도 상승이 

이루어졌으며 안정기 이후에서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램프의 수명 연장과 해양 미생물의 기형변이 문제를 억제 할 수 있

게 되었다. 

ABSTRACT

  Ballast water is carried by ships to ensure stability, trim and structural integrity. When a ship loads cargo, the ballast 

water is discharged. When foreign marine microorganisms are introduced into new marine environments, they pose a threat 

to the local marine ecological system. UV system is commonly used for the disinfection of waste and surface water. This 

method would not be as efficient because some species do survive to form viable populations, much of the sediment and 

organisms at the bottom of tanks, and may become serious pests. In this paper, we designed and implemented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using fuzzy PID controller to prevent  lamp damage, and to reduce the formation of the viable 

populations. The experiments were conducted with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using fuzzy PID controller with short time 

exposure to the temperature above 40℃. This system was shown to be effective by significantly reducing bacterial 

population and lamp life extension through appropriate temperature of ballast water.

Keywords :  Ballast Water Treatment, Fuzzy Control, PID Controller, UV System 

I. 서론

선박 평형수는 선박의 화물 승하차나 항해시 선박의 좌우 평형

과 부력으로 인한 선박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박 내에 보

관되는 해수로 선박에서는 평형수를 사용함으로 화물에 의한 기

울임을 방지하고 선채의 부상으로 인한 추진기의 노출을 억제하

는 역할을 한다[1]. 평형수는 선박의 항해에 따라 연간 약 100t 정

도의 해수가 이동이 되며 평형수 탱크에 동반되어 있는 해양 미

생물 및 침전물이 함께 이동된다. 또한 장거리 운행 시 평형수 탱

크 내부에서의 미생물이 증식하게 되는데 동반되거나 증식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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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은 목적지에 도착한 선박의 필요에 의해 배수되어 미생물의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외래 미생물은 강력한 생존력을 바

탕으로 빠르게 번식하게 되며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게 된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박평형수관리 협약을 2004년에 채택하였으며 2020년까지 운행 

중인 모든 선박에 평형수 처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 3]. 평형수 처리를 위해서는 평형수 보관 탱크로 유입되는 해

수의 정화와 살균이 필요하다. 표 1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살균 방법들의 장단점과 생물 살균 효과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살균처리 방법들은 여과 방식과 단

순 제어를 통한 살균을 하고 있어 전력 낭비 문제 및 살균 장치

의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로 사용 되고 있는 자

외선 살균 램프의 경우에는 높은 전력을 사용하여 발열에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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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 램프의 파손 문제와 미생물의 기형변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4-7]. 이에 본 논문에서는 퍼지 PID제어 기법을 이용한 램

프 출력 조절 시스템을 구현하여 램프의 온도 조절을 통하여 램

프 파손 방지와 미생물 기형변이 문제를 억제할 수 있는 선박평

형수 처리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처리방법 장점 단점 생물 살균 효과

자외선 살균

-비용저렴

-장치간단

-병렬 사용 시 대용량 처리 

가능

-생물종 변이 및 다시생존

-지속성이 없음

-혼탁한 수질에서 효율 감소

-개체 크기 상관없이 처리 가능

-병원성 생물처리 가능

전기분해
-높은 살균효과

-지속적인 살균

-극판 부식으로 수명 감소

-선체부식 우려

-장치가 고가

-개체 크기 상관없이 처리 가능

-병원성 생물처리 가능

여과장치

-효과적 성능

-장치 간단

-대용량 처리가능

-막힘 현상발생

-펌프수두증가

-부가적인 살균공정 필요

-50㎛이상 처리가능

-50㎛이하 처리어려움

  (수두손실 증가)

-병원성 생물처리 가능

원심분리장치

-장치 간단

-압력손실 작음

-역세척 불필요

-생물제거가 한계 있음

-부가적인 살균공정 필요

-생물의 비중이 낮아 원심분리방식으

로 처리하기는 어려움

오존살균
-높은 살균효과

-유기물 분해 가능
-시설비가 고가

-개체 크기 상관없이 처리 가능

-병원성 생물처리 가능

열처리
-전처리 불필요

-폐열 사용

-열수배출(2차 오염)

-일정한 온도 유지 어려움

-개체 크기 상관없이 처리 가능

-병원성 생물처리 가능

방사선 조사
-장치 간단

-비용 저렴

-생물종의 변이 발생

-혼탁한 수질에서 효율 감소

-밸러스트 수 처리를 위한 적용기술로

서 현재 개발 중인 시스템은 없음

표 1.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장단점

Table 1.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본 시스템은 해수의 온도, 탁도, 광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하며 평형수 저장 탱크의 해수를 살균하도록 구현하

였으며, 기존 자외선 살균 램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형선

박에서 여러 대의 살균 장치를 한 번에 제어가 가능한 네트

워크 기반의 일괄 처리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II. 선박평형수 처리시스템

2.1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는 저주파 PULSE -DC 방식의 전원부, 고용량 

전원부의 안정적 동작을 위한 최적 지능 제어부, 최적 공간 

확보를 위한 기구부, 최적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선박평

형수 처리시스템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저주파 

PULSE DC 방식, 보호회로 장착, 램프 및 전원회로 안전장

치, 고용량 부품 및 고효율 TR사용으로 내부온도 최소화하

여 전원부를 구성하고, 제어부는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최적제어에 적용 가능한 지능형 제어 알고리즘 개발 및 외

부노이즈 대응능력이 뛰어난 회로로 설계하였다. 또한, 부피 

및 무게 최소화를 이용 기존공간에 효과적으로 배치가 가능

한 기구물 설계를 통해 기존장비대비 무게는 60∼80% , 부

피는 50∼90% 수준으로 공간 활용능력이 우수한 기구부 개

발 및 온도 상승에 따른 대응이 가능한 기구물을 설계, 제작

하였다. 선박평형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은 출력전력 설정, 

전류값 설정, 과열방지, 오동작 방지, 주파수 설정, 동작모드 

설정, 작동설정, 전류기울기 제어 및 램프수명설정이 가능한 

운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임베디드화하여 최적의 선박평형수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1.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Fig.. 1. System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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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일반적인 선박평형수 처리 과정을 나타낸 것으

로 선박평형수 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처리 기술은 크게 물

리적인 처리기술과 화학적인 처리기술로 살균 처리를 하고 

있으나 각 방식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며 효과적인 살균 

공법과 여과 처리 장치가 필요하다.

그림 2. 일반적인 평형수 처리 과정

Fig. 2. General ballast water treatment process

2.2 시스템 설계

본 연구에서는 거름망을 사용하여 1차 여과 후 탱크에 유

입된 평형수를 2차 자외선처리를 통한 살균을 하게 된다. 하

지만 자외선 살균의 경우 자외선램프 [8]의 온도상승으로 인

한 램프의 수명단축, 해수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미생물의 

기형화 현상 등의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퍼지 PID 제

어를 통하여 전원의 출력신호를 제어하여 램프온도 설정온

도로 유지하게 하고 네트워크 기반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선

박 평형수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선박평형수 처리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구성하여 나타내었으며, 온도, 탁도, 광량 센서를 설치

하여 해수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제어부에서 받은 

센서의 신호값을 바탕으로 제어신호를 추출하게 된다. 제어 

방식은 퍼지 PID 제어법을 이용하였으며 제어된 신호는 출

력의 양을 조절하여 자외선 살균 램프의 출력을 조절하게 

된다. 기존의 자외선 살균 시스템의 경우 on/off제어를 이용

하여 출력하며 전력의 효율이나 자외선 살균 램프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해양 미생물의 변이 문제와 램프과열에 의한 

파손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지만 퍼지 PID 제어 기법을 

통하여 출력을 제어함으로써 자외선 살균 램프의 수명과 기

형 변이 문제를 방지 할 수 있다.

그림 3. 시스템 구성도

Fig. 3. System diagram of ballast water treatment

또한 IMO 규정 전의 선박들은 살균용도의 평형수 처리 장

치가 설치되어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기존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엔진룸내의 여유 공간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피를 최소화하고 고효율화된 시스템 설계가 요

구된다. 이를 위하여 알루미늄 케이스로 설계하였으며, 불필

요한 회로를 삭제하고, 전용화 된 제품으로 개발하여 전체 

무게를 감소시켰다. 또한 내부 발열에 따른 온도상승 시 내

부 팬을 사용하여 전면부에서 송풍, 후면부에서 배풍하는 구

조로 설계하였으며, 설계도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 설계된 기구부

Fig. 4. Designed mechanism

또한 PLC 및 서버 PC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최적관리가 

가능한 원격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구현된 최적

관리 프로그램은 출력전력 설정, 전류값 설정, 과열방지, 오

동작 방지, 주파수 설정, 동작모드 설정, 작동설정, 전류기울

기 제어 및 램프수명설정이 가능하며, RS-232, RS-485 통신

방식으로 프로토콜은 MODBUS를 사용하여 한 대의 PC로 제

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2.3 제어 시스템

2.3.1 PID 제어기

PID제어기(비례-미분-적분 제어기)는 실제 응용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형태의 제어기법이다 [9], [10]. 

기본적으로 피드백 제어기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제어하

고자 하는 대상의 출력값(output)을 측정하여 이를 원하고자 

하는 참조값(reference value) 혹은 설정값(setpoint)과 비교하

여 오차(error)를 계산하고, 이 오차값을 이용하여 제어에 필

요한 제어값을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적용이 간편하고 

안정성이 우수하여 공정 제어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

는 방법으로 공조기기나열 시스템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PID제어기에서 적분제어요소는 정상상태응답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미분제어요소는 오차신호의 크기가 커

지기 전에 오차 신호의 변화율에 비례하는 제어 입력 량을 

계산하여 제어하므로 시스템의 안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분제어요소는 정상상태응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시스템의 감쇠효과를 

주기 때문에 시스템 이득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어 그 결과 

정상상태 응답특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다. 일반적 PID 

제어의 방식은 다음 식(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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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작량 는 각 PID 제어 변수  (비례항),  (적

분항),  (미분항)에 비례되며 (오차) 와 ∆(오차 변화

율)에 의해서 조작량이 결정된다.

2.3.2 퍼지 제어기

퍼지 제어는 불분명한 상태, 모호한 상태를 참 혹은 거짓

의 이진 논리에서 벗어나 다치성 논리로 개념으로 표현한 

것으로 근사치나 주관적인 값을 사용하는 규칙들을 생성함

으로써 부정확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규칙 기반 기술이다 [9]. 

본 연구에서의 퍼지 제어기는 자외선 살균 램프의 온도의 

(오차)와 ∆(오차 변화율)에 대한 논리 규칙을 구현 하였으

며 그에 대한 규칙은 다음 표 2, 3과 같으며 구분 멤버는 

NB(Negative Big), NM(Negative Medium), NS(Negative Small), 

ZE(Zero), PS(Positive Small), PM(Positive Big)로 구분된다.


e(t)

NB NM NS ZE PS PM PB

△e(t)

NB PS PS PS PS PS PS PM

NM PS PS PS PS PS PM PB

NS PS PS PS PS PM PB PB
ZE PS PS PS PM PB PB PB

PS PS PS PM PB PB PB PB
PM PS PM PB PB PB PB PB

PB PM PB PB PB PB PB PB

표 5. 퍼지 제어 규칙

Table 2. Fuzzy control  rules


e(t)

NB NM NS ZE PS PM PB

△e(t)

NB ZE ZE ZE ZE ZE PS PM
NM ZE ZE ZE ZE PS PM PB

NS ZE ZE ZE PS PM PB PB
ZE ZE ZE PS PM PB PB PB

PS ZE PS PM PB PB PB PB
PM PS PM PB PB PB PB PB

PB PM PB PB PB PB PB PB

표 6. 퍼지 제어 규칙

Table 3. Fuzzy control  rules

상기의 온도의 오차 폭과 오차변화율이 클 때는 비례이득

과 적분이득을 함께 증가시키고, 오차변화율이 작을 때는 비

례이득과 적분이득을 함께 감소시킨다. 오버슛이 발생한 영

역에는 적분이득을 감소시킴으로써 출력이 빠르게 수렴하여 

자외선 살균 램프의 온도와 온도 변화률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정선을 넘은 해수에 대하여 빠른 피드백을 진행

해 준다. 퍼지 PID 제어기는 기존의 on/off 제어에 비하여 

높은 전력 효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퍼지 추론을 통한 비퍼지화를 진행하여 변수를 추출하여 조

작하기 때문에 적용하여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

외선 살균 램프의 온도의 (오차)와 ∆(오차 변화율)에 대

한 논리 규칙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퍼지멤버쉽 함수의 

구간은 그림 5, 6과 같이 구간을 설정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5. 의 멤버쉽함수

Fig. 5. Membership function for 

그림 6. ∆의 멤버쉽함수

Fig. 6. Membership function for ∆

그림 7. 의 멤버쉽함수

Fig. 7. Membership func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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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의 멤버쉽함수

Fig. 8. Membership function for 

2.3.3 퍼지 PID 제어기

퍼지 PID 제어기의 논리 구조는 그림 9와 같으며 (오차)

와 ∆(오차 변화율)에 대한 퍼지 추론 과정을 수행 비퍼지

화를 통해서 제어 신호 와  를 출력한다[9, 

10].

그림 9. 퍼지 PID 제어기 구조

Fig. 9. Fuzzy PID Controller Structure

식 (2)의 는 입력 값, 는 측정값, 는 기준

온도와 측정된 온도의 오차, ∆는 오차변화율이며 본 

논문에서는 퍼지로직을 이용한 PID 제어기에서는 오차와 오

차변화율에 따라 ,,  , 가 얻어진다. 따라서 실시간

으로 PID 제어기의 제어상수 값을 갱신하며 제어를 수행한

다. 

                   (2)

∆                 (3)

                  (4)

자외선 램프를 이용한 지속적 살균기능을 바탕으로 과출

력으로 인한 램프의 온도 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림 10과 같이 퍼지 PID 제어 기법을 적용하였다. 적용된 

제어 기법은 지속적인 램프의 온도를 확인하여 온도의 오차

와 변화률을 퍼지 추론을 통한 비퍼지화를 진행하며 ,, 

 ,  상수를 만들어 PID 제어를 통하여 적정 출력 제어

를 통해서 제어하였다.

그림 10. 퍼지 PID 제어 순서도

Fig. 10. Flowchart of Fuzzy PID control

Ⅲ. 실험 방법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퍼지 PID제어 기법을 이용한 램프 출력 조

절 시스템을 구현하여 램프의 온도 조절을 통하여 기존 램

프 방식의 자외선 살균 장치의 문제점인 발열 문제를 해결

하고자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스템의 성능평

가를 위한 실험은 일괄 처리 제어의 성능 평가와 램프의 적

정 온도 유지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실험을 위해 선박용 평

형수와 비슷한 구조의 간이 모형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하였

다. 

그림 11. 평형수 환경 구성 및 실험

Fig. 11. Experimental configuration of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본 연구를 통하여 효율적 제어가 가능한 제어부 및 출력 

조절이 가능한 전원부를 개발하였으며 지속적인 평형수 관

리 탱크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해수의 상태 점검이 가능하다. 

선박용 평형수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또한 적정 출력

을 통하여 램프 과열 방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안정적인 

동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네트워크 기반의 일괄제어 시스템

은 선박의 크기에 관계없이 여러 대의 평형수 관리 탱크의 

정보는 하나의 네트워크 서버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그림 12

와 같이 완성된 제어기를 이용하여 일괄제어 실험을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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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원부 (b) 제어부

(c) 평형수 처리 장치 내부 구성도

며 전체 모듈에서의 각각 해수의 온도와 광량, 탁도 등의 모

니터링을  통하여 지속적인 평형수 관리가 가능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 평형수 처리 장치 모니터링 및 제어기

Fig. 12.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a) power supply 

(b) control part (c) internal configuration

그림 13. 제어 실험

Fig. 13. Control experiment

온도 특성 실험을 위해서 해수 온도 모니터링 및 제어 실

험을 진행하였으며 초기 해수의 온도는 약 19℃의 해수를 

사용하였으며 자외선 살균 램프로 인한 온도 상승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어 특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14와 같은 실

험 결과를 통해 제어하기 전의 온도 상승과 제어를 이용하

여 온도 조절인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초기 단계에서

는 급격한 온도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적정 온도에 

도달시 제어특성으로 인한 온도의 하강이 이루어진다. 안정

기 이후에는 적정온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온도의 유지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4. 온도 모니터링 및 제어 실험결과

Fig. 14. Temperature monitoring and experimental result

IV. 결 론

국내외적으로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양한 방식의 평형수 관리 시스템이 연구 개발 중이다. 이

에 본 논문에서는 퍼지 PID 제어 기법을 이용한 선박평형수 

처리 시스템 설계 및 제작하였다. 기존의 자외선 살균 램프

를 이용한 평형수 살균 장치의 경우 램프의 발열로 인하여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고 해수내의 미생물은 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형변이가 발생하게 되며 평형수의 방출시 기형화 및 

잔존 미생물의 경우 타 지역의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램프의 출력을 제어하여 해수의 온도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퍼지 PID제어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퍼지 

추론을 이용하여 PID변수를 결정하고 지속적인 온도 모니터

링을 통하여 램프의 출력을 제어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초

기 단계에서 빠른 속도의 온도 상승이 이루어지며 안정기에 

접어든 후 일정 온도를 유지하며 램프 과열을 방지할 수 있

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자외선 살균 램프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2차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개발 구현하였으며 실험을 통하여 적정제어가 가능하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필드 테스트를 통하여 살균력과 

장거리 운행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적용의 용이함을 분석하

기 위한 추가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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