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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퍼지 직렬형 제어기 설계: Type-2  퍼지 제어기 

 공정경쟁기반 유 자알고리즘을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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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sign of Optimized Fuzzy Cascade Controller: Focused on Type-2  Fuzzy 

Controller and HFC-based Genetic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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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k-Dong Kim․Han-Jong Jang․Sung-Kwun Oh)

Abstract - In this study, we introduce the design methodology of an optimized type-2 fuzzy cascade controller with the 

aid of hierarchical fair competition-based genetic algorithm(HFCGA) for ball & beam system. The ball & beam system 

consists of servo motor, beam and ball, and remains mutually connected in line in itself. The ball & beam system 

determines the position of ball through the control of a servo motor. Consequently the displacement change of the 

position of the moving ball and its ensuing change of the angle of the beam results in the change of the position angle 

of a servo motor. The type-2 fuzzy cascade controller scheme consists of the outer controller and the inner controller as 

two cascaded fuzzy controllers. In type-2 fuzzy logic controller(FLC) as the expanded type of type-1 fuzzy logic 

controller(FLC), we can effectively improve the control characteristic by using the footprint of uncertainty(FOU) of 

membership function. The control parameters(scaling factors) of each fuzzy controller using HFCGA which is a kind of 

parallel genetic algorithms(PGAs). HFCGA helps alleviate the premature convergence being generated in conventional 

genetic algorithms(GAs). We estimated controller characteristic parameters of optimized type-2 fuzzy cascade controller 

applied ball & beam system such as maximum overshoot, delay time, rise time, settling time and steady-state error. For 

a detailed comparative analysis from the viewpoint of the performance results and the design methodology, the proposed 

method for the ball & beam system which is realized by the fuzzy cascade controller based on HFCGA, is presented in 

comparison with the conventional PD cascade controller based on serial genetic algorithms.  

Key Words : Fuzzy cascade controller, PD cascade controller, Particle Swarm Optimization, Ball & Beam System

* 정 회 원 : 수원  공  기공학과 석사과정

** 정 회 원 : 수원  공  기공학과 석사

† 교신 자, 시니어회원 : 수원  공  기공학과 교수․공박

E-mail : ohsk@suwon.ac.kr

수일자 : 2009년 10월 9일

  최종완료 : 2010년 3월 19일

1 . 서  론

사회는 격한 기술발 으로 인해 산업분야에서 사용

되는 다수의 시스템은 고차원에서 발생하는  비선형과 그

로인한 불확실성의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산업분야

의 제어이론을 용한 제어기 설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

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비선형 시스템에 한 제어기 설

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해서 다양한 이론연구  구조설

계가 개발되어졌다. 그  과거 10년 부터 비선형 시스템

에 용하기 한 퍼지 논리 제어기(Fuzzy Logic 

Controller: FLC)는 격하게 성장하 으며 많은 분야에 성

공 으로 용되었다[1,2]                      

그러나 기존의 type-1 퍼지논리 제어기는 언어  표 의 

불확실성에 하여 표 하기 다소 어려운 을 지니고 있

다. 따라서 시스템의 모든 특성들을 표 하기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어 불가피하게 실제 시스템에 용하면 성능이 

하된다[3].  

Type-1 퍼지논리 제어기(FLC)를 개선하여 언어  불확

실성을 좀 더 정확하게 다루기 해 Type-2 퍼지논리 제어

기(Fuzzy Logic System; FLS)가 1975년 Zadeh에 의해 제

안되었다[4]. Type-2 퍼지논리 제어기는 시계열 측, 의사

결정, 언어 모델링과 음성 인식 등의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며 퍼지 제어 분야에서는 모바일 로  제어, 

사운드 스피커의 품질 제어  ATM 네트워크안의 연결 승

인 제어 등에 용되어 지고 있다[5-7]. 본 논문에서는 다양

한 분야에서 성공 인 사례를 띤 Type-2 퍼지논리 제어기

(FLC)를 용하여 외란에 하여 견실한 성능을 가진 제어

기를 설계한다.

복잡한 시스템을 표 하기 한 Type-1/Type-2 퍼지 제

어기 설계의 어려움은 언어  제어규칙(Rule), 환산계수

(Scaling Factor; SF)와 멤버쉽 함수와 같은 최  제어 라

미터를 유도하는 것이다. 최 의 제어 라미터는 퍼지 제

어기의 성능을 크게 좌우한다[8]. 

유 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s : GA)은 탐색 공간

이 크거나, 라미터 수가 많은 경우 세 가 증가하여도 더 

좋은 최  해를 찾지 못하고 지역해에 빠지는 조기 수렴 문

제를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 수렴을 억제하고 역해

를 찾기 한 해결 방안으로써 병렬 유 자 알고리즘

(Parallel Genetic Algorithm : PGA)[19]이 개발되었다. 특히 

병렬 유 자 알고리즘의 한 구조인 계층  공정 경쟁 기반 

유 자 알고리즘(Hierarchical Fair Competition-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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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tic Algorithms : HFCGAs)은 집단의 계층화를 통하여 

동등 수 의 개체들 간에 경쟁을 통하여 기 생성된 열등

한 개체의 도태를 방지함으로써 탐색능력을 향상시킨 알고

리즘으로써  큰 탐색 공간을 갖는 문제에 효과 이다[9].

본 논문에서는 Type-2 퍼지 cascade 제어기의 라미터

를 계층  공정 경쟁 유 자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최 화한

다. 시뮬 이션과 실제 볼빔 시스템에 용하여 제어기의 

성능을 나타내고 type-1 퍼지 cascade 제어기와 비교하여 

type-2 퍼지 cascade 제어기의 우수성을 보인다. 한 직렬 

유 자 알고리즘(SGA)과 계층  공정 경쟁 병렬 유 자 알

고리즘(HFCGA)을 비교하고 실제 용 가능성에 하여 언

한다.

2 . I nterval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구조

  본 장에서는 Type-2 퍼지 제어기의 한 특별한 경우인 

Interval Type-2 퍼지 제어기를 소개한다. Type-2 퍼지 제

어기는 기존의 Type-1 퍼지 제어기와 비교할 때 불특정 외

란을 포함한 시스템에 해서 견실한 특성을 지닌다. 

2 .1  I nterval Type-2  퍼지 논 리 시스템

Type-2 퍼지 논리 시스템은 기존의 Type-1 퍼지 논리 

시스템의 확장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1은 일반 인 

Type-2 퍼지 논리 시스템을 나타낸다. 기존의 Type-1 퍼지 

논리 시스템과 Type-2 퍼지 논리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

은 Type-1 퍼지논리 시스템의 비퍼지화 블록이 Type-2 퍼

지논리 시스템에서는 출력 로세싱 블록으로 확장된 이

다. 여기서, 출력 로세싱 블록은 Type-reduction과 비퍼지

화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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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ype-2 퍼지 논리 시스템

Fig. 1  Type-2 fuzzy logic system : a general architecture

기존의 Type-1 퍼지 논리 시스템의 확장된 개념인 

Type-2 퍼지 논리 시스템은 언어  불확실성에 한 표

을 다루기 하여 멤버쉽 함수에 그림 2와 같이 Footprint 

Of Uncertainty(FOU)의 개념을 도입한다. 즉 어떠한 언어가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는 상황

을 연산하기 하여 도입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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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c), (d) Interval 퍼지 집합

그림 2  Interval Type-2 퍼지 집합

Fig. 2 FOU for the type-2 fuzzy triangular membership 

function

그림 2(a)는 삼각형 멤버쉽 함수의 불확정한 편차를 주어 

FOU의 크기를 설정한 것이고, 그림 2(b)는 불확정한 평균값

을 주어 을 이동시키는 형식으로 멤버쉽 함수를 설정하

다. 그림 2(c), (d)에서 나타나듯이 Interval Type-2 퍼지 

논리 시스템이 Generalized Type-2 퍼지 논리 시스템과의 

차이 은 모든 secondary 멤버쉽 함수의 값이 1로 단일화시

킨 이다. 

2 .2  I nterval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기

Interval Type-2 퍼지 제어기와 Type-1 퍼지 제어기의 

차이 은 멤버쉽 함수의 FOU의 유무와 그에 따른 연산 퍼

지 집합의 Type에 따라 Type-reduction의 필요 유무이다. 

기존의 Type-1 퍼지 제어기의 추론과정에서 멤버쉽 함수에

서 연산된 퍼지 집합은 Type-1형태로 출력이 되어 비퍼지

화를 수행하여 크리스  값으로 나타내지만 Interval 

Type-2 퍼지 제어기의 추론과정에서는 멤버쉽 함수에 FOU

가 포함되어 Type-2 퍼지 집합의 형태로 출력이 되어 

Type-reduction을 거쳐 Type-1형태로 출력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Interval TSK Type-2 퍼지 제어기의 규칙은 식 (1)와 같

이 설정한다. 

R i:E is A i
1̃ and  ΔE is A

i
2̃ then U

i=C i0       (1)

여기서, A i
1̃, A i

2̃
는 Type-2 퍼지 집합이며, 제어기 수행

의 상수 구간은 C i0= [c i0- s
i
0, c

i
0+ s

i
0]  이다.

그림 3은 입력 오차와 오차의 변화분에 따른 Type-2 멤

버쉽 함수의 형태이다. 그림 4는 출력에 따른 제어기 수행 

구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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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입력 오차와 오차변화분에 한 멤버쉽 함수

Fig. 3  Membership function of the premise input variables

NB NM NS ZO PS PM PB
1

0 Uc0

s0
yl yr

그림 4  출력에 한 상수 구간

Fig. 4  Membership function of the consequent input variables

Type-2 퍼지 제어기의 멤버쉽 함수는 Type-1 퍼지 제어기

와 유사하게 7개의 멤버쉽 함수로 구성되지만 그림 3에서 나타

내듯이 삼각형 멤버쉽 함수에 FOU 개념을 포함하여 Interval 

Type-2 퍼지 멤버쉽 함수로 표 된다. Type-reduction의 필요

성은 Type-2 퍼지 추론과정에서 연산된 Type-2 퍼지 집합

을 Type-1 퍼지 집합으로 여주는 역할로서 그림 1에서 표

한 2가지 연산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KM Iterative 

method를 사용하여 제어기의 출력을 구하게 된다[10-12]. 

본 논문에서는 퍼지 제어기 두개를 결합한 직렬 형태인 변

화에 쉽게 응하고 보상하기 하여 견실한 제어기로서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기가 제안된다. 그림 5는 Interval 

Type-2 퍼지 cascade 제어기의 구조를 나타낸다. 

Process
P2

Process
P1

Type-2
FLC

+

-

+
-Ref

Inner loop
Outer loop

Type-2
FLC

그림 5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기 구조

Fig. 5  Type-2 fuzzy cascade controller architecture

3 . 계층  공정 경쟁 유 자 알고리즘에  의한  제어 

라미터 최 화  

직렬 유 자 알고리즘(Serial Genetic Algorithms ; 

SGAs)은 모든 개체들이 최 의 해가 아닌 일정지역의 부분 

최 해 안으로 수렴하게 되는 조기 수렴 문제를 내포한다. 

이러한 상은 높은 차수 문제(high-dimensionality 

problems)와 다 성을 가진 문제(multi-modal problems)에 

있어서 더욱 많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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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Migration?

Group A
Simple Genetic

Algorithm

Group B
Simple Genetic

Algorithm

Group Z
Simple Genetic

Algorithm

END

Migration

YES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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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병렬 유 자 알고리즘 순서도

Fig. 6 The flowcharts of parallel genetic algorithms

직렬 유 자 알고리즘(SGAs)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하

여 병렬 유 자 알고리즘(Parallel Genetic Algorithms ; 

PGAs)이 제시된다. 계층  공정 경쟁 병렬 유 자 알고리

즘(Hierarchical Fair Competition Parallel Genetic 

Algorithm ; HFCPGA)은 병렬 유 자 알고리즘의 이주모델

의 한 구조이다. 계층  공정 경쟁 유 자 알고리즘은 사회

 교육시스템을 모방한 알고리즘으로서 다수의 부분집단들

을 계층 으로 공정한 경쟁의 구조를 만들어 진화를 시킨

다. 계층  공정 경쟁 유 자 알고리즘의 수행과정은 기 

랜덤하게 생성된 각 개체들을 합도별로 나 어 독립 으

로 진화를 시키고 경쟁을 시킨다. 이때 비슷한 합도를 가

진 개체들끼리 공정한 경쟁을 하여 처음 생성된 낮은 합

도를 가진 개체가 우수한 개체로 진화될 가능성도 없이 도

태되는 경우를 방지한다. 를 들어, 유치원생과 학생의 

경쟁은 학습의 차이가 있어 불공정한 경쟁이 되어 열등한 

유치원생들이 자라면서 학습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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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계층  공정 경쟁 유 자 알고리즘의 이주 구조

Fig. 7  The migration topology of the HFCGA

그림 7과 같이 계층  공정 경쟁 유 자 알고리즘은 여러 

개의 부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분 집단은 특정 

범 의 합도 안에서 개체들을 수용할 수 있다. 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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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들은 각 집단의 등 의 범 를 의미하는 허용 문턱값

(Admission threshold)을 갖고 있으며 이주할 개체를 장

할 수 있는 허용 버퍼(Admission buffer)가 존재한다. 기 

생성된 랜덤한 개체들은 평가를 통하여 합도가 구해지고 

각 등 별로 부분 집단으로 나뉘게 된다. 그 후 각 집단의 

개체들은 다른 집단과 독립 으로 주어진 환경(진화 연산자, 

교배율  돌연변이율)에 진화하게 되며 일정 세 동안 진

화된 후 집단 들 사이에 개체들의 이주가 이루어진다. 이주

과정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step 1] 각각의 집단 개체들의 합도를 정규화한다. 

                     nf ij= f ij /f max
    (2)

는 j집단(demo)의 i번째 개체 합도, 는 체 집단의 

최  합도

[step 2] 정규화된 합도를 정해진 문턱 합도와 비교하여 

일정 합도 수 에 부합하는 (Admission Buffer: A Li
) 임

시버퍼에 개체들을 장한다. 

                 A Li=
1
n ∑

n i

j=1
nf j, i    (3)

[step 3] 각각의 임시버퍼에 장된 개체들과 해당하는 집단

의 낮은 수 의 개체들을 바꾸어 다. 이때 어떠한 개체도 

하 집단의 버퍼로 장되지 않고 상 로만 올라가게 되는 

단방향성을 갖는다. 최하  수 의 집단은 모든 개체들을 

랜덤하게 다시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상상태의 오차를 최소로 하기 하여 목

함수 IAE(Integral of the Absolute value of Error)를 사

용한다.

     IAE=⌠⌡ |e( t)|dt     (4)

그림 8은 목 함수 IAE에 따른 계층  공정 경쟁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 의 라미터를 염색체 구조로 나

타낸다.

  

Ge1 Gd1 Gc1 Ge2 Gd2 Gc2
Individual

Param eters of outer loop
controller

Parameters of inner loop 
controller

그림 8 염색체내의 제어 라미터 

Fig. 8 A structure of the chromosome used in genetic 

optimization

계층  공정 경쟁 유 자 알고리즘은 다차원인 제어기 

라미터들을 지역해에 수렴하지 않고 최 의 라미터를 찾

아낸다. 그림 7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최상  집단인 엘리

트 집단에 각 개체들의 합도를 비교하여 최 의 라미터

를 찾아서 퍼지 cascade 제어기의 라미터로 선택한다. 

4 . 실험  결과고찰

4 .1  볼빔 시스템의 입 출 력  모델

시스템의 간략한 모델 구성은 그림 9과 같다. 

  

L

r
θ

α

x

Base Load Gear

Beam

Lever 
Arm

  (a) Practical Ball & Beam system   

  (b) Mathematical illustration of Ball & Beam

그림 9  볼빔 시스템의 체 구조

Fig. 9  Overall framework of Ball & Beam system

시스템의 제어 목 은 모터의 압을 인가하여 볼의 치

를 조정하는 것이다. 볼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빔의 각도()

와 모터의 움직임에 따라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속 볼의 치는 빔의 니크롬선의 항으로 측정이 되고, 

모터의 각()은 엔코더로 측정이 된다. 볼빔 시스템은 빔의 

마찰계수와 볼의 속도, 가속도에 해 제어가 용이하지 않

다. 왜냐하면 볼빔 시스템은 각 제어 상의 변화에 따라 서

로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Ball과 Beam에 한 달함수이다.  시스템

에는 크게 2가지 힘이 작용한다. 방향의 력()과 Ball

의 회 력()이 존재하게 된다. 방향의 력은 식(5), 

Ball의 회 력은 식(6)로 표 된다. 

          (5)

 


        (6)

여기서, 은 볼의 질량, 는 력가속도, 는 볼의 가속도

이다.

식(5)과 식(6)에서 주어진 총 움직이는 Ball의 힘(total 

dynamic force of rolling ball)은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하여 

식(7)과 같다. 

    


        (7)

식(7)을 다시 정리하면 식(8)와 같다.

 


       (8)

식(8)을 로 선형화한 달함수 형식으로 쓰면 식(9)가 된

다.

 
 





      (9)

두 번째로, 모터의 압()으로부터 나오는 출력인 각

()에 한 달함수는 식 (10)이다.







    

 
  (10)

여기서, 는 기어박스의 효율, 은 모터의 효율, 는 모

토 토크상수와 는 SRV02 시스템의 기어 비율이다. 그리

고 는 로드에 한 성 모멘텀, 는 회로 항, 는 

제동효율과 은 역 기 력 상수이다.

마지막으로, Lever arm이 이루는 각()과 이에 연결된 

Beam의 각()와의 계는 식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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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식(11)을 정리하면 식(12)과 같다. 

 


       (12)

식(12)을 달함수 형식으로 쓰면 식(13)와 같다. 

 






      (13)

이론 으로, Ball & Beam 시스템의 개방 루  달함수

는 다음과 같다. 

 






 


 
 

       (14)

4 .2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기

본 논문에서는 SGA와 HFCGA를 이용하여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기의 최 의 라미터를 찾아내고 두 종류의 유

자 알고리즘에 한 성능을 평가한다. 한 최  설계된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기에 5%의 노이즈를 포함시켜 외

란에 한 견실성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시뮬 이션으로 

최  설계된 제어기들을 Quanser사의 실제 랜트인 볼빔 

시스템에 용한다. 그림 10은 Type-2 직렬형 퍼지 제어기

의 구조를 나타낸다[13-15]. 

Ball & Beam
Plant

MotorRef +

-

+
-

Outer
PD Controller

Inner
PD Controller

U2

Tuning and storage of 
Scaling Factors or Control 
Parameters using HFCGA

KP1

KD1dt
de

dt
de

Beamαθ→α→x θα→ V→θ
KD2

KP2U1

α x

x

그림 1 0  PD 직렬형 제어기 구조

Fig. 1 0  Structure of type-2 fuzzy cascade controller

표   1  직렬 유 자 알고리즘의 라미터  연산자 

Table 1  summary of the parameters of the GA

Genetic Algorithm

SGA HFCGA

Parameter

세 수 300 300

집단크기 150 [30  30  30  30  30]

교배율 0.65 [0.95 0.75 0.65 0.65 0.65]

돌연변이율 0.1 [0.2 0.15 0.1 0.1 0.1]

이주 10세 마다 이주

문턱 합도 [0 0.1 0.3 0.5 0.85]

Operator

선택연산자 선형 순  선택

교배연산자 수정된 단순 교배

돌연변이연산자 균일 돌연변이

엘리트 략 사용

표 1는 SGA와 HFCGA의 주요 라미터와 연산자이다. 

두 종류의 유 자 알고리즘 세 수는 동일한 300세 로 설

정한다.  SGA의 경우 세 내의 집단의 수는 150로 설정한

다. 반면에 HFCGA는 병렬 유 자 알고리즘의 특성을 나타

내기 하여 단일 집단을 다수의 부분 집단으로 나 고 각 

부분집단마다 서로 다른 환경을 주어 독립 인 진화가 이루

어지게 한다. 한 이주는 체 세 수의 10세 마다 이주

를 하여 부분집단들의 염색체를 교환한다. 문턱 합도가 높

은 집단을 엘리트 집단으로 지정하고 열등한 개체들이 많은 

집단에 교배율과 돌연변이율을 높여 우수한 염색체로 진화

하도록 설정해둔다.

볼빔 시스템의 모델은 식 (14)에서 나타내었다. 표 2는 볼

빔 시스템에 한 라미터 변수들을 나타낸다.

표   2  Ball & Beam 라미터 변수

Table 2  Parameter of the system

Symbol Description Value

 Motor torque constant 0.00767

 Back-emf constant 0.00767

 SRV02 system gear ratio 70

 Armature resistance 2.6

 Equivalent moment of inertia at the load 2.0e-3

 Equivalent viscous damping coefficient 4.0e-3

 Lever arm offset(inch) 1

 Beam Length(inch) 16.75

 Earth's gravitational constant(m/s2) 9.8

 Gearbox efficiency 0.9

 Motor efficiency 0.36

 Mass of the Ball(kg) 0.064

 Translational force on the Ball

 Rotational force on the Ball

 Ball Position

 Beam pitch

 Servo load gear angle

 Motor Input voltage

최 의 제어기의 설계를 하여 SGA와 HFCGA를 이용

하여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기의 최 의 라미터를 찾

는다. 

0 50 100 150 200 250 300

8

9

10

11

12

Generation

IA
E

 

 

Type-2 Fuzzy Cascade Controller(SGA)
Type-2 Fuzzy Cascade Controller(HFCGA)

그림 1 1  최 화 알고리즘의 따른 세 별 IAE

Fig. 1 1  The values of IAE in successiv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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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SGA와 HFCGA에 따른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기

의 성능지수의 값(IAE)

Table 3 The values of the performance index(IAE) obtained 

in the optimization of the SGA and the HFCGA

SGA HFCGA

Type-2 fuzzy 

cascade controller
8.1201 7.8421

그림 11은 SGA와 HFCGA의 세 별 증가에 따른 IAE값

을 나타낸다. 두 최 화 알고리즘 모두 약 50세 까지 빠르

게 수렴하며 세 가 거듭할수록 조 씩 수렴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의 다양한 개체들이 연산자들을 통

하여 우수한 염색체로 진화해가고 세 가 거듭할수록 최

의 해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림 11에서 나타나듯이 HFCGA

가 기존의 SGA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표 3은 목 함

수 IAE가 최소가 되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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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2 Fuzzy Cascade Controller(HFC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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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 SGA와 HFCGA기반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기 시

뮬 이션 결과 비교

Fig. 1 2 Comparison of the dynamic response of the type-2 

fuzzy cascade controller based on SGA and 

HFCGA (in simulation)

그림 12의 시뮬 이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HFCGA기반 

Type-2 퍼지 cascade 제어기는 오버슈트 없이 설정값에 빠

르게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는 시뮬 이션 상에서

의 SGA와 HFCGA기반 퍼지 직렬형 제어기의 성능 비교를 

보여 다. 

표  4 SGA와 HFCGA기반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기 성

능 비교(in Simulation)

Table 4 Comparison of performance of the SGA and 

HFCGA (in Simulation)

SGA HFCGA

Maximum 

Overshoot(%)
3.14 0

Delay time(s) 0.61 0.55

Rise time(s) 0.52 0.51

Settling time(s) 1.52 1.48

Steady-state Error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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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 SGA와 HFCGA기반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기 실

제 Plant 결과 비교

Fig. 1 3 Experimental result obtained for the optimized 

type-2 fuzzy cascade controller (in practical 

experiment)

그림 13는 실제 볼빔 시스템에 하여 시뮬 이션에 사용

된 라미터를 용한 결과이다. 실제 랜트와 시뮬 이션 

결과의 차이는 볼의 성, 빔에서의 치 측정 오차, 실험의 

장소와 환경 등에 의해서 비선형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이

다. 실제 볼빔 시스템에서도 HFCGA기반 Type-2 퍼지 직

렬형 제어기는 SGA기반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기보다 

빠르고 안정 인 제어를 보여 다. 표 5은 실제 랜트 상

에서의 최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기들의 성능을 나타

낸다. 

표  5 SGA와 HFCGA기반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기 성

능 비교(in experiment)

Table 5 Comparison of the performance of the optimal 

controllers(in experiment)

SGA HFCGA

0∼10s 10∼20s 0∼10s 10∼20s

Maximum 

Overshoot(%)
23.15 0.10 9.24 3.15

Delay time(s) 1.37 1.41 1.31 1.34

Rise time(s) 1.42 1.32 1.33 1.21

Settling time(s) 4.54 2.81 3.04 2.59

Steady-state Error 0 0 0 0

최  Type-1과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기의 외란에 

한 성능을 비교하기 하여 그림 14와 같이 3곳에 5%의 

White Noise를 첨가하 다. 

Type-1
or

Type-2
FLC

Ball & Beam
System

5% White 
Noise

Input
r

e

Δe

Output
5% White 

Noise
5% White 

Noise

Type-1
or

Type-2
FLC(1) (2)

(3)

+

-

그림 1 4  외란을 포함한 최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기

Fig. 1 4 Structure of type-1 and type-2 fuzzy cascade 

controller included three kinds of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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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외부 루 에 외란 첨가   (b) 내부 루 에 외란 첨가    

   (a) Noise in outer loop       (b) Noise in inner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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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시스템 출력에 외란 첨가

(c) Noise in process output

그림 1 5 Type-1과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기의 외란에 

한 견실성 비교 (in simulation)

Fig. 1 5 Comparison of the dynamic response of the 

optimized type-1 and type-2 fuzzy cascade 

controller with the noise (in simulation)

그림 15는 3곳의 외란에 한 Type-1과 Type-2 퍼지 직

렬형 제어기의 견실성에 하여 보여 다. 결론 으로 

Type-2는 Type-1보다 외란에 하여 보다 우수한 견실성

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Type-2 퍼지 제어기의 가장 큰 특

징으로서 멤버쉽 함수의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하여 보다 안정 으로 표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한 추론의 결과 값이 구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

다 넓은 언어  의미를 포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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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ise in outer loop        (b) Noise in inner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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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시스템 출력에 외란 첨가

(c) Noise in process output

그림 1 6 최  제어기들의 외란에 한 견실성 비교(in 

simulation)

Fig. 1 6 Comparison of the dynamic response of the 

optimized type-2 fuzzy cascade controller with the 

noise (in simulation)

그림 16은 3곳의 외란에 한 SGA와 HFCGA기반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기의 견실성에 하여 보여 다. 

결론 으로 HFCGA기반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기는 

SGA기반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기보다 외란에 하여 

보다 우수한 견실성을 가지고 있다. HFCGA는 다수의 집단 

생성으로 병렬  처리함으로써 합도가 높은 염색체뿐만이 

아니라 우수한 개체로 변해질 잠정 인 염색체를 보호하여 

기존의 SGA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 표 6은 시

뮬 이션 결과를 정량 으로 나타내었다. IAE를 이용하여 

최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기의 외란에 한 성능을 나

타내었다. 

표  6 외란에 한 최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기들의 

성능 비교(in simulation)

Table 6 Comparison of the performance of optimized type-2 

fuzzy cascade controller (in simulation)

SGA HFCGA

(a) (b) (c) (a) (b) (c)

IAE 23.794 19.782 22.928 22.035 19.683 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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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7 Type-1과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기의 외란에 

한 견실성 비교(in experiment)

Fig. 1 7 Comparison of the dynamic response of the type-1 

and type-2 fuzzy cascade controller with the noise 

(in experiment)

그림 17에서 나타나듯이 실제 랜트의 용에도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기가 Type-1 퍼지 직렬형 제어기보다 외

란에 하여 더욱더 견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8과 같이 실제 랜트의 용에도 HFCGA기반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기가 SGA기반 Type-2 퍼지 직렬

형 제어기보다 외란에 하여 더욱더 견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외란에 한 Type-1과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기

들의 성능 비교(in experiment)

Table 7 Comparison of the performance of the type-1 and 

type-2 fuzzy cascade controller (in experiment)

Type-1 Type-2

(a) (b) (c) (a) (b) (c)

IAE 88.110 83.940 81.432 85.652 81.791 79.898

표  8 외란에 한 SGA와 HFCGA기반 Type-2 퍼지 직렬

형 제어기들의 성능 비교(in experiment)

Table 8 Comparison of the performance of the optimal 

controllers(in experiment)

SGA HFCGA

(a) (b) (c) (a) (b) (c)

IAE 85.773 83.619 81.106 85.652 81.791 7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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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8 최  제어기들의 외란에 란 견실성 비교

(in experiment)

Fig. 1 8 Comparison of the dynamic response of the 

optimized type-2 fuzzy cascade controller with the 

noise (in experiment)

5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GA와 HFCGA기반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기들의 최  설계에 하여 연구하 으며, 이를 실질

인 비선형 시스템(Ball & Beam system)에 용하여 제안된 

최 의 제어기들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 다. Type-2 퍼지 

직렬형 제어기는 기존의 Type-1 퍼지 제어기에서 확장된 

개념으로서 멤버쉽 함수에 FOU를 포함하여 알려지지 않은 

시스템에 하여 보다 안정 으로 제어를 할 수 있다. 한 

외란에 하여 강인한 성능을 보여 보다 안정 인 제어를 

할 수 있다. 볼빔 시스템의 제어 목 은 모터의 압을 인

가하여 볼의 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볼은 불안정한 상태

에서 빔의 각도( α)와 모터의 움직임에 따라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볼빔 시스템의 제어를 하여 Type-2 퍼지 

제어기를 직렬로 연결시킨 Type-2 퍼지 cascade 제어기를 

설계하 다. 비선형 인 특성과 외란에 하여 견실한 성능

을 보이는 Type-2 퍼지제어기를 설계하여 시뮬 이션  

실제 시스템에 용하여 성능의 우수함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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