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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서론서론서론 

 지난 30 년 동안 진화 및 유전원리에 기초한 문제해결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는데, 이러한 시스템들은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개체집단을 유지하고, 개체의 적합도와 몇 

가지 유전 연산자에 기초한 선택과정을 가지고 있다. 이들 시스템의 한 부류는 진화전략

(Evolution Strategies)의 부류로, 매개변수 최적화 문제에 대하여 자연의 진화원리를 흉내낸 

알고리즘이다.  

 genetic algorithm 은 요즘 컴퓨터공학에서의 최적화와 같은 문제, 전자공학에서의 neural 

networks 를 통한 신호처리, pattern recognition 과 같은 문제들 뿐 아니라 여러 개의 무의

미한 data 중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data mining 을 이용해서 경영학에도 이용되

고 있고 기계공학의 제어분야는 물론 공정설계에도 이용되고 있다.  

 기계공학의 제어분야에서 genetic algorithm 이 응용되는 때는 주로 시스템이 복잡하여 모

델링하기 어렵다거나(다자유도 시스템인데다가 다입력 다출력 시스템인경우) 모델링 하기는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모델링한 함수의 해를 구하기가 어려울 때(수치해석적인 방법으로 풀

더라도 수학적인 해가 초기치에 의존되고, 계산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3 차이상의 고차모

드의 진동을 제어할 때처럼 통상적인 제어의 방법으로는 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요즘 진화알고리즘 및 유전자알고리즘은 주로 최적화 문제에 쓰이는데, 이번 논문에서는 

최적화에서의 진화알고리즘의 효용성을 PID제어에서 임의의 다른 목표값들에 각각 최적화 

된 PID 계수값들을 찾는데 응용해 보았다. 실험대상 시스템으로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DC 모

터를 컴퓨터상에서 모델링한 것을 사용했는데, 물론 어떠한 시스템(system 이 정확하게 알려

지지 않았더라도)이라도 input 에 따른 output 값만 얻을 수 있다면 이 방법(진화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각각의 목표값들에 따른 최적화된 PID계수값들을 얻을 수 있다. 

 또한 genetic algorithm 이 기존의 최적화 알고리즘들과 다른 점은 수학적 제약이 거의 없

다는 것인데, 이유는 genetic algorithm 은 미지의 함수 Y=f(x)를 최적화하는 해 x 를 찾는 

모의 진화형의 탐색 알고리즘으로서, 최적화할 때 파라미터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

라 파라미터 집합을 코딩해서 사용하고, 결정론적인 천이 규칙이 아닌 확률적인 규칙을 허

용하고, 또한 단일해가 아닌 해집단을 탐색 공간으로 가지고, 미분가능성, 연속성 등과 같은 

최적화 함수의 정보를 필요치 안고 단지 적합도 함수(fitnessfunction)값만을 사용하기 때문

이다. 

 

2. 실험실험실험실험 대상대상대상대상 시스템으로시스템으로시스템으로시스템으로 사용한사용한사용한사용한 DC모터의모터의모터의모터의 컴퓨터컴퓨터컴퓨터컴퓨터 모델링모델링모델링모델링 

 Feedback Control of Dynamic Systems (Gene F. Franklin 외) 책에서 DC모터를 다음과 같이 모델

링 하였다.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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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식들을 라플라스 변환하여 전달함수를 만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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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을 풀어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motor 방정식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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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otor 방정식을 이용해서 open loop 제어를 해보았다. 

(초기 입력 5V, 모터위치(각도)가 ± 1500을 넘어가면 반대부호의 voltage를 줌.) 

 

       

그림. 모델링한 모터로 Open Loop 

Control 수행 



3. 각각각각각각각각 다른다른다른다른 임의의임의의임의의임의의 목표값에목표값에목표값에목표값에 도달하는데도달하는데도달하는데도달하는데 PID계수가계수가계수가계수가 달라야하는달라야하는달라야하는달라야하는 이유이유이유이유 

 각각 다른 목표값에 대해서 각각 다른 PID 계수들이 사용되어야함은 자명하다. 아래에서 

각각 다른 목표값에 대해서 서로 다른 최적의 PID 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간단히 

보였다. 물론 지정된 목표값에 대해서 진화알고리즘을 통해서 찾아낸 최적화된 게인값은 후

에 살펴보겠고 게인값에서 소수점 차원의 작은 차이가 settling time 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 또한 뒤에서 보이겠지만 일단 먼저 서로다른 목표값에 각각 다른 가장 좋은 PID 게인값

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잠깐 보이고자 한다. (settling time 은 error 값이 ± 0.01 안에 

들어올 때로 잡았다. 

 

 

 

 

 

 

 

 

          

 

      

 

 

그림. PID 제어(1) 

P gain=10, I gain=10, D gain=18 

목표 위치 = 100 

settling time : 0.000734sec 

그림. PID 제어(2) 

Kp=100; Ki=10; Kd=18 

목표 위치=100 

settling time : 0.000222 

그림. PID 제어(3) 

Kp=1000, Ki=10, Kd=2 

목표 위치=1 

settling time: 0.000028 

그림. PID 제어(4) 

Kp=1000, Ki=10, Kd=2 

목표 위치=60 

settling time : 0.000509 



 

          

 

 

 

 

 

 

 위의 실험 결과들에서 알 수 있듯이, 목표위치가 1 일 때 1000 의 P 게인값은 overshoot 조차 

없는 매우 좋은 성능을 나타내지만, 목표위치 60 에서는 그다지 좋은 성능을 나타내지 못했

고, 목표위치 70 에는 도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른 게인값들을 일정하게 놓고 P 게인만을 

500으로 했을 때 70에서 settling time 0.000421이라는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값과 함께 제어

를 수행할 수 있었다.  

 

4. 진화진화진화진화 알고리즘의알고리즘의알고리즘의알고리즘의 개요개요개요개요 

 여기서는 진화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아주 간단히 ‘초기화(initialization)’,’평가(evaluation)’,재생산(reproduction)’,’교배(crossover)’,’돌연

변이(mutation)’,’세대반복’ 으로 요약될 수 있는 진화 알고리즘의 각 단계는 각각 다음과 같

은 간단히 다음과 같이 설명될수 있다. 

 

 -- 진화 알고리즘의 각 단계 --  

(1) 초기화(initialization) : 최적화 대상 인자로 선정된 Kp, Ki, Kd를 먼저 생

물의 유전정보인 염색체에 해당하는 이진 코드로 변환한 후, 하나의 string

으로 합성하여 개체를 만들고, 이들을 최대 개체 수 만큼 임의로 생성하여 

초기 해집단(population)을 구성한다. 

 

(2) 평가(evaluation) : 각 개체들을 제어 게인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decoding한 후 시스템에 적용하고, 적합도 함수에 대입하여 적합도(fitness)

그림. PID 제어(5) 

Kp=1000, Ki=10, Kd=2 

목표위치=70 

settling time : 제어 실패! 

그림. PID 제어(6) 

Kp=500, Ki=10, Kd=2 

목표위치=70 

settling time : 0.000421 



를 계산한다. 

 

(3) 재생산(reproduction) : reproduction은 각각의 string이 가지는 적합도에 

따라 그 string을 복제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은 적합도가 높은 개체일수록 

다음 세대에 더 많은 자손을 가질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주어진 환

경에 더 잘 적응하는 개체만이 살아남는다는 자연 선택의 원리를 담고 있으

며, 이의 구현을 위해서 주로 biased roulette wheel selection방법이 이용된

다. 

 

(4) 교배(crossover) : 각 개체들을 두 개씩 짝지어서 부모(parents)를 구성

한 후, 교배율에 따라 개체 안에 있는 유전자 정보를 서로 교환하여 새로운 

정보를 갖는 자손을 만듦으로써, 재생산과 함께 개체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string의 좋은 부분을 결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도록 한다. 

 

(5) 돌연변이(mutation): 돌연변이율에 따라 각 개체 안에 있는 유전자의 돌

연한 형태로 새로운 유전정보를 갖는 개체를 만듦으로써, 과거에 잃어버렸

던 중요한 정보를 되찾을 수도 있으며 탐색의 방향이 지역적 극값으로 향할 

경우 여기서 벗어나도록 하여 전역적 탐색 성능을 더욱 향상시킨다. 

 

(6) 이와 같은 유전 연산자를 통해서 생성된 새로운 자손에 대해 적합도 함

수를 적용해서 각각의 개체에 해당하는 적합도를 계산한 후, 최대 세대수만

큼 (3)이하의 과정을 반복하면 적합도가 높은 개체는 번식하게 되고, 적합도

가 낮은 개체는 도태됨으로써 효과적으로 최적 제어 게인을 선정하게 된다. 

 

 

 pascal언어 형식의 pseudo code로 알고리즘을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Procedure evolution program 

 Begin 

   t ←0 

   initialize P(t) 

   evaluate P(t) 

   while (not termination-condition) do 

   begin 

      t← t+1 



      select P(t) from P(t-1) 

      alter P(t) 

      evaluate P(t) 

   end 

 end    그림. 진화알고리즘의 구조 

 

 

 일반적으로 진화 알고리즘에서는 평가함수(evaluation function)를 가장 적합한 값이 가장 높

은 적합도값을 갖도록 설계한다. 제어에서는 원하는 목표값에 가장 짧은 시간에 도착하는 

것, 즉 가장 작은 settling time을 갖는 것이 목표이므로 평가함수를 설계할 때 settling time에 

–1 을 곱해서 1000 을 더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작은 settling time 을 갖는 유전인자가 

가장 큰 적합도값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여기서 각각의 게인값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의 정확성을 갖는다. 

 그리고 세대는 1000세대동안 반복하도록 하였다. 

 

5. PID제어에의제어에의제어에의제어에의 적용적용적용적용 

(1) 목표 위치가 100일 때 

 먼저 각각의 게인값에 대해서 1 에서 20 사이의 값들 중 임의의 값을 넣어서 실험을 해 보

았다. 

  

 

 다음으로 진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의 정확도로 1<(게인값)<20 의 범

위에서, 1<(게인값)<100의 범위에서 각각 찾아낸 최적화된 게인값들을 적용해 보았다. 

그림. PID 제어, 목표값 100 (1) 

Kp=20, Ki=17, Kd=5 

Settling time : 0.00055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화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찾은 최적의 게인값을 적용했을 때 

settling time 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게인값의 허용범위를 1<gain<100 으로 놓고 

찾은 최적 게인값이 1<gain<20 의 범위에서 찾은 게인값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적해를 찾는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  

 

 여기서 찾아낸 각각의 게인값들에서 소수점들만을 없앴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살펴

보겠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각각의 게인값에서 소수점만을 없애었을 때 원래의 최적 

게인값에 비해서, 혹은 임의로 대입해서 찾아낸 값에 비해서도 매우 안좋은 결과를 나타내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목표위치를 1000으로 했을 때 같은 실험을 수행해보았다. 

 

그림. PID제어, 목표값 100 (2) 

허용된 게인값의 범위: 1<gain<20 

Kp=1.418, Ki=19.829, Kd=18.746 

Settling time : 0.000033 

최적해를 찾는데 걸린 시간: 약 5분 

그림. PID제어, 목표값 100 (3) 

허용된 게인값의 범위: 1<gain<100 

Kp=35.254, Ki=88.318, Kd=38.125 

Settling time : 0.000020 

최적해를 찾는데 걸린 시간: 약 20분 

그림. PID제어, 목표값 100 (4) 

Kp=1, Ki=19, Kd=18 

Settling time : 0.000496 

그림. PID제어, 목표값 100(5) 

Kp=35, Ki=88, Kd=38 

Settling time : 0.000247 



(2) 목표위치가 1000일 때 

 - 임의의 게인값 적용 

 

- 진화 알고리즘을 통한 최적게인값 적용 

      

 

 

 

 

- 각각의 최적 게인값에서 소수점 밑의 수들을 모두 없앴을 때 

  

 

 

 

그림. PID제어, 목표값 1000 (1) 

Kp=100, Ki=17, Kd=10 

Settling time : 0.000302 

그림. PID제어, 목표값 1000 (2) 

허용된 게인값의 범위 : 1<gain<20 

Kp=18.499, Ki=19.259, Kd=13.502 

Settling time : 0.000033 

최적해를 찾는데 걸린 시간 : 약 5분 

그림. PID 제어, 목표값 1000(3) 

허용된 게인값의 범위 : 1<gain<100 

Kp=65.746, Ki=63.667, Kd=11.989 

Settling time : 0.000022 

최적해를 찾는데 걸린 시간: 약 20분 

그림. PID제어, 목표값 1000 (4) 

Kp=18, Ki=19, Kd=13 

Settling time : 0.000486 

그림. PID제어, 목표값 1000 (5) 

Kp=65, Ki=63, Kd=11 

Settling time : 0.000349 



6. 결론결론결론결론 

 이 때까지의 논의와 실험 결과들에서 각각의 다른 목표 위치값에 대해서는 각각의 다른 최

적의 PID 게인값이 존재한다는 것과, 게인값의 매우 작은 변화가 제어의 결과에는 많은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산업현장에서 PID 제어를 이용해서 제어를 할 때 같은 일만 반복하는 특정 기계에 쓰

이는 제어기에서는 목표위치가 항상 같으므로 한번 최적의 PID 계수를 찾아낸 다음에는 계

수들을 조정할 필요가 별로 없겠지만, 여러 곳에서 응용되는 기계에서 PID 제어를 응용했다

면, 각각의 다른 목표위치값에 대해서 각각 다른 최적의 PID 게인값이 존재하므로 그 때마

다 최적의 게인값을 찾기 위해서 여러 번 다른 값들을 넣으면서 시도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

하고 비효율적인 일이다. 이러한 곳에 진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그때마다 최적화된 게인값

을 찾아낼 수 있다면 제어에의 진화알고리즘의 적용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한 곳에서만 쓰이는 기계라 할 지라도 시스템이 정확히 알려져있지 않은경우는 물론 예상하

지 못한 외란의 영향이 매우 큰 경우에도 input 에 따른 output 의 값만 정확히 얻을 수 있다

면 진화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최적화된 정확한 게인값을 얻을 수 있다.  

 보통 PID 제어의 게인값을 찾을 때 여러 값들을 임의로 넣어보면서 그중 가장 나은 값들을 

선택한다. 그러나 예를들어 게인값이 1 에서 100 까지의 임의의 값을 가질 수 있다고 할 때 

그 많은 값들을 일일이 넣어보면서 좋은 값을 찾는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또한 위의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소수점아래의 작은 값들이 제어

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작지 않았다. 따라서 임의로 게인값들을 넣어보면서 그중 

가장 결과가 좋았던 게인값이 최적의 게인값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PID 제어가 

이용되는 목적이나 때에 따라서 굳이 최적의 값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작을 수도 있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최적의 게인값을 찾을 수 있는 진화알고리즘을 

이용한 방법은 그러한 때에도 별다른 노력 없이도, 우리가 진화알고리즘을 확인하고 공부함

으로써 진화알고리즘을 믿을 수 있는 것 처럼, 믿을 수 있는 최소한 어느정도의 최적화된 

게인값을 찾아준다는 데서 제어에서의 진화알고리즘의 응용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비록 PID 제어의 게인값을 찾는데에만 진화 알고리즘을 응용하였지만, 제어의 다

른 여러 분야에도 진화알고리즘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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