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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 활성오니공정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퍼지 제어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uzzy Control Method of Energy Saving for Activated Sludge Process 

in Sewage Treatment Plant

남  의  석*

(Eui-Seok Nahm)

Abstract – There are two major issues for activated sludge process in sewage treatment plant. One is how to make sewage 

be more clean and the other is the energy saving in sewage treatment process. The major monitoring sewage qualities are 

chemical oxygen demand, phosphorus, nitrogen, suspended solid in effluent. These are transmitted to the national 

TMS(Telemetry Monitoring System) at every hour. If these exceed the environmental standard, the environmental charges 

imposed. So, these water qualities are to be controlled below the environmental standard in operation of sewage treatment 

plant. And recently, the energy saving is also important in process operation. Over 50% energy is consumed in blowers and 

motors for injection oxygen into aeration tank. So, with the water qualities to be controlled below the environmental standard, 

the energy saving also is to be accomplished for efficient plant management. Almost researches are aimed to control water 

quality without considering energy saving. AI techniques have been used for control water quality. AI modeling simulator 

provided the optimal control inputs(blower speed, waste sludge, return sludge) for control water quality. Blower speed is the 

main control input for activated sludge process. To make sewage be more clean, the excessive blower speed is supplied, but 

water quality is not better than the previous. In results, non necessary energy is consum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method that the energy saving also is to be accomplished with the water qualities to be controlled below the environmental 

standard for efficient plant management. Water qualities in only aeration tank are used the inputs of fuzzy models. Outputs of 

these models are chemical oxygen demand, phosphorus, nitrogen, suspended solid in effluent and have the environmental 

standards. In test, we found this method could save 10% energy than the previous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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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수처리장은 최근 수질 기준 강화에 따라 질소와 인을 제어

하기 위하여 고도처리인 활성오니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 때, 질

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송풍기를 운영하는데 하수처리장 운영 전

력 중 송풍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하수처리장 운영비의 50% 이

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절감이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

다[1].

폭기조의 송풍기 및 슬러지 반송펌프를 제어하여 하수의 용존

산소 및 산소 환원계를 제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운전상 제어량인 용존 산소 값은 송풍기의 가동 시간으로 조절하

는데 용존 산소값과 송풍기 가동시간의 비례 관계의 부정확하여 

과도하게 송풍량이 가동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어량인 송풍기 

가동시간, 반송 및 잉여 슬러지 펌프 가동 시간 등과 고도처리 

목적인 질소, 인과 상관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최적의 송풍량 산

출이 어렵다[2,3]. 

국내의 경우는 기업체와 몇몇 대학을 중심으로 정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주로 생물학적 질소 ․ 인 제거 공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고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에 대한 연구 및 기술 개발도 

일부 진행되어 왔다. 하수처리장에서 공정처리 효율과 더불어 경제

성 점차 강화되는 추세로 최적 공법의 선택 및 설계의 필요성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하 ․ 폐수처리 공정모델 및 동적 시뮬레이션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현재까지 활성슬러지모델 및 지능

형 알고리즘(퍼지, 인공신경망 등)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부산대학교에서는 IWA 활성슬러지모델의 

민감도 분석 및 매개변수 최적화로부터 고도 하 ․ 폐수처리 공정

의 거동분석 및 각종 운전변수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주로 선형모델과 활성슬러지모델을 

개발하여 SBR 공정 최적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KAIST

에서는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하수처리장의 주요변수를 추정하

는 software-sensor를 최근 개발하였다. 포스텍(POSTECH)에서

는 지난 6여 년간 하 ․ 폐수처리공정을 대상으로 수학적 모델 개

발과 함께 인공신경망을 적용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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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4-6].

활성슬러지모델을 사용한 고도 하 ․ 폐수처리 공정용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분야에 있어 국내 몇몇 연구진들의 수준은 이미 선진

국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는 대부분 시뮬레이터로서 기능으로 실제 제어가 수행된 결과는 

거의 없고, 이마저도 대부분의 관련 연구자들과 산업체 종사자들

은 국외에서 개발한 GPS-X, WEST++, Aquasim를 구입하거나 

원시프로그램(Basic, C++, Fortran)이나 범용프로그램인 matlab등

을 사용하여 대상 공정을 모델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

내 하수 및 공정 특성에 맞는 간단화한 활성슬러지모델과 모델 

기반의 실질적인 제어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시제품화 하는 개발

이 시급한 실정이다[7]. 

해외의 경우, 생물학적 하 ․ 폐수처리 공정에 대한 수학적 모델

링은 1970년대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현재까지 

이들 공정에 대한 모델링 결과로서 가장 널리 알려진 연구 내용

은 1983년에 구성된 ‘International Association on Water 

Pollution Research and Control (IAWPRC)’에서 보고한 활성슬

러지모델 No. 1(Activated Sludge Model No. 1, ASM1)으로 단

일 미생물군을 사용한 부유성장 미생물 공정에 대해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모델가운데 실제 공정을 모사함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응용성

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ASM1은 독립영양미생물, 종속영양미

생물의 성장과 사멸, 가수분해 등 8개의 공정과 4종류의 유기물

질과 질소성 물질 등 13개의 성분을 포함하며, 효과적으로 모델

을 표현하기 위해서 Petersen 행렬을 사용하였다. ASM1에 사용

된 매개변수는 5개의 양론계수와 14개의 동력학 계수로 구성되

어 있다. 따라서 ASM1는 모두 13개의 미분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미분 방정식을 시간에 대해 적분함으로써 각 성분

들의 농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여러 개의 미분 방정식을 동

시에 푸는 방법으로는 Runge-Kutta을 비롯한 많은 방법이 개발

되어 있다. 활성슬러지모델 No. 3(Activated Sludge Model No.1, 

ASM3)는 위에서 기술한 ASM1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1999년 

IWA(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 former IWPRC)에서 개

발하여 제안하였다[8-10].

한편, 캐나다의 University of Laval의 Grandjean그룹은 활성

슬러지모델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였으

며,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의 Hao그룹은 연속회분기반응

기에서의 질소, 인화합물 농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활성슬러지모

델과 인공신경망을 결합한 복합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하 ․ 폐

수처리 공정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지능형 알고리즘(퍼

지, 신경회로망 등)의 응용 사례는 매우 적다[11-13].

국내 하수처리장의 활성슬러지공정은 하수와 폐수를 처리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이 공정은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 NH4, NO3, DO(Dissolved Oxygen), PH, ORP, 온도, MLSS 

(Mixed Liquid Suspended Solid) 등의 다수 영향 인자에 따라 

송풍량, 반송 슬러지량, 잉여 슬러지량을 제어하는데 상호 복합적

으로 운영되어각각의 제어목표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국내 

하수처리장 대부분이 송풍기는 DO값에 의해 운전하고 슬러지 반

송 펌프는 MLSS값에 의해운전이 되도록 설계되고 있으나 실제 

운전은 대부분 운전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장의 활성슬러지 공정 제어를 

위해 공정 특성을 반영한 활성슬러지 공정을 운전자의 경험에 기

반하여 모델링하고, 이 모델로부터 송풍량을 최소로 하면서도 방

류수의 수질을 보장할 수 있는 퍼지제어기를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적인 제어를 위해서는 제어량 결정과 더불어 계측기 오

류 보정을 위한 입력 영향 요소 보정 기술도 개발하고자 한다. 

전체 구성도는 그림1과 같다. 활성오니공정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공정을 퍼지모델링 하고, 이 모델을 기

반으로 최적 제어값을 추론하여 공정을 제어한다. 최적공정이란 

방류수의 수질(COD, T-P, T-N, SS)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소비전력을 최소화하도록 공정 제어값(DOSP, RRSP, WSR)

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한 공정의 현실적 적용을 위해 입력 수질

값 보정을 수행한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Fig.  1 Block Diagram of System

2. 하수처리 활성오니 공정 

고도처리 공정이란 국내 하수처리장의 대부분은 2차 처리공정

인 활성슬러지 공정을 설계하여 운영하는데 이 방법은 BOD 

(Biological Oxygen Demand), SS(Suspended Solid) 등을 90% 

정도를 제거하는, 반면 질소(NO3)와 인(P)은 미생물에 필요한 영

양소로만 제거되어 질소는 10~30%, 인은 10~30% 정도만 제거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질소와 인을 처리하기 위한 3차 처리공정인 

고도처리 시설을 추가 설치한다. 그림 2는 2차 공정과 3차 공정

의 통합공정이다. 혐기조는 용존산소가 없으며 유기물의 인 방출

량이 증가한다. 무산소조는 혐기조와 같이 용존산소가 없는 조로

서 호기조에서 내부 반송하여 유입되는 질산성 질소를 질소가스

로 환원시켜 대기 중으로 방출시켜 질소를 제거하기 위한 부분으

로 미생물이 유기물을 해할 때 용존 산소 대신 NO3를 이용하여 

NO3를 N2가스로 처리하여 기능적인 면에서 질소조라고도 부른

다. 호기조는 무산소조와 혐기성조에서 미처리된 유기물질을 제

거하고 암모니아성 질소(NH4)를 질산성 질소(NO3)로 산화시키기 

위하여 호기성 상태를 유지한다. NH4를 NO3로 질산화 시키는 미

생물은 호기성 미생물이기 때문에 호기 상태로 유지시켜 주고, 

NO3 혼합액을 무산소조로 내부 반송시켜 탈질이 일어나도록 한

다. 또한 인을 섭취한다. 마지막으로 종침은 물 속의 부유물을 가

라앉히는 곳에서 부유물(슬러지)을 제외한 정화된 물만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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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t Variables(Aeration Tank)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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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gen)

N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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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pended Sl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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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gen 

Demand) 

T-P

(Total P)

T-N

(Total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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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

Control Variables

DOSP

(Dissolved 

Oxygen Set P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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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cled Return 

Sludge Set Point)

WSR

(Wasted Sludge 

Set Point)

그림 2 하수처리 활성오니공정

Fig. 2 Activated Sludge Process in Sewage Treatment

여기서, 기존 활성슬러지공정에서는 DO 및 MLSS에 의한 방

식에 의한 자동운전은 정확도가 떨어져 수동운전을 실시하고 있

었으며, 구체적인 이유는 첫째, 제어량 조절의 어려움으로 실제 

운전상에서 조절하는 제어량은 송풍기의 가동시간이다. 특정한 

용존 산소 값을 가지도록 송풍기의 가동 시간을 조정하나 포기조

별로 송풍기가 설치된 것도 아니고 여러 개의 포기조가 하나의 

송풍기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특정 시간을 가동시켜도 각 포기

조마다 들어가는 용존 산소의 량이 상이함. 따라서, 운전자는 경

험치를 토대로 송풍기 가동시간을 조절한다. 이 경우, 2가지 문제

가 발생한다. 실제 필요 이상의 송풍기 가동으로 전력량 과도 사

용과 포기조별 용존 산소량 차이로 수질의 조절이 어렵다는 것이

다. 둘째로, 입력 영향 요소 계측기의 상당한 오차가 발생한다. 

제어의 핵심은 용존 산소와 반송오니, 잉여오니를 얼마로 설정하

는 것인가이다. 많은 연구에서 이에 대한 상관 관계를 연구를 진

행하여 왔으며 상당한 시뮬레이터들도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정

작 큰 문제는 입력 센서가 상당히 부정확 하다는 것이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계측기의 입력값이 요동을 치고 있어 현장 근무자

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시뮬레이터도 현장에

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제어의 경우도 제어 설정치 본 개발의 경

우, 송풍기 가동시간, 반송량, 잉여 오니량의 결정이 입력 요소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입력 데이터가 유효하

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실제적인 제어를 위해서는 입력 데이터

에 대한 보정 기술이 제어기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로 제어량(송풍기 가동시간, 반송 및 잉여 슬러지 펌프 가동 시

간)과 고도처리 목적인 질소, 인과 상관관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운전자가 포기종의 용존 산소를 보면서 송풍

기 가동시간을 결정한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 최적한 

제어치 설정이 어려워 과도한 전력 낭비가 발생된다. 

3. 공정 퍼지 모델링 

3.1 퍼지모델링

활성슬러지 공정 제어는 유입수의 양적, 질적 변화에도 불구하

고 공정 상태 계측 정보(입력변수)에 입각하여 하수의 질을 유지

하고 공정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RRSP, DOSP, WSR을 조작한

다. 활성슬러지 공정 입출력 변수의 멤버쉽 함수는 이산치형으로 

이루어지며 컴퓨터에서의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0~1 사이

의 값인 멤버쉽 그레이드(membership grade)를 0~10 사이의 값

으로 잡았다. 예를 들면 “   is Small”에 대한 멤버쉽 함

수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실제 하수처리장 현장 특성의 현장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현장 전문가로부터 알 수가 있었다. 실제 하수처리

장의 주요 제어를 위한 활성오니공정 변수는 표 1과 같다.

표  1 하수처리 활성오니공정 입출력

Table 1 Inputs/Outputs in Activated Sludge Process

그러나, 유입수 계측항목 BOD, T-N, T-P, NH4, PO4, NO3, 

SS는 계측기 오차로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였다. 따라서, 실제적

인 제어를 위해서는 폭기조의 데이터를 참조하므로, 제어를 위해

서는 폭기조 입력항목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폭기조 

데이터로 퍼지모델의 입력변수로 DO, MLSS, NH4로 정하였다.

출력변수는 실제 하수처리장에서 관리하는 항목으로 매시간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송되는 4개 방류수 항목임(COD, T-N, T-P, 

SS). 이 항목은 각각 법정 기준치 이하를 유지해야 된다. 따라서, 

출력변수는 4개 방류수 항목으로 정하였다. 

입출력 변수 및 활성오니 공정의 특징과 제어의 특징은 다음

과 같다.

-. DO 제어를 지별 밸브제어를 수행.

-. 수질은 COD 적용(BOD는 BOD5를 적용해야 함으로 

실질적으로 불가) 

-. DO 계측기는 설치 위치에 따라 값이 다름

-. T-N, T-P에 따라 송풍량 조절

(T-N, T-P ▽ → 송풍량 ▽, T-N, T-P ▲→ 송풍량 ▲)

-. T-N, T-P에 데이터 취득에 1시간 소요

-. 암모니아(NH3)가 T-N에 영향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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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온도에 따라 송풍기 압력 변화

-. 비가 오면 DO 올라감 (그래프 특성 파악이 필요)

-. 수질과 무관하게 DO 조절  

공정제어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산소 잔류 DO량은 전체 필요량은 2-3%

-. 송풍량으로 암모니아 제어를 하는 경우도 있음.

-. pH 변화에 따른 DO 그래프 분석이 필요

-. 제어 : 암모니아(NH3)가 1.0 이하 

   → 송풍량과 MLSS 같이 올려야 함. 반송오니 늘림.

-. 에너지 절감 : 인버터 + 조절펌프

-. 주요 인자 : COD, SS, T-P, T-N, PH, 유출수 유량

-. 제어 프로그램

  · 계측기 문제로 필터링 기능이 필요

  · 온라인 제어보다는 전문가시스템 개발이 좋음

  · 제어주기 : 2~3시간

따라서, 최종적으로 적용할 퍼지모델 기반 퍼지제어기는 아래

와 같은 규칙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 계측 데이터 : T-P, T-N, NH4, MLSS, DO, COD, SS(수동

설정 기능, 상하한 설정 기능)

-. 제어 기본 알고리즘 : 검증 및 제어 최적화 목적 함수(방

류수 수질 기준치 이하)

° 규칙 1) T-N, T-P에 따라 송풍량 조절

  (T-N, T-P ▽ → 송풍량 ▽, T-N, T-P ▲ → 송풍량 ▲)

° 규칙 2) 암모니아(NH3)가 1.0 이하 

  → 송풍량과 MLSS 같이 올려야 함. 반송오니 늘림.

° 규칙 3) DO 제어

  → DO : 1.5~4 mg/L에서 유지 

  → 연속제어보다는 상하한으로 On/OFF 제어

이를 기반으로 최종 퍼지모델은 다음과 같이 구현하였다. 

-. 입력변수 3개 : 폭기조 NH4, DO, MLSS

-. 출력변수 4개 : 방류수 COD, T-N, T-P, SS

따라서, 퍼지모델(퍼지 규칙 2개인 경우)은 아래 식 (1)과 같다.

           ,  

                              (1)

             ,  

          

각각의 퍼지모델 후반부는 식 (2)와 같다.

        
    

    


   
  

   
   

 

     (규칙이 2개이므로 i=1, 2)                (2)

           
  



 


  

 
  



 


      (
의 파리미타는    3개임)

    -. i번째 규칙의 파라미터 : 13개


개     

개     
개     

  
  

  
  

퍼지모델의 출력 계산은 아래 식 (3)과 같다. 

  min
 

 


  min
 

 


  
  

 
 



  
  

 
 



  

 ×    × 
 는       

(3)

퍼지모델별 오차는 아래 식 (4)로 계산한다.

  
  



               (4)

( 는 실제값    는 퍼지모델값, N : 데이

타 수)

파라미터 튜닝은 유전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유전알고리즘은 

코딩, 집단으로부터의 탐색, 보조정보의 불필요, 랜덤화된 연산자

들의 직접사용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복잡한 최적화 문제나 탐색

에 있어서 뛰어난 강인성을 발휘하고 있다. 초기 집단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개선된 집단을 발생시키는 유전알고리즘

은 유전 연산자로 구성되는데 많은 실용적인 문제에 있어서 좋

은 결과를 낳는 단순한 유전알고리즘은 재생(Reproduction), 교

배(Crossover), 돌연변이(Mutation) 연산자로 구성된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단순 유전알고리즘의 순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1] 진화 세대 수, 집단의 크기, 교배 및 돌연변이율로 문

자열의 크기와 같은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단계 2] 초기 집단을 랜덤하게 발새하고 문자열로 구성된 각 

개체의 적합도를 평가한다. 

[단계 3] 유전 연산자에 의해 새로운 개체 집단을 발생한다. 적

합도에 비례하여 새로운 개체가 재생되어 교배풀안에 

할당되고 교배풀에서 랜덤하게 선정된 두개의 개체가 

교배되며 그 가운데 랜덤하게 선정된 개체가 돌연변이

가 된다. 

[단계 4] 발생된 개체의 적합도를 평가하고 정해진 진화세대 수

가 될 때까지 [단계 3]으로 복귀한다. 이 과정에서 적

합도가 가장 높은 개체의 문자열은 보존되며 찾고자 

하는 파리미터 집합은 이 문자열의 디코딩으로부터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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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교배율과 돌연변이율은 여러 가지 값을 

시행착오를 통하여 적용한 결과 최종적으로 교배율 0.6, 돌연변이

율 0.033으로 정하였다. 목적함수(E)는 식 (4)의 역함수를 사용하

여 최소의 문제를 최대의 문제로 변환하였다.

파라미터 동정은 목적함수 E를 최소화시키는 파라미터를 동정

하는 일이다. 유전알고리즘에 서는 적합도에 따라 재생 연산자에 

의해 문자열이 복제되는데 이는 적합도가 큰 문자열이 이후의 세

대로 더 많이 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합도 함수를 최

대화시키도록 진화가 이루어지므로 최소화 문제를 최대화 문제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둘의 이중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최

소화 문제를 유전알고리즘에 맞도록 최대화 문제로 쉽게 변환할 

수 있다. 그 변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목적함수의 역수를 적합도 함수로 결정한다.

소수 집단으로 구성된 유전알고리즘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집단내의 경쟁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는 적합도 환산을 통해 복제되는 문자열 수를 조정함으로써 이루

어진다. 적합도 환산 절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f=af+b 선형환산을 사용하며 식  max   × 는 선형

환산을 만족시켜야 한다.

여기서,  는 본래 적합도,  는  의 환산된 적합도이고 계수 

  는 평균 환산 적합도로  와 본래의 평균 적합도 가 

같도록 결정된다. 이는 각 집단내의 평균적인 구성원이 다음 세

대에 단지 하나의 자손만을 낳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는 집단내의 최적 구성원에 대한 복제수로 본 연구에서는 

2.0이다. 이러한 적합도 환산은 유전알고리즘의 초기 수행에서 몇 

개의 특별한 개체들의 적합도를 낮추고 낮은 적합도를 갖는 개체

들은 적합도를 증가시켜 바람직하지 않은 조기수령을 방지할 수 

있으나 유전알고리즘이 상당히 진화되어 집단의 적합도 평균치와 

최대치가 상대적으로 비슷해지면 낮은 값을 갖는 적합도 최소치 

min을 환산된 적합도 ′min 에 대응하도록 선형 환산한다.

다수 파라미터로 구성된 최적화 문제를 푸는데 성공적으로 사

용된 한가지 코딩방식은 다수의 단일 파라미터를 직렬로 연결하

는 코딩 방식이다. 이를 위해 디코드된 양의 정수[0.2L]를 규정

된 구간[minmax]로 선형적으로 사상시키다. 길이(L) 4의 이

진수로 된 문자열을 고려하면 여기서 코드 0000와 1111 사이의 

코드는 min과 max 사이의 값으로 식  max   ×  에 

의해 선형적으로 디코드된다. 다수 파라미터를 동정하기 위해서

는 단일 파라미터 코드를 필요한 수만큼 직렬로 연결하고 각각의 

파라미터는 자신의 코드길이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따라

서 구하고자 하는 파라미터 값은 문자열 중 그 파라미터에 해당

되는 코드를 지정된 파라미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사이값으로 

선형적으로 디코드된다.

유전알고리즘은 여러 방향에서 탐색을 통해 언덕을 올라감으

로 국부수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최적한 값을 보증하지 못

하며 적합도 함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파라미터 수의 증가는 유

전알고리즘의 탐색영역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이는 언덕의 정

점값 또는 정점 근방의 값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 수단으로 탐색영역 축소를 통한 유

전알고리즘의 수렴성을 개선하는 방법이 제시되는데 유전알고리

즘의 탐색영역 축소를 통해 보다 빨리 최고치 언덕의 점 근방으

로 수렴될 수 있고 파라미터의 디코딩 오차도 신속하게 줄일 수 

있다. 탐색영역조정은 유전알고리즘이 진화되어 집단내의 적합도 

함수 최대값이 α보다 큰 개체(문자열)가 m개 발생하면 그 m개

의 문자열로부터 파라미터 값들을 디코드하고 이 값에 기초하여 

파라미터의 최소값을 증가시키고 최대값은 감소시킴으로써 이루

어진다. 탐색영역이 조정되어 줄어들수록 α는 크게 하고 m은 줄

인다. 탐색영역 조정에 의한 유전알고리즘의 순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1] 초기 집단, P(0)를 랜덤하게 발생하고 P(0)내의 모든 

개체의 적합도 값을 계산하고 t를 1로 설정한다.

[단계 2] P(t)로부터 P(t+1)을 다음과 같이 발생시키다. P(t)에서 

적합도 값에 비례하여 개체를 발생하고 교배 풀에서 

랜덤하게 두 개체를 선택하여 교배와 돌연변이 연산을 

수행하여 P(t+1)을 발생하고 P(t+1)내의 모든 개체의 

적합도를 계산한다.

[단계 3] 만약 적합도 값이 탐색영역 조정을 위한 값, α보다 크

면 문자열을 디코딩하고 디코드된 문자열이 m개가 되

면 디코드된 파라미터 값 가운데 최소값과 최대값에 

의해 탐색영역이 결정된다.

[단계 4] 적합도가 가장 높은 개체의 문자열은 보존되며 최대 

진화 수에 도달할 때까지 [단계 2]로 복귀한다.

3.2 퍼지 제어기

기본적인 제어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계 1] 퍼지모델은 폭기조의 수질 상태변수들을 입력변수로 하

고, 방류수의 수질 변수들을 출력변수로 한다. 다입력 

단출력으로 방류수 수질별 퍼지모델을 구현한다. 입력

변수에 해당되는 수질 항목과 출력변수에 해당되는 방

류수 수질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른 퍼지 모델은 

다음과 같다.

[단계 2] 단계 1의 각각의 퍼지모델에서 제어가 가능한 입력항

목인 DO값을 현재값으로부터 조금씩 연속적으로 변화

시켜(다른 입력변수는 현재값 유지)면서 출력값인 방류

수의 수질값이 법정 기준치를 범워나지 않은 DO 범위

를 구한다.

[단계 3] 단계 2에서 구한 DO의 범위에서 송풍량을 구하기 위

해, DO-송풍량의 퍼지모델을 구한다. 이를 통해 송풍

량의 범위를 구한다.

[단계 4] 현재의 DO 값이 단계2에서 구한 DO의 범위 안에 있으

면 송풍기를 멈춘다. 일정주기(30분 단위)로 DO 값을 

측정하여 송풍기 가동여부를 결정한다.(기존의 제어기는 

DO가 목적 범위 안에 있어도 DO값 유지를 위해송풍기

를 가동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동하지 않으므로 전

력비기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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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퍼지제어기 시스템 구성

Fig. 3 Fuzzy control system

그림 4 퍼지제어기 S/W 구성

Fig. 4 Fuzzy control software scheme

3.3 제어량 보정 알고리즘

실제 운전상에서 조절하는 제어량은 송풍기의 가동시간이다. 

특정한 용존 산소값을 가지도록 송풍기의 가동 시간을 조정하나 

포기조별로 송풍기가 설치된 것도 아니고 여러 개의 포기조가 하

나의 송풍기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특정 시간을 가동시켜도 각 

포기조마다 들어가는 용존 산소의 량이 상이함. 따라서 운전자는 

경험치를 토대로 송풍기 가동시간을 조절한다. 이 경우, 2가지 문

제가 발생한다. 1) 실제 필요 이상의 송풍기 가동으로 전력량 과

도 사용. 2) 포기조별 용존 산소량 차이로 수질의 조절이 어려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한다.

[단계 1] 송풍량 증가에 따른 각 포기조별 용존 산소 측정

[단계 2] 제어 설정치(용존 산소량)에 따른 송풍기 가동시간 계

산 : 테이블 작성(편집 기능 포함) - DO-송풍량 퍼지 

모델로 추론

[단계 3] Controllability 측정

[단계 4] 반송량과 잉여량 조절로 전력량 최소화 : 제어 시뮬레

이션

[단계 5] 필요에 따라 제어기 보정

3.4 입력 영향 요소 계측기의 오차 보정

본 연구의 경우, 송풍기 가동시간, 반송량, 잉여 오니량의 결정

이 입력 요소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입력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실제적인 제어를 위해서

는 입력 데이터에 대한 보정 기술이 제어기 안에 반드시 포함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한다.

[단계 1] 제어 입력변수 중 이상 입력 변수 조사 

[단계 2] 이상 입력 변수 중 입력 변환 테이블에 의해 조정 가

능한 입력 변수 선택 (입력 변수 조정 테이블 작성(편

집 기능 포함))

[단계 3] 필요에 따라 제어기 보정

4. 제어시스템 구현

퍼지제어기 시스템 구성은 그림 3과 같이 크게 하수처리장 운

영설비인 DCS 및 SCADA Server와, 데이터 연계를 위한 DB 

Server, 퍼지제어기를 수행하는 EWS로 구분되어진다. DCS 및 

SCADA Server에 의해 하수처리장의 수질 및 운영데이터의 수집 

및 제어가 이루어지며, 퍼지제어기로의 데이터 제공 및 퍼지제어 

결과 값의 제어를 위해 DB Server를 활용하여 데이터 연계가 이

루어진다. EWS의 퍼지제어기에서는 퍼지모델링 생성 및 시뮬레

이션, 주기설정에 의한 실시간 퍼지제어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 

값을 DB Server를 거쳐 SCADA Server에 제공하여, 최종적으로 

DCS에 의해 송풍량 제어가 이루어진다.

퍼지제어기 프로그램은 퍼지 제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여 퍼지모델링을 생성한 후 현재 데이터를 적용

하여 퍼지제어에 의한 최적제어값을 산출하여, 제어가 이루어지

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메뉴에서 아래와 같은 설정들을 할 

수 있으며, 퍼지제어기를 위한 퍼지모델링 관리를 할 수 있다. 그

림 4는 소프트웨어 구성을 보여준다.

5. 성능평가

5.1 퍼지 모델/제어 오차

퍼지모델 구성은 아래와 같다.

-. 데이터 기간 : 시간 데이터 625개(이상 데이터 삭제)

-. 입력변수 3개 : 폭기조 NH4, DO, MLSS

-. 출력변수 4개 : 방류수 COD, T-N, T-P, SS

-. 퍼지모델(2가지) : 퍼지 규칙 2개, 4개

          
    

    


   
  

 
 



-. 모델별 오차 :   
  



 



Trans. KIEE. Vol. 67, No. 11, NOV, 2018

하수처리 활성오니공정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퍼지 제어 방법에 관한 연구             1483

표 3 방류수 기준/관리 값

Table 3 Standards and Management Value of Effluent

Legal Standards 

(mg/L)

Management value 

(mg/L)

COD 18.00 16.00

T-N 20.00 17.00

T-P 2.00 1.80

SS 10.00 6.00

표  2 퍼지모델 오차

Table 2 Least Square Error of Fuzzy Model

COD T-N T-P SS

Rule 2 0.432 1.27 0.085 0.201

Rule 4 0.504 1.60 0.106 0.232

표 2는 퍼지모델의 규칙 2개와 4개인 경우에 대한 4개의 퍼지

모델(출력이 4가지)의 최소자승오차를 보여준다. 여기서, Rule 2

가 성능이 우수하였고, Rule 8개로 한 경우, 성능이 더 나빠졌다.

위의 4가지 퍼지 모델로부터 최적 DO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DO값을 증가시키면서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최적값을 

구하면 된다. 즉, 출력이 COD, T-N, T-P, SS 퍼지모델에서 모두 

DO가 0.3인 경우,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만족함 을 알 수 있다. 

5.2 전력비 절감

최적으로 도출된 DO값과 현재의 DO값을 비교하여 현재 DO 

값이 목표 DO값보다 적은 경우, 송풍기를 추가 가동하여 DO값

을 올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송풍량을 얼마나 올려야 DO값이 

목표치에 접근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를 위해, 기존 데이터를 아래와 같이 분석하여 DO 값과 송풍량

과의 관계를 추론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1일 24시간 데이터 분석 : 1주일 이상 그래프로 판단시 

DO와 송풍량 패턴 매우 유사. 즉, 비례 관계

② 7일 24시간 데이터 분석 : DO와 송풍량은 비례

③ DO 편차 0.1 이상 증가하고 송풍량이 증가한 경우 : DO 

0.1 상승을 위한 송풍량 → 79.916(그림 5)

결론적으로, DO 0.1 상승에 필요한 송풍량은 약 70.961~ 

79.916임을 알 수 있었다.

전력비 절감을 위한 실험은 서울시의 하수처리장 1개소를 대

상으로 운영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시스템 제어방법으

로 DO농도를 제어하였으며, 이때 시스템 운영에서 나타나는 효

과 및 전력사용량을 송풍기량과 상호 비교하였다. 

그림 5 DO증가-송풍량 그래프

Fig. 5 Graph of DO △0.1-Blower

④ DO 편차 0.1 이상 감소하고 송풍량이 감소한 경우 : DO 

0.1 감소를 위한 송풍량 → 70.961(그림 6)

그림 6 DO 감소-송풍량 그래프

Fig. 6 Graph of DO △0.1-Blower

이 제어 방식은 생물반응조의 현재 DO농도를 연속 모니터링 

하여 DO 최적값 보다 높을 경우, 송풍기의 속도를 감속 제어하

여 반응조에 주입되는 폭기량을 감소시키며 DO 최적값보다 낮을 

경우 송풍기의 속도를 증가시켜 반응조에 주입되는 폭기량을 증

가시키는 방식으로 제안하였다. 앞의 결과에서 DO를 0.1 상승을 

위해서는 송풍량을 80을 상승, DO 0.1 감소를 위해서는 송풍량

을 70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실험은 DO 농도를 제어하지 않은 상태와 제어하는 상태를 비

교 관찰하였고, 이때의 방류수 수질이 법정 기준값 및 관리 설정

값을 초과하는 지를 관찰하였다.

DO 농도를 제어하지 않을 때, DO 농도는 0.3mg/L~0.5mg/ L, 

DO농도를 제어하며 방류수 수질을 관찰한 결과 일 평균 10% 이

상의 송풍기량을 감소시킨 경우에도 방류수 수질이 기준값과 설

정값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DO 농도가 최적값보다 큰 

경우, 송풍기의 감속기를 통하여 반응조에 주입되는 공기량이 제

어되어 반응조의 DO 농도가 감소되었으며, 이와 반대로 DO 값

이 최적값보다 작은 경우 다시 송풍기의 속도를 증가하여 반응조

의 DO 농도가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반응조에서 DO 농도를 

제어함으로 적정한 DO 농도를 유지할 수 있고 나아가서 시스템

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었다. 

DO 농도를 제어하고자 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제어를 위해서

는 각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송풍기를 DO농도와 연계하여 미세

하게 제어할 수 있으면 더욱더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전력량계 

데이터가 단위 송풍기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력량의 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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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비교는 불가능하여 계측 송풍기 사용량을 전체 사용량으로 

가정하였다. 방류수(COD, T-N, T-P, SS)의 기준값(법적 기준) 

및 설정값(하수처리리장 관리 기준)은 표 3과 같다.

2개월 데이터를 통하여 검증한 결과, 송풍기량의 10% 감소에 

따른 방류수(COD, T-N, T-P, SS)의 수질변화가 법정 기준값 및 

설정값 이하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래 표 4는 방류수의 실제값과 오차값 평균과 실제 송풍량 

절감률 평균을 보여준다.

표  4 송풍량 절감 결과(2개월)

Table 4 Results of Blower Saving for 2 Months

Effluent(mg/L) Blower

(Nm3/hr)COD T-N T-P SS

RMS 0.45 1.32 0.90 0.22 Under 10% Saving

RMS : Root mean square error

결론적으로 1) 송풍량 10% 감소는 전력비 10% 감소에 비례

하고, 2) 방류수 수질이 기준값/설정값을 만족하므로 제안 기법이 

전력비 10% 절감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하수처리장의 활성슬러지 공정 제어를 위해 1) 

하수 및 공정 특성을 반영한 활성슬러지 공정모델링과 실시간 운

전데이터와 조작자의 제어 전략을 제어 규칙으로 만들고 이를 기

반으로 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퍼지제어기를 개발하였

다. 또한 실제적인 퍼지제어를 위해 2) 제어량 조절 보정, 3) 입

력 영향 요소 보정 기술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퍼지제어기는 기본적으로 최소의 DO를 공급하면서도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방류수 수질(COD, T-N, T-P, SS)을 법정 

기준치 이하로 제어가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전력비를 10% 

이상 절감하는 것이다. 퍼지모델을 방류수 수질(COD, T-N, T-P, 

SS)별로 4개의 모델을 구현하고, 이 모델로부터 최적의 용존산소

인 DO를 계산 적용하는 방식, 그리고, 기존 운영 방식과는 다르

게 현재 DO가 최적 DO보다 큰 경우 송풍기를 운영하지 않은 방

식, 실용화를 위해 실제 현장에서 신뢰성이 높은 계측 데이터만

을 이용한 모델 구성, 이를 통한 전력비 10% 이상 절감 등은 본 

논문의 큰 효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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