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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튜브 열교환기 시스템의 PID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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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many industrial processes and operations, such as power plants, petrochemical industries and ships, shell and tube 
heat exchangers are widely used and probably applicable for a wide range of operating temperatures. The main purpose of a 
heat exchanger is to transfer heat between two or more medium with temperature differences. Heat exchangers are highly 
nonlinear, time-varying and show time lag behavior during operation. The temperature control of such processes has been 
challenging for control engineers and a variety of forms of PID controllers have been proposed to guarantee better performance. 
In this paper, a scheme to control the outlet temperature of a shell and tube heat exchanger system that combines the PID 
controller with feedforward control and anti-windup techniques is presented. A genetic algorithm is used to tune the parameters 
of the PID controller with anti-windup and the feedforward controller by minimizing the IAE (Integral of Absolute Error). 
Simulation works are performed to stud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when applied to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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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발전소, 석유화학공장, 선박 등 산업공정 전 분야에 걸쳐

열교환기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열교환기란 고체의

전열벽을 사이에 두고 흐르는 저 ‧ 고온 유체들 간에 열을

교환해주는 장치이며, 산업현장에는 셀-튜브형(shell-tube 
type), 판형(plate type), 핀-튜브(pin-tube type)형 등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셀-튜브형이 가장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8].
열교환기는 비선형성과 시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정확한

모델을 얻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대형의 경우에는 열전달

시간이 많이 걸려 안정된 성능이 보장되는 온도 제어가 어

려워 이를 개선하고자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1-7]. 
특히 셀-튜브형 열교환기와 관련된 연구로서는 Vin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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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3]은 이산형 모델예측제어(model predictive control) 알고

리즘을 제안하였고, Pandey 등[4]은 PI형의 퍼지 제어기를, 
Sivakumar 등[5]은 뉴로퍼지 제어와 PID 제어기법을 결합하

는 방법을, Padhee 등[6]은 내부모델에 기초한 PID 제어기

를 사용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한편 Ahmad 등[7]은 하이브

리드 기준모델 적응 퍼지관리 제어기를 제안하였다. 
이들은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모

두 비선형 포화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적분기 와인드업

(integrator windup)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또 비선형

포화를 다루는 기존의 방법들이 선형구간(포화를 고려하지

않은 제어대상)에서 제어기를 동조한 다음 적분기 와인드

업을 보상하는 부가적인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성능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한 열교환기는 대형일수록 열전달

시간이 길어져 제어가 어렵고 또 외란변화가 심한 환경에

서 운전될 때 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성능 저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티와인드업(anti-windup)과 피드

포워드제어(feedforward control) 기법을 결합한 열교환기 온

도제어용 PID 제어기를 설계하는 문제를 다룬다. 포화로

인해 발생되는 적분기 와인드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안

티와인드업 피드백 루프가 구성되며, 외란이 출력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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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어대상의블록선도.
Fig. 3. Block diagram of the controlled object.

그림 1. 셀-튜브형열교환기.
Fig. 1. Shell and tube type heat exch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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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열교환기온도제어시스템.
Fig. 2. Temperature control system of a heat exchanger.

주기 전에 이를 계측하여 제어입력에 반영하는 피드포워드

제어를 적용한다. 설계된 PID 제어기와 피드포워드 제어기

의 파라미터는 전체 제어시스템의 설정치 추종 성능과 외

란 억제 성능이 개선되도록 유전알고리즘(GA)에 의해 동조

된다.
제안하는 방법은 모의실험을 통해 기존의 방법과 비교

하여 그 유효성을 확인한다.

II. 열교환기의 모델링

1. 열교환기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열교환기의 약 60%는 셀-
튜브형(Shell and tube type)이고, 이 형은 크게 동체(Shell), 
경판튜브(Channel tube), 튜브시트(Tube sheet)로 구성되며 구

조가 간단해서 유지 보수가 간편하고 또 넓은 온도 범위에

서 운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8]. 다음 그림은 셀-튜브형 열

교환기의 한 예를 보여준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셀-튜브형 열교환기의

온도제어시스템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전체 제어시스템은

크게 열교환기, 제어기, 전류/공기압(I/P) 변환기, 3-Way 밸
브로 이루어지고, 입력은 I/P 변환기의 입력신호로, 출력은

셀측 출구 온도로 하였다. Ft, Ttin과 Tt는 각각 튜브측의 입

구 유량과 온도, 출구 온도를, Fs, Tsin과 Ts는 각각 셀측의

입구 유량과 온도, 출구 온도를 의미한다.
열전대에서 측정된 유체의 입구/출구 온도는 4-20 mA의

신호로 변환된 후 제어기로 입력되고, 제어기는 이를 설정

치와 비교하여 제어신호를 만들게 된다. 제어신호는 I/P 
변환기를 거치면서 5~6psi의 공기압으로 변환되어 3-Way 

밸브의 다이어프람을 밀게 되어 열교환기측으로 들어가는

유량과 바이패스되는 유량을 조절하여 궁극적으로 온도를

제어하게 된다. 
2. 제어대상의 모델

3-Way 밸브로 유량을 조절하여 셀측 출구온도를 조절할

때 이 밸브의 동작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

므로 제어기와 I/P 변환기 사이에는 가상의 포화기가 존재

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다음 비선형식으로 표시된다.

 











    

   ≤  ≤ 

    

(1)

여기서 u는 제어기의 출력이고, umin와 umax는 각각 u가 포화

기의 한계치를 벗어날 때 제한되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의미

한다. 
제어기로부터 전기신호를 받아 공기압으로 변환해주는

I/P 변환기와 이 공기압을 받아 셀측 유량을 조절해주는

3-Way 밸브는 다음과 같이 근사 1차 시스템으로 쓸 수 있다.

  


 (2)

여기서 Usat(s)와 Ua(s)는 각각 포화기와 3-Way 밸브의 출력

이며, Ka와 Ta는 각각 I/P 변환기가 결합된 3-Way 밸브의

이득과 시정수를 의미한다.
한편 저 ‧ 고온 유체 간에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열교환기는 

비선형성과 시변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분포정수계이어서

정확한 모델을 얻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열교환기 내의 유체 온도는 공간적으로

균일하며, 입출력 유량은 같고, 파라미터들은 일정하고 또

온도와는 무관하며, 단열이 잘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집중

정수(Lumped-parameter)계로 모델링한다. 물질과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다음 근사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9]. 

  


  s (3)

여기서 Tsin(s)과 Y(s)(=Ts)는 각각 셀측 유체의 입구 및 출구

온도이며, Kx, Tx와 L는 각각 열교환기의 이득, 시정수, 시간

지연이고, Kt는 외란 모델의 이득이다. 특히 우측의 음의

부호는 3-Way 밸브가 Air-to-Close (Normal open)형이기 때

문이고, 이로 인해 제어기의 출력이 커지면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
위의 방정식들을 결합한 제어대상을 블록선도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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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안티와인드업을갖는PID 제어기.
Fig. 4. PID controller with anti-windup.

III. 안티와이드업을 갖는 PID 제어기

1. PID 제어기

PID 제어기는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안정성이 높고 또 안

티와인드업, 수동/자동 무충돌 전환(bumpless transfer) 등의

부가기능과의 결합이 용이하기 때문에 아직도 생산현장에

는 PID 제어기가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도

이를 이용한다[10]. 
제어기는 조작변수(MV)의 동작 방향에 따라 역동작

(reverse-acting) 제어기와 순동작(forward-acting) 제어기로 구

분된다. 역동작 제어기는 제어변수 또는 프로세스 출력(PV)
이 설정치(SV)보다 커지면 MV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동작

하게 된다. 반대로 순동작 제어기는 PV가 SV보다 커질 때

같이 MV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동작하게 된다. 다시 말

하면 시스템의 출구온도가 올라가면 제어동작이 커지고

제어밸브를 열어 온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어떤 형의 제어기를 채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제어대상

에 달렸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열교환기와 같이 음의 이

득을 가질 경우에는 순동작의 제어기가 요구된다. 순동작

PID 제어기를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비례이득의 부호를 음

으로 하거나 아니면 오차 계산 시 e= SV–PV 대신에 e= PV
–SV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후자를 채용

한다. 
열교환기의 셀측 출구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PID 제어기

는 현장에서 주로 채용하는 식 (4)와 같이 표현된 수정된

PID 제어방법을 사용한다. 

   


 

 (4) 

여기서  , , 는 각각 비례이득, 적분이득, 미분이득을 

의미한다. 또한    는 필터 시정수이며,   

는 미분시간을, N은 최대미분이득(Maximum derivative gain)
으로서 5~20 사이에서 경험적으로 정해지는 값이다[10]. 이
형은 표준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분폭주(Derivative kick)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많은 산업용 프로세스와 같이 제안하는 열교환기 온도

제어시스템도 예열(Warming up)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동

모드로 계획된 온도 부근까지 올린 다음 자동모드로 절환

해서 정상운전하게 되며 조작변수, 즉 포화기 입력은 다음

과 같이 쓸 수 있다.

    (5)

여기서 u0는 수동제어로 도입된 바이어스 값, uPID는 PID 
제어기의 출력이다.
2. 적분기 안티와인드업

앞서 언급하였듯이 3-Way 밸브의 동작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존재하는 관계로 설정치나 외란 등이 갑작스레

크게 변하면 포화가 일어나게 된다. 포화로 인해 제어기의

출력이 포화기의 한계치에 도달되면 출력은 변하지 않고

적분기에는 오차가 계속 누적되는 적분기 와인드업 현상이

일어난다. 이 때문에 포화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제어법

칙을 포화가 존재하는 시스템에 적용하면 시스템 성능이

심하게 왜곡될(일반적으로 오버슈트가 커지고 정정시간이

길어짐)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불안정하게 될 수도

있다.
적분기 와인드업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추종 안티와인드업(Tracking 
anti-windup)법[10]이 가장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이용한다. 추종 안티와인드업을 갖는 PID 
제어기의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포화가 일어나면 내부적으로 포화기의 출력과 제어기

출력 간의 차에 의한 피드백 루프가 형성된다. 적분기의

재설정(reset) 속도는 시정수 Tt 에 의해 좌우되며, Tt 가 너

무 크면 오버슈트가 커지고, 너무 작으면 응답이 느려진다. 
Tt 값은 대개 경험적으로 정해지며 Bohn과 Atherton [11]은
Tt = Ti를 제안하고 있으며,    는 적분시간을 의

미한다.

IV. 외란 억제를 위한 피드포워드 제어

일반적으로 열교환기는 대형일수록 열전달 시간이 길어

져 제어가 어렵고 또 외란변화가 심한 환경에서 운전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성능저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입구측의 
유체온도 Tsin 는 열전대를 사용하면 쉽게 측정될 수 있고, 
이 정보를 이용하면 외란에 기인한 오차를 보상하여 성능을 
더욱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외란이 출력에 영향을 끼치기

전에 이를 계측하여 제어입력에 반영하는 피드포워드 제어

를 사용한다.
액츄에이터와 열교환기를 결합한 제어대상의 전달함수

Gp(s), 외란의 전달함수 Gd(s)를 각각

   

 

(6a)

  

 (6b)

라 하면 피드포워드 제어기의 전달함수 Cff(s)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7)

특히 Gp(s)에는 시간지연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또 Cff(s)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큰 다항식이어서 실현이 어려우므

로 시간지연 요소를 무시하고 분모에 (1+s)n
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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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모의실험용열교환기의데이터.
Table 1. Heat exchanger data for simulation.

파라미터명 파라미터 값

액추에이터 이득 Ka 0.021
액추에이터 시정수 Ta 3
열교환기 이득 Kx 50
열교환기 시정수 Tx 30
열교환기 시간지연 L 1

외란 이득 Kt 0.286
센서 이득 Ks 0.160

C(s)
+

-ys y

1/Tt +
-

usatu
Gp(s)

Gd(s)

Cff(s)

u0

Tsin

+ + ++ + +

Ks

Ks

그림 5. 피드포워드 제어와 안티와인드업 루프를갖는 PID 제
어시스템.

Fig. 5. Overall PID control system with feedforward control and 
anti-windup loop.

 



 

 
(8)

여기서 ( 0)는 필터 시정수, n (≥ 1)은 필터 차수를 의

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n = 1을 사용한다.
그림 5는 피드백 제어기, 피드포워드 제어와 안티와인드

업 루프가 결합된 전체 제어시스템을 보여준다.

V. PID 제어기의 동조

제어기 동조는 전체 제어시스템이 원하는 성능을 갖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것을 말하며, 식 (4)
와 같은 1자유도 PID 제어기는 제어 환경에 따라 설정치

추종성능 또는 외란 억제성능이 최적화되도록 동조된다. 지
금까지 잘 알려진 동조법으로는 Z-N 동조법, Cohen-Coon 
동조법, IMC 동조법 등이 있으며, 이들은 산업현장에서 접

하는 비선형 포화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포화기 문제를

다룰 경우에는 선형구간에서(포화기를 고려하지 않음) 제어

기를 동조한 후 부가적으로 안티와인드업 루프를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제어시스템의 관점에서 최적화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안티와인드업 피드백

루프가 구성되어 있는 그림 5의 제어시스템에서 설정치 추

종 성능과 외란 억제 성능이 동시에 개선되도록 PID 제어

기와 피드포워드 제어기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먼저 설정치 추종 성능이 개선되도록 의

{Kp, Ki, Kd, N}을 동조한 다음 이 결과를 이용해서 외란 억제 
성능이 개선되도록 의 를 동조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제안한다. 

∙ 단계 1: 설정치 추종 성능이 개선되도록 의 {Kp, 
Ki, Kd, N}을 동조한다.

∙ 단계 2: 앞서 구한 



 를 사용해 외란 억제 

성능이 개선되도록 의 를 동조한다.

설정치 추종 성능을 개선할 경우에는 외란을 고정하고

설정치를 계단상으로 변경하는 동안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동조하고, 외란 억제 성능을 개선할 경우에는 설정치를 고

정하고 외란을 계단상으로 변경하는 동안 동조하게 된다. 
비선형 다변수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 성능의 좋고 나쁨

을 계량할 수 있는 평가함수로 절대오차적분(IAE)을 사용

하였다.

 




   (9)

여기서  는   ∈   또는 ∈  이고, e(t)

는 설정치와 출력 간의 오차이며, 적분시각 tf 는 이후의 적

분값이 무시될 수 있도록 충분히 큰 값이다. 
최적화 도구로는 실수코딩 유전알고리즘[12,13]을 사용하

였다. 이때 집단의 크기 N = 40, 동적 돌연변이의 매개변수

로는 Pm = 0.05, b = 5를 사용하였고, 는 식 (9)의 성능지수

가 최소가 되도록 구해진다. 

VI. 모의실험 및 검토

앞에서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모의

실험을 실시하고 표준형 PID 제어기 기반의 세 동조법

[1,2,10,14], 즉 Z-N (Ziegler-Nichols)법, T-L (Tyreus-Luyben)
법, Cvejn법과 비교하였다. 제어기 동조는 동작점이 80[oC]인 
것으로 간주해 이 부근에서 수행되었다. Z-N법과 T-L법은

릴레이 피드백제어 회로를 구성하고 한계이득과 한계주기

를 구한 후, Cvejn법은 제어대상을 FOPTD (First-Order Plus 
Time Delay), 즉 Y(s)/U(s)=    로 근

사화하고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이 등[15]이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비교의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다른 세 방법도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안티와인드업 기법을 적용하였다.
1. 모의실험용 데이터와 제어기 파라미터

모의실험에 사용된 열교환기의 데이터[6]는 표 1과 같고, 
샘플링 시간 h는 0.01[sec], 포화기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

각 umin = -100, umax = 0으로 하였다.
주어진 시스템으로부터 한계이득과 한계주기를 구한 결과 

각각 Ku = 42.441과 Tu = 11.350[sec]이고, 설정치 ys = 80[oC] 
부근에서 FOPTD의 파라미터를 추정한 결과 K = -1.050, τ
= 30.527, L = 3.42를 얻었다. 이때 파라미터들은 구간 –30
≤K< 0, 0 <τ≤ 50, 0 < L≤ 10에서 탐색되었다. 

한편 제안된 방법으로 PID 제어기와 피드포워드 제어기

를 동조하기 위해 파라미터들은 구간 0 Kp, Ki, Kd,  ≤

60, 5≤ N≤20에서 탐색되었고, 얻어지는 파라미터들의 정밀

도는 초기집단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독립된 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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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PID 제어기와피드포워드제어기의동조된파라미터.
Table 2. Tuned parameters of the PID and feedforward controllers.

방법
PID 제어기

피드포워드

제어기

Kp Ki Kd N 

Proposed 53.329 1.696 57.884 15.684 0.146
Z-N 24.965 4.399 35.420 -
T-L 19.099 0.765 32.515 -

Cvejn(tracking) 6.614 0.209 7.267 -
Cvejn(disturbance) 7.166 0.688 7.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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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ys 가75[oC]에서 80[oC]로증가될때설정치추종응답.
Fig. 6. Set-point tracking responses when ys is step-wisely 

increased from 75[oC] to 80[oC].

표 3. ys를 75[oC]에서 80[oC]로증가시킬때설정치추종성

능의비교.
Table 3. Comparison of set-point tracking performances when ys is 

increased from 75[oC] to 80[oC].

방법
설정치 추종 성능

Mp tr ts IAE
Proposed 12.113 5.438 19.036 30.125

Z-N 59.195 6.256 103.454 100.571
T-L 6.314 14.076 67.389 61.950

Cvejn 0 53.916 99.909 14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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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sin 를 계단상으로 10[oC] 변경시켰을 때의 외란 억제

응답.
Fig. 7. Disturbance rejection responses when Tsin is step-wisely 

changed to 10[oC] while y = 80[oC].

(Seed)로 생성된 초기집단으로 20회 모의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균하였다. 각 방법의 동조 결과는 표 2에 나타

내었다. 
2. 성능 비교

현장의 열교환기 시스템은 대부분 두 가지 모드, 즉 수동

모드와 자동모드로 운전된다. 시스템의 기동, 정지, 비상 또

는 필요시에는 수동모드로 운전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는 자동모드로 운전된다. 
2.1 설정치 추종 성능

수동모드 운전시 열교환기의 출구온도를 증감하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 설정치 추종 응답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6은 Tsin이 110[oC]이고 또 열교환기의 출력이 75[oC]에 유지

될 때 설정치를 계단상으로 80[oC]로 변경하면서 출력 y와
포화기 출력 usat를 그린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모든 응답들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설정치에 도달하지만, Z-N법은 큰 오버슈트를 보이며 과도

하게 진동하고, Cvejn법은 타 방법에 비해 속응성이 느리

고, T-L법은 앞의 두 방법 보다는 낫지만 제안한 방법보다

좋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은 각 방법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오버

슈트(Mp), 도달시간(tr), 2% 정정시간(ts), IAE를 계산한 결과

이다. 이때 tr = t90— t10이고, t10과 t90은 각각 출력이 설정치

의 10%와 90%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IAE=






 를 의미한다. 표에서 보면 제안한 방법의 응답

은 Mp가 약 12% 이지만 이는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치

이고, 약 19[sec] 후 설정치에 도달하며, 세 방법보다 IAE도
작을 뿐만 아니라 ts도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 외란 억제 성능

본 논문에서 다루는 열교환기는 자동모드 운전 시 설정

치 ys는 80[oC]에 고정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때 제어기는

외란으로 교란된 출력이 빨리 설정치로 회복되도록 조절

하게 된다. 열교환기에서는 셀측 입구 온도 Tsin의 변화가

다른 신호에 비해 클 가능이 많아 외란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열교환기 제어시스템의 출력이 80[oC]에 유지되고 

있을 때 Tsin을 110[oC]에서 계단상으로 120[oC] 변경하는

모의실험을 행하였다. 피드포워드 제어를 하지 않을 경우

에도 제안한 방법의 우수성을 확인하도록 응답을 구해 그린 
것이 그림 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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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파라미터Kx 의변동에대한응답비교.
Fig. 9. Response comparison to change of parameter 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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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파라미터Tx 의변동에대한응답비교.
Fig. 10. Response comparison to change of parameter Tx.

피드포워드 제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안한 방법의

응답이 세 방법보다 전반적으로 낫고, Cvejn법은 피크치가

크고, Z-N법은 피크치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진동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제안한 방법에서 피드포워드 제어를 사용함으로

써 외란 억제 성능이 더욱 개선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앞의 경우와 같은 모의실험 환경에서 응답실험을 실시하고

피드포워드 제어가 없을 때와 비교하였다. 그림 8에서 보면

피크치도 작아졌고 또 회복시간도 짧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방법의 외란 억제 성능을 정량적으로 계량하기 위하여 

응답의 피크치(Perturbance peak) Mpeak 와 외란의 영향이 소멸

되는데 걸리는 회복시간(Recovery time) trcy 와 IAE를 구한

것이 표 4이다. 이때 Mpeak는 |ymax— ys| 또는 |ymin— ys|를 의미

하고, trcy 는 y가 ys의 2% 이내로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표에서 보면 제안한 방법이 Mpeak, trcy, IAE가 작아 
전반적으로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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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피드포워드제어가없을때와있을때의외란억제응답.
Fig. 8. Disturbance rejection responses without or with 

feedforward control.

표 4. Tsin 을계단상으로+10[oC] 변경시켰을때의외란억제

성능의비교.
Table 4. Comparison of disturbance rejection performances when 

Tsin is step-wisely changed to +10[oC].

방법
외란 억제 성능

비고Mpeak trcy IAE

Proposed 0.106
(0.347)

57.403
(117.659)

0.848
(10.024)

( ): No 
feedforward

Z-N 0.449 96.204 10.381
T-L 0.590 100.640 22.252

Cvejn 0.890 145.953 35.432

2.3 파라미터 변동

엄밀히 말하면 열교환기 시스템은 시변 시스템으로서

운전 중 파라미터 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안한

방법의 파라미터 변동에 대한 강인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제어시스템이 표 1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75[oC]에 도달해 있을 때 설정치를 80[oC]로 변경할 때 Kx도

50에서 45로 변경하며 응답을 그린 것이 그림 9이다.
제안된 방법은 두 방법에 비해 파라미터 변동에 덜 민감

한데 비해, Z-N법은 응답이 진동하고, T-L법과 Cvejn법은

전반적으로 속응성이 느려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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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정규잡음N(0,0.0152)이유입될때의설정치추종응답.
Fig. 11. Set-point tracking responses when noise N(0,0.052) exist.

그림 10은 앞과 동일한 실험환경에서 Kx 대신 Tx를 30
에서 20으로 변경하며 응답을 그린 것이다. 이 경우에도

제안한 방법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2.4 잡음에 대한 영향

실제 제어 환경에서는 신호계측 시 항상 센서로부터

잡음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어기 설계 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안한 방법의 잡음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11은 센서에 정규잡음 N(0,0.052)이 유입

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출력이 80[oC]에 있을 때 ys를 75[oC]
로 계단상으로 변경하면서 응답을 구해 그린 것이다. 

Z-N법과 T-L법은 미분폭주 현상으로 응답들이 왜곡되고, 
Cvejn법은 Kp 값이 상대적으로 작아 미분폭주 현상은 일어

나지 않지만 응답이 느리고, 제안한 방법은 만족스러운

성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Z-N법과 제안한 방법

의 usat를 그린 그림에서 보면 Z-N법은 -100과 0사이에서

심하게 변동되는 것을 알 수 있고(T-L법도 유사), 본 방법

의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동하고 있다.

V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GA에 기초하여 열교환기의 온도를 제어

하기 위한 PID 제어기와 피드포워드 제어기를 최적 동조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포화기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적분

기 와인드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적분기 안티와인드업과

외란 억제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피드포워드 제어를 사용

하였고, 실수코딩 GA를 기반으로 전제 제어시스템의 설정치 
추종 성능과 외란 억제 성능이 동시에 개선되도록 PID 
제어기와 피드포워드 제어기를 최적 동조하였다. 제안된

방법으로 열교환기의 온도제어에 적용한 결과 제어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후 시변시스템에 대한

지능기법의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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