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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궤환 적분제어기법을 이용한 

HIV 감염 환자에 대한 약물 치료기법

Drug Treatment Protocol for HIV Infected Patients

Using State Feedback Integral Control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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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a drug treatment protocol is proposed for an HIV infection model that explicitly includes the 

concentration of healthy T cells, infected T cells, and HIV. Since real parameters of HIV infection model differ from patient to 

patient, most drug treatment protocols are not able to achieve the treatment goal in the presence of modelling errors. 

Recently, based on the nonlinear robust control theory, a robust treatment protocol has been proposed that deals with 

parameter uncertainties. Although the developed scheme is inherently complex, it cannot be applied to the case where all 

parameters are unknown.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drug treatment protocol that is much simpler than the previous 

one but can achieve the treatment goal even when all model parameters are unknown. The simulation results verify that the 

substantial improvement in the performance can be achieved by the proposed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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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는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Human Immunode- 

ficiency Virus)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이다. HIV는 CD4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T세포,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등 면역세포를 파괴하

여 인체가 감염과 종양에 대하여 저항하기 힘들어 지게 한다. 시

간이 지남에 따라 T 세포의 밀도가 200이하인 경우 그 

HIV 감염자는 AIDS 환자로 분류된다[1]. 이처럼 후천성 면역반

응을 일으키지 못하여 병원체에 대한 방어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세균,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결핵, 캔디다증, 카포시육종 등이 

발생,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 

AIDS 치료제로는 주로 RTI(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s)

와 PI(Protease Inhibitors)가 사용된다. RTI는 역전사 효소 억제

제로 역전사 과정을 저해하여 치료하는 약물로서 AZT(azidothy- 

midine)와 ddI(dideoxyinosine) 등이 있다. PI는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로 바이러스 단백질이 새로운 바이러스 입자를 형성하기 

위해 분해되는 것을 저해하여 치료하는 약물이며 리토나비어

(Ritonavir)와 인디나비어(Indinavir) 등이 있다. HIV는 높은 빈도

의 돌연변이율을 가지며 약물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므로 RTI와 

PI를 동시에 복용하는 치료약물의 혼합기법인 칵테일 요법이 

AIDS 치료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2].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약

물 치료기법은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완

치할 수는 없다. 결국 HIV 감염환자는 바이러스 수치를 낮게 유

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급성 백혈병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시스템 생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제어이론을 응

용하여 AIDS환자의 혈중 HIV 바이러스 수치를 효과적으로 줄이

는 약물치료기법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3]

에서는 HIV와 인체의 면역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비선형 동력학으

로 기술한 HIV 감염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한 감염모형을 

기초로 HIV 치료를 위해서 선형제어기법을 이용한 치료기법을 

제시하였다. [4]에서는 비선형 모델에 대한 평형점 분석 및 분기

선도(Bifurcation Diagram)를 이용한 점진적 약물감소 기법을 이

용한 치료기법을 제시하였다. 한편, [5, 6]에서는 비선형 모델식

을 등가 선형 모델식으로 변환하여 제어기를 설계하는 비선형궤

환 선형화기법을 적용한 치료기법이 제시되었다. [7]에서는 선형

제어기법의 Pontryagin 최대치정리 (Maximum Principle)를 적

용하여 HIV 치료기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위의 모든 기법은 HIV 감염모형을 정확하게 알고 있

다는 가정하에서 약물치료기법을 제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모델 

파라메터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 치료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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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실제의 경우 HIV 감염모형의 모델 파라메터는 환자에 따라 

그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제어기 

개발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8]. 최근에 [9]에서는 HIV 감염모

형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파라메터 중 일부 파라메터 값을 알 

수 없을 때 사용가능한 강인 제어기법을 제시하였다. 이 제어기

는 HIV 감염모형의 비선형성을 완벽히 고려하여 설계되었는데, 

비선형궤환 선형화 기법, 특이섭동법(singular perturbation) 기법

을 적용하여 유도되었다. 모델 파라메터를 알 수 없을 때 사용가

능한 기법으로서 매우 중요한 연구결과이지만, 모든 파라메터 값

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가능하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어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비선형 HIV 감염모형을 선

형 모델로 근사한 후, 이 선형모델을 기초로 상태궤환 적분제어

기를 적용하여 치료기법을 설계하고자 한다. 제안된 기법의 우수

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컴퓨터 모의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

를 통하여 모든 모델 파라메터가 부정확한 경우에도 우수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HIV와 인체의 면역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비선형 모델을 소개한다. 3장에서

는 최근에 제시된 강인 제어기법을 소개하고 그 한계점에 대해서 

기술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제어기법의 설계방법

을 기술하고 5장에서는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된 제어기

법의 우수한 치료 효과를 입증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논

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2. HIV 감염 모형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HIV 바이러스 동력학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림 1 HIV 감염 모형의 개략도

Fig. 1 Schematics of HIV infection model

T세포는 흉선 등에서 성숙과정을 거쳐 발달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포사한다. 인체에 HIV바이러스가 유입되어 건강한 T세

포를 만나게 되면 감염을 일으키게 된다. 그림 1에서 는 건강한 

T세포가 흉선에서 생성되는 속도를 의미하는 상수이고, 는 세포

사하는 속도를 의미하는 상수이다. 또한, 와 는 HIV바이러스의 

생성되고 소멸되는 속도 상수를 의미하고, 와 는 감염된 T세

포의 생성되고 소멸되는 속도 상수를 의미한다. 항 레트로바이러스 

요법에 사용되는 약물인 RTI(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s)는 

감염 속도 를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RTI 약물의 농도를 제어

입력 로 놓고, 건강한 T세포 농도, 감염된 T세포 농도, HIV 농

도를 각각  ,  , 라고 정의한다면 비선형 미분방정식 (1)로 

표현되는 HIV감염 모형을 얻을 수 있다. 

  

  

    (1)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즉  인 경우에 대해서 (1)

의 평형점을 계산하면 

  



  










 

 
 

이다. HIV 감염모형의 파라메터는 참고문헌 [3]에서 표 1과 같

은 값을 사용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도 이를 사용하면 다음을 얻

을 수 있다. 

표 1 HIV 감염 모형의 공칭 파라메터

Table 1 Nominal parameters of HIV infection model

Parameter Value Unit

   

   

   

 ×   

   

   

    

    

HIV 농도 (즉, )를 고려할 때 는 건강한 사람을 의미하

며 는 HIV에 감염된 환자임을 알 수 있다. HIV 감염 환자에 

대한 치료목표는 치료 후 8주 이내에 바이러스 농도를 90% 감소

시키면서 6개월 이후에는 그 농도를 50 [copy/mm3] 이하로 유

지시키는 것이다[10]. HIV 감염모형 (1)에 대해서   의 

근사식이 성립하므로[5], 감염된 T세포의 농도를 1.2 [cell/mm3] 

이하로 유지시키면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의 제어목적은 감염된 T세포의 농도를 로 만드는 것으로 정하

고, 이를 고려하여 출력신호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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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연구결과의 문제점 분석

HIV 감염모형 (1)의 파라메터는 환자마다 그 값이 서로 다르

고 측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파라메터값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어기의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파라메터 값이 부정확한 경우에도 제어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비선형 강인 제어기가 최근에 [9]에서 제시되었다. 이 제

어기는 모델 (1)의 비선형성을 완벽히 고려하여 설계되는데, 입

출력 선형화 기법, 비선형 관측기 기법, 특이섭동법(singular 

perturbation) 기법을 적용하여 유도되었다. 이 제어기의 형태를 

소개하기 위하여 (1)을 간단히 아래와 같이 표현한다. 



또한, 평형점을 


 로 표시하고 함수    를

 











  
 



 
 



 












 





 
 




         

로 정의하자. 여기서,     
 

이고  는 다항식 

   의 모든 근이 좌반평면(Left Half Plane; LHP)에 

존재하도록 선정하며    
 로 정의된다. 그러면, 

[9]의 제어기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주어지는데 매우 복잡한 형

태임을 알 수 있다.

  
 



 

 

  

 

 


 




  

 

 


 




 (2)



 


  

 







 
 

여기서,  은 다항식  의 모든 근이 좌반평면에 

존재하도록 선정하며, 는 설계 파라메터인데 값이 작아질수

록 강인 제어 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9]에서는 특이섭동법을 이용하여 모델 파라메터    를 정확

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제어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수

학적으로 입증하고 모의실험으로 검증하였다. 하지만, 모델의 실

제 파라메터 (,   로 표시) 모두가 정확하지 않은 경

우에는 제어목적 달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림 2는 실제 파라메터가 표 1의 공칭 파라메터와 같지 않은 

경우의 모의실험 결과이다. 여기서 제어기 설계 파라메터는 모두 

[9]와 동일한 값을 사용하였다. 제어 입력 u (약물 효과)에 매우 

심각한 진동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감염된 보조 T 세포( )의 

농도는 목표값 1 [cell/mm3] 보다 매우 크게 증가하여 제어목적 

달성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참고문헌 [9]의 기법은 

모든 파라메터 값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 불가능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2 [9]에서 제안한 제어기의 모의실험 결과: 실제 모델 파

라메터가        , 

로 주어진 경우

Fig. 2 Simulation results of the controller proposed by [9]: 

The case where      , 

  , 

4. 상태궤환 적분제어기 설계

이제 3장에서 알아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태 궤환 적

분제어기를 설계해 보자. 이를 위해서   
를 만족하는 평형점 

  
 

 
 과 정상상태 입력 를 구하면 아래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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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형점 
 

 
 에 대응하는 출력값은 

  
 

이다. 이제, 

   
   

   
 

   (3)

를 정의하고 비선형 모델식 (1)을 위 평형점에서 자코비안 선형

화로 근사시키면 식 (4)와 같은 선형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4)

또한,

 











 
   



 
   



  

 





















로 정하면 (4)는 (5)와 같이 간단하게 표현 가능하다

     (5)

이제, 새로운 상태변수 

 




    (6)

를 정의하고 출력 신호로 아래와 같은 신호를 고려하자.

    
  

   

그러면 (6)으로부터 다음을 얻을 수 있다.

          
   

 (7)

이제 (5)와 (7)을 이용하면 전체 시스템 동역학은 아래와 같이 

표현가능하다. 




 






 


 

 




 







 






 



  (8)

여기서,

    (9)

로 정하면 (8)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체 시스템의 동역학을 얻

을 수 있다.




 






 


  

 




 






 



  (10)

따라서, 행렬 

 



 


  

 

의 고유치가 모두 좌반평면에 존재하도록 제어이득  를 정

하면 전체 시스템 (10)은 안정하게 된다. 또한, 적분제어기의 성

질에 의해서[11]

lim
→∞

  

을 만족하게 되어 제어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결국 (3), 

(6), (9) 로부터 다음과 같은 최종 제어법칙을 얻을 수 있다.

   

 
 


 





  

 (11)

본 논문에서는 감염된 T세포의 농도를 1 [cell/mm3]로 만드는 

것을 치료목적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로 정하였다. 

또한, 
  로 설정하고 HIV 감염 모형의 평형점을 계산하면 


  , 

  , 
   ,   을 얻을 수 있다. 표 1

과 계산된 평형점을 이용하여 (4)식을 계산한 결과는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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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이득  는 LQR 기법으로 선정하였으며 가중행렬(weight 

matrix) (13)을 이용하여 얻은 제어이득은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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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9]에서 제안한 제어기의 모의실험 결과: 20개의 서로 

다른 랜덤 파라메터 불확실성에 대한 경우 

Fig. 4 Simulation results of the controller proposed by [9] 

for 20 different sets of random parameter uncer- 

tainties ( ,  , )

그림 5 제안한 제어기의 모의실험 결과: 20개의 서로 다른 랜덤 

파라메터 불확실성에 대한 경우 

Fig. 5 Simulation results of the proposed controller for 20 

different sets of random parameter uncertainties 

( ,  , )

      (14)

따라서 최종 제어법칙은 (11)로부터 아래와 같다.

    

 




 

5. 모의 실험

본 장에서는 Matlab/Simulink을 이용한 모의실험을 통하여 제

안된 제어기가 HIV 감염 모형 제어에 우수한 제어성능을 가짐을 

검증해 보도록 한다. HIV 감염 모형의 제어 목적은 감염된 T세포

를 일정한 값으로 억제시키는 것이다. 또한, 제어입력으로 사용되

는 약물인 RTI의 경우 일정 수치 이상으로 복용하게 되면 인체

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위험이 있기에 하루 최대 복용 수치에 제

한을 시켜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모의실험에서는 제어입력을 

≤≤의 범위로 제한시켰다. 먼저, 모델 (1)의 파라메터가 표 

1의 값과 일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은 초기조건이 로 주어진 경우의 모의실험 결과이다. 그림

으로부터, 감염된 보조 T 세포의 농도()가 치료 시작 후 대략 

20일 이후부터는 1 [cell/mm3] 이하로 잘 유지되고 있으며 건강

한 보조 T 세포의 농도()가 대략 480 [cell/mm3] 까지 크게 

증가하여, 치료목적을 잘 달성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 제안된 제어기의 모의실험 결과: 모델링 오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Fig. 3 Simulation results of the proposed controller: The 

case where there is no modelling error

한편, HIV 감염모형 (1)의 파라메터는 환자마다 그 값이 서로 

다르고 측정이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의 제어기 성능을 검증하

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파라메터 변동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6개의 파라메터가 모두 

표 1의 공칭 파라메터와 다른 경우에 대해서 20회 모의실험을 독

립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때 각각의 파라메터는 표 1의 공칭 파라

메터의 50% ~ 200% 사이의 랜덤 값이 되도록 선정하였다. 먼저 

참고문헌 [9]에서 제안한 기법을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였

고, 그 결과를 그림 4에서 볼 수 있다. 그림 4로부터 대부분의 경

우에 감염된 보조 T 세포의 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임을 볼 수 있

으며, 그림 2에서와 같은 매우 심한 진동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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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제, 제안된 제어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4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제어기 (14)의 모의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4와 비교

하여 감염된 보조 T 세포의 농도가 1 [cell/mm3] 이하로 잘 유

지되고 있으며 건강한 보조 T 세포의 농도도 충분히 높은 수치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9]에서 제안한 방식의 제어기는 6개의 

파라메터 모두가 불확실한 값일 때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는 점과 비교할 때 이는 매우 큰 개선점으로 보인다. 즉, 6개 파

라메터 모두의 변화가 존재하더라도 제안된 제어기는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의 임상실험에 적용하기 훨씬 용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HIV 감염 환자의 치료를 위한 상태궤환 적분제

어기를 제시하였다. 기존 기법 [9]에서는 HIV 감염 모형의 파라

메터 중    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적용가능 하였으

나, 새로 제안된 제어기는 파라메터    뿐만 아니라    값

이 부정확한 경우에도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컴퓨터 모의

실험을 통하여 입증하였다. 하지만, 기존 기법 [9]는 모든 상태변

수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가능 하였으나, 새로 제안된 기법

은 모든 상태변수를 알 수 있어야만 사용 가능하다. 이는 HIV 감

염모형의 모든 파라메터를 알 수 없는 경우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모든 상태변수를 

알 수 없을 때에도 사용가능한 기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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