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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methodology based on evolutionary optimization for simultaneously optimizing design 

parameters of controller and components of plant.  Genetic programming(GP) based bond graph model generation is adopted to 

open-ended search for the plant. Also GP is applied to represent the controller with a unified method. The formulations of 

simultaneous plant-controller design optimization problem and the description of solution techniques based on bond graph are 

derived. A feasible solutions for a plant/controller design using the simultaneous optimization methodology is illu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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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플랜트와 제어기는 서로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성

능을 얻기 위해서는 플랜트/제어기의 동시 최적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탐색공간이 방대하고, 일관된 방법론

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여러운 문제이다[1].  

플랜트를 구성하는 요소가 복잡할수록 플랜트의 구성 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제어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일부 분야를 제외

하고는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H/W 및 컴퓨팅 비용이 상

대적으로 내려가는 추세라, 고성능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플랜트와 제어기에 대한 동시 최적화가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

다. 기존에는 플랜트와 제어기의 분리 설계가 대부분이었고, 분야

에 따라 플랜트와 제어기를 함께 고려한 시도가 있어 왔으나 순

차적인 적용이나[2], 제한된 몇 개의 파라미터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 사항을 확장하여, 플랜트에 대해서 

임의의 열린 구성요소의 조합이 가능하게 함을 목표로 한다. 한

편, 본드 그래프를 이용한 복합 에너지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는 

설계 방법과 GP(Genetic programming) 진화연산을 사용하여 본

드 그래프 모델을 생성하는 연구가 본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3,4]. 이에 기반하여, 플랜트는 복합 에너지 도메인에 대해

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본드 그래프를 사용하여 구조 및 

파라미터의 제한이 없는 최적화 문제로 정의한다. 제어기는 PID 

방식을 사용하고, PID 계수가 최적화 대상 변수이다.

제어기와 플랜트의 동시 진화적 최적화를 위하여, 통합한 상태 

방정식 해석과정을 도출하고, GP를 사용하여 제한이 없는 플랜트

/제어기에 대한 동시 최적화 방법론을 제안한다.

 

2. 플랜트/제어기 동시 최적화 

2.1 문제 정의

그림 1에 전형적인 플랜트와 제어기 구조가 나와 있으며, 이들

의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플랜트가 고정되고, 제어기를 최적화

2) 제어기가 고정되고, 플랜트를 최적화

3) 플랜트와 제어기를 동시 최적화  

그림 1 플랜트/제어기 구조

Fig. 1 Structure of plant/controller 

1)의 접근은 전형적이고, 실제 널리 적용되는 방법이다. 2)의 

경우는 필요성이나 기대효과가 크지 않아서 거의 적용이 안 되고 

있다. 3)의 문제는 매우 난이도가 복잡한 문제로, 현재까지는 거

의 시도가 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는 고도의 정교한 시스템에 

점차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2 제어기의 설계 및 최적화 

제어기의 최적화는 제어 요소를 임의의 조합으로 구성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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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ID 제어기 구조

Fig. 2 PID controller 

우도 가능하나, 단일 입출력 문제에 대해서는 PID 제어기의 계수

를 최적화하는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으며, 성능 측면에서도 만

족스런 수준이다. 따라서 제어기만의 최적화는 PID 실수 계수(파

라미터)의 최적화에 해당하며, 비교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편이

다. 그림 2는 PID 제어구조를 나타내며, 여기서 계수 K1, K2, 

K3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2.3 플랜트의 설계 및 최적화 

플랜트(Plant)는 제어시스템에서 제어하고자 하는 물리적 대상

을 뜻하며, 전동기, 로봇,  HDD, 냉난방 공조기, 온도 제어시스

템,  자동차 현가장치, 그리고, 정유, 철강등의 대규모 설비시스템

도 포함한다. 

플랜트를 설계할 때, 대부분 구조가 고정된 제한 조건에서 적

합한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기존의 플랜트를 일부 

수정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도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

통적인 설계 방법 대신에 구조를 제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로

운 구성 요소의 조합을 통한 플랜트의 설계가 향후 대두될 전망

이다. 구성 요소의 수와 연결 관계가 열린 여러 회로에 대한  예

가 그림 3에 나와 있다.

그림 3 다양한 형태의 회로 시스템

Fig. 3 Various types of circuit systems 

2.4 플랜트와 제어기 설계의 동시 최적화 접근 

플랜트와 제어기 설계를 동시 최적화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필요하다.

- 설계에 대한 모델링 및 분석 도구

- 플랜트와 제어기의 일관된 모델링 방법

- 제한되지 않은 구조의 표현 및 생성 

- 플랜트와 제어기의 통합 해석법  

- 열린 구조에 대한 최적화 기법 

이를 위하여 본드 그래프(bond graph)와 유전 프로그래밍 

(GP)를 결합한 접근법을 사용하여 모델 생성, 해석, 그리고 최적

화를 수행한다. 이들 기법은 3절과 4절에서 설명한다.

3. 시스템 모델링 및 진화 생성 기법 

3.1 복합 도메인 모델링

본드 그래프(bond graph)는 모델링 도구로서 동적 시스템의 

모델링과 해석에 대한 일관된 접근법을 제공한다. 본드 그래프는 

모델링이 쉽고, 시스템의 특성을 명확히 나타낼수 있으며, 동적 

시스템의 상태방정식을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5].

다음 그림 4은 간단한 동적 시스템의 예이다. 단일 도메인 시

스템의 예로써, 왼쪽은 스프링-댐퍼-질량으로 구성된 기계적 시

스템이고, 오른쪽은 저항(R), 인덕터(L), 캐패시터(C)로 구성된 

RLC 전기회로이다. 가운데 의 그림이 두 시스템의 등가적인 본

드 그래프 모델을 나타낸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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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간단한 동적 시스템의 예와 본드그래프 - 기계적 시스템, 

전기 회로

Fig. 4 Simple example of dynamic systems and their bond 

graph model - mechanical system and electrical circuit

3.2 본드 그래프 구성요소

본드 그래프(bond graph)는 본드(bond) 와 노드의 상호 연결

된 조합으로 구성된다. 노드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요소로 나누

어진다. 첫째 에너지 발생요소로서 Se와 Sf가 있다.  Se는 작력 

소스(effort source)로서 작력(effort)을 입력으로 가지며, 전압, 

힘, 압력 등에 해당한다. Sf는 흐름 소스(flow source)로서 흐름

을 입력으로 가지며, 전류, 속도, 유속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에너지 저장 및 발산 요소로서, C, I, R이 있다. C는 캐퍼시턴스 

요소로서 작력과 변위(displacement)간의 정적인 관계가 존재한

다. 물리적인 스프링, 전기적인 캐퍼시턴스가 이에 해당한다. I는 

인덕턴스 흐름과 모멘텀과의 정적 관계를 포함하며, 물리적인 관

성과 전기적인 인덕턴스를 예로 들 수 있다. R은 저항 요소로서 

작력과 흐름간의 정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물리적인 댐퍼, 전기적

인 저항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접합요소로서 0-접합

(junction-0) 1-접합(junction-1)을 포함한다. 0-접합에서는 작

력변수가 연결된 모든 본드에서 공통이다. 1-접합에서는 흐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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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연결된 모든 본드에서 공통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 

에너지 변환요소로서 트랜스포머 TF와 자이레이터 GY가 있다

4. 플랜트와 제어기의 복합 모델링 해석법 

4.1 플랜트 상태방정식 

그림 5 시스템의 주요 벡터 및 관계

Fig. 5 Major vectors of system and causality

본드 그래프 모델에서 주요 벡터 및 관계는 그림 5에 나와 있

다. 본드 그래프 모델로부터 인과분석(causality analysis)[5]와 

0,1-접합에서의 에너지 흐름의 합으로부터 주요 구성요소들의 

관계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그림 6에서 저장(storage) 영역에 대한 인과관계는 식 (2)

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Z 는 상호에너지 벡터, X 는 

에너지 벡터, S 는 정방행렬을 나타낸다.

 ㆍ                      (2)

그리고 소실(dissipation) 영역에 대한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Dout은 출력벡터, Din은 입력벡터, L

은 정방행렬을 나타낸다.

      ㆍ                   (3)

 

ẋ 와 Din에 대한 접합(junciton) 구조는 다음 행렬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 ∙            (4)

      ∙∙ ∙          (5)

식 (3) 을  식 (5)에 대입하면 식 (7)을 얻을 수 있다.

  


      (7)

식 (2)를  식 (7)에 대입하면 식 (8)이 된다.

  


    (8)

식 (2)와 (8)을  식 (4)에 대입하면 식 (9)를 얻는다.

   





               (9)

  

   이를 상태방정식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0)

4.2 플랜트와 제어기의 결합된 상태방정식

본드 그래프 모델로 구성된 플랜트와 라플라스 변수로 구성된 

제어기의 결합된 상태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유도될 수 있다. 그

림 6의 우측에 있는 플랜트에 대한 상태방정식은  식 (11)과 

(12)로 나타낼 수 있다.

  ∙∙                      (11) 

   ∙ ∙                     (12)  

그림 6 좌측의 제어기에 대한 상태방정식은  식 (13)과 (14)로 

나타낼 수 있다.

∙                   (13)

 ∙               (14)

여기서, BCC , BCS , CCC , DCC , DCS의 첨자는  제어기에서 입

력이 기준입력(Us)과 피드백에 의한 입력(Uc) 두 가지이므로 이

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림 6 플랜트와 제어기의 입출력 관계

Fig. 6 Input/output relationship for plant and controller 

플랜트와 제어기의 연결을 위해서,   ,    

로 놓는다. 그리고,  Uc와 Up를 제거하기 위해서 식 (15)-(18)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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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전개한다.

  ∙∙                      (15)

  ∙                          (16)

                    (17)

                     (18)

식 (18)에 식 (16)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
 라 놓으면

  ∙    (19)

  

여기서,  ∙     

식 (16)에 식 (18)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20)

여기서, ″  ,

         ″  ,

         ″ 
식 (15)에 식 (19)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   
     

      (21)

 여기서,   ,

             ,

           

  식 (17)에 식 (20)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22)

여기서,   ″  ,

        ″  ,

        ″ 
정리하면 통합 상태방정식은 다음 식 (23), (24)로 표현할 수 

있다.

 



 


 

 




 









 





   (23)

      



 


  

″ ″



 









 


 

″             (24)

4.1절과 4.2절을 종합하여, 플랜트에 대한 상태방정식과 제어

기에 대한 상태 방정식이 주어지면, 이 둘을 결합하여 통합 상태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전체 시스템의 성능 평가가 가능

하다.

5. GP 기반 플랜트/제어기의 진화적 최적화 방법론

5.1 Genetic Programming 

유전 프로그래밍(GP)[6]은 유전 알고리즘(GA)과는 달리 비트

나 실수에 의한 스트링이 아닌 트리로 개체를 표현한다. 이때 트

리의 노드는 하나의 함수나 터미널을 나타내며 각 개체는 이러한 

함수와 터미널들의 집합으로 표현된다.  부가적으로 GA가 대부

분 고정 크기의 염색체를 이용하는데 반해, GP는 트리의 특성상 

가변크기의 염색체를 사용한다. 또한, 트리 형태를 사용하므로 유

전자 크기가 가변이며, 구조적으로 열려진 공간의 탐색 문제에 

적합하다. 그림 7에 두 개의 트리가 서로의 서브 트리를 교체하

여 새로운 두 자손 개체를 생성하는 GP의 유전 연산이 설명되어 

있다.

그림 7 GP의 유전 연산

Fig. 7 Genetic operation of GP

5.2 GP 기반 본드 그래프 진화 생성 

GP를 통해 진화적으로 생성된 트리가 그림 8에 나와 있다. 트

리의 각 노드내의 함수나 터미널은 본드 그래프 모델을 적합하게 

생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의되었으며, 이 함수와 터미널들을 조

합하여 임의의 트리 개체들을 생성하고 이들을 선택과 교배를 통

해 진화시켜 적합도가 높은 개체를 생성한다. 그림 8을 그림 9의 

초기(embryo) 모델에 적용시키면 점선 사이의 1과 0 접합점으로

부터 원으로 표시된 새로운 부분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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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플랜트/제어기 동시 최적화 예제

Fig. 10 Example of simultaneous optimization for plant/ 

controller 

그림 11 플랜트/제어기 GP 개체 표현 

Fig. 11 GP individual representation for plant/controller  

그림 12 플랜트/제어기 GP 개체 표현 

Fig. 12 GP representation for plant/controller

그림 8 본드 그래프 모델에 대한 GP 트리의 예

Fig. 8 Example of a GP tree for a bond graph model 

그림 9 GP 트리로 생성된 본드 그래프 모델

Fig. 9 Generated bond graph model by the GP tree

5.3 GP를 사용한 플랜트/제어기의 최적화 기법

4절에서 임의의 플랜트/제어기에 대한 상태 방정식을 도출하

였으므로, 이번 절에서는 GP 진화연산을 통해 플랜트와 제어기를 

단일한 트리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대상 예제

로 제어기는 PID 방식을 선택하고, 플랜트는 임의로 구성된 본드 

그래프 모델이라고 가정한다(그림 10). 여기서, PID 계수는 실수 

최적화 문제이고, 플랜트는 구조와 계수가 복합된 최적화 문제이

다. 목적함수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의할 수 있다.

플랜트/제어기의 동시 최적화를 위해서는 진화연산 과정에서 

플랜트와 제어기를 하나의 개체로 표현해야 한다. 이 점이 기존

에 플랜트와 제어기를 각기 분리해서 최적화하는 방식과 달리 매

우 어려운 문제이다. 스트링 개체를 사용하는 GA(Genetic 

Algorithm)는 PID 제어기의 계수만을 최적화하는데 적용 가능하

지만, 제한되지 않는 플랜트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플랜트에 대해서 열린 구조의 표현이 가능한 

GP 진화연산을 적용하고, 플랜트/제어기를 하나의 GP 개체로 표

현하여 통합최적화를 수행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먼저 제어기에 해당하는 GP 개체는 플랜트의 출력(C)를 피드

백으로 받아서 기준 입력(R)과의 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트리 표현의 생성을 통해서 PID 제어기에 대한 해

의 구성이 가능함을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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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의 위에 있는 트리는 ADF(Automatically Defined 

Function)라는 모듈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그림 10의 피드백 루

프에서 신호가 처리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즉, 플랜트 출력 

S10이 센서 H를 통해 기준입력 Ref와 비교된다.  ADF는 아래 트

리의 터미널에서 3번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PID의 3개 계수에 

입력으로 들어간다. 그림 11의 아래는 PID 제어기 부분을 나타내

며, ADF로부터의 신호인 S8을 공통으로 받고 각 P, I, D에 대한 

계수를 Param 값으로 설정하여 PID 제어기 출력을 내보낸다. 이

를 통해 나온 신호 S1이 본드 그래프 모델로 구성된 플랜트의 제

어 입력으로 들어간다.  

플랜트는 그림 8의 트리와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며, GP 진화

연산을 통해 임의의 본드 그래프 요소의 조합으로 생성된다. 그

림 12는 플랜트와 제어기를 통합해서 표현한 개체 해로서, 이러

한 해들을 평가, 교배 및 선택과정을 세대를 반복하여 수행한다. 

즉, 제안된 방법을 통해 플랜트를 제어기와 결합하여 동시에 목

적함수를 죄적화하는 방향으로 진화시킬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제어기와 플랜트의 동시 진화적 최적화를 위

하여, GP 기반의 본드 그래프 생성기법을 통해 제한되지 않는 

플랜트를 표현하고, 제어기까지 단일 GP 개체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플랜트와 제어기에 대한 통

합한 상태 방정식 해석과정을 도출하고, 플랜트/제어기에 대한 

동시 최적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향후, 상기 방법을 사용하여 실제 플랜트/제어기를 생성하고, 

평가 및 진화를 통한 동시 최적화 실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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