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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ork to raise the bridge plate by using two hydraulic cylinders is very dangerous when generating the 
unbalance state between cylinders. For solving this problem, one cylinder is forced to follow the trajectory of 
another cylinder instead of applying the same trajectory to two cylinders at once. In this paper, the control 
method for dynamic stable on lifting the bridge plate is proposed. The simulation model is derived by using 
commercial software, AMESim and MatLab/simulink. The PID controller is designed on one cylinder for 
following the reference trajectory and the adaptive controller is designed on another cylinder for tracking the 
displacement of one cylinder. The performance improvement is shown by comparing the simulation results 
through compute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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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각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정기적인 점

검과 보수가 필수적이다. 교각 상판의 이음새 부분에 

크랙이나 연결핀에 문제가 발생하면 상판의 무게를 

고려하여 대형 크레인을 사용하거나 상판 하부에 유

압실린더를 설치하여 일정한 높이만큼 들어 올려 문

제가 되는 부분을 수리하게 된다. 이때 대형 크레인

의 사용은 제약 조건이 많으므로 유압실린더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상판을 들어 올릴 때 수평을 유지하

지 못하면 무겁고 길이가 긴 상판이 한쪽으로 기울어

져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유압실린더를 사용하여 교각의 상판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상판 양단의 하부에 유압실린더를 각각 설

치하고 동일한 기준 궤적을 추종하도록 각각 독립적

으로 제어기를 설계하여 유압실린더를 동작시킨다. 
이때 만약 한쪽 유압실린더에 외란이 발생하여 추종 

성능이 악화되면 양쪽 유압실린더의 변위량에 차이

가 생겨나고 상판의 수평 유지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변위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상판의 상승 

또는 하강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상판이 심하게 흔들

거리면 작업자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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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쪽 유압실린더의 기준 궤

적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서로 다른 궤적을 추종

하도록 한다. 한쪽 유압실린더(A)의 변위는 계획된 

기준 궤적을 추종하도록 제어기를 설계하고, 다른 한

쪽 유압실린더(B)의 변위는 다른 유압실린더(A)의 실

제 변위를 추종하도록 제어기를 설계한다. 또한 외란 

등을 고려하여 유압실린더의 상승 및 하강 속도를 일

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강인제어기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유압실린더를 사용하여 교

각의 상판을 수평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컴퓨터 시

뮬레이션을 통하여 구현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유압전용 해석 프로그램인 IMAGINE S.A에서 개발한 

AMESim을 사용하여 교각의 상판 및 유압시스템을 

구성하였고, 제어기 설계는 MatLab/simulink을 사용하

였다. 전체 시스템은 프로그램과의 인터페이스를 통

하여 구성하였다. 상판을 수평으로 들어 올릴 때 언

밸런스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은 한쪽 유압실린더에 

PID 제어기를 설계하여 계획된 기준 궤적을 추종하

도록 하며, 다른 한쪽 유압실린더에는 적응제어기를 

설계하여 한쪽 유압실린더의 실제 변위를 추종하여 

양쪽 유압실린더의 변위차를 줄이도록 하였다. 제안

된 제어시스템의 성능을 PID 제어기로 구성된 제어

시스템의 성능과 비교하였다. 

2. 시뮬레이션 모델

  교각의 상판을 수평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에서 상

판의 크기 및 하중은 크고 유압실린더에서는 고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IMAGINE S.A에서 개발한

AMESim을 사용하여 유압시스템을 구성하고, Mat- 
-Lab/simulink를 사용하여 제어기를 설계하며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시뮬레이션 한다. 
  Fig. 1은 교각의 상판을 들어올리기 위한 모델의 

개략도를 나타내고 있고, Fig. 2는 AMESim을 사용하

여 구성된 시뮬레이션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교각 

상판 양쪽에 각각 독립된 두 개의 유압실린더가 설치

된다. 
  유압 작동유의 물성치는 오일 메이커에서 제공하

는 값들을 사용하며, Table 1에 작동유의 물성치를 나

타내고 있다. 펌프는 고정 토출 유량 펌프로 선정하

고, 펌프의 토출 유량은 350[cc/rev]으로 한다. 이때 

모터의 회전수는 190[rpm]으로 일정하다. 밸브는 스

풀이 내장된 비례전자밸브 형태로 선정한다. 스풀의 

동작 범위는 중립점에서 ±10[mm]이며, 작동 주파수

는 2[Hz], 밸브를 동작시키는 최대 입력값은 40 [mA]
로 선정한다. 이때 입력과 스풀 변위는 비례하는 것

으로 가정한다. 스풀 변위에 대한 개구면적은 실제 

밸브에 적용되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Fig. 1 Schematic diagram of simulation model

Fig. 2 Simulation model using AMESim

para. value unit

Density 850 kg/m3

Bulk modulus 17000 bar

Kinematic viscosity 51 cSt

Fractional air content 0.1 %

Temperature 50 ℃

Table 1 Parameters for hydraulic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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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은 밸브의 개구면적 선도를 나타내고 있다. 
스풀의 변위에 대하여 개구면적은 비선형으로 구성

되며, 유압실린더가 하강할 때는 자중을 고려하여 개

구면적이 작게 설치되어 있다. 
  두 개의 유압실린더는 편로드 실린더를 사용하며,  
유압실린더의 사양을 나타내면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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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pen area of spool valve

para. value unit

initial displacement of
piston 0.3 m

piston diameter 184 mm

rod diameter 127 mm

length of stroke 0.7 m

viscous friction coefficient 500 N/(m/s)

Table 2 Parameters for hydraulic cylinder

Fig. 4 Flow chart of simulation model 

  시뮬레이션은 AMESim을 사용한 유압시스템과 

MatLab/simulink을 사용한 제어기를 인터페이스하여 

실행하였다. Fig. 4는 시뮬레이션할 때 인터페이스 과

정을 나타내고 있다. AMESim에서는 “Simu- -Cosim” 
블록을 사용하여 simulink와 인터페이스하고, simulink
에서는 “S-Function” 블록을 지정하여 AMESim과 인

터페이스한다[1,2]. 인터페이스 데이터는 AMESim 모델에

서 생성되는 유압실린더의 변위와 속도, MatLab/simulink 
모델에서 생성되는 제어 입력이다. Fig. 5는 인터페이

스를 통해 실제 시뮬레이션 과정을 나타낸다. simulink 
상에서 시뮬레이션 시작을 지정하면 MatLab 상에서 

인터페이스 정보가 나타나고, AMESim과 인터페이스

한다. 이때 증분시간을 동일하게 지정하고 인터페이

스 데이터의 단위를 동일하게 지정해야 한다[2].

3. 제어기 설계

  수평을 유지하며 교각 상판을 들어올리기 위한 본 

연구에서의 알고리즘은 한쪽 유압실린더(A)에 PID 
제어기를 설계하여 변위를 계획된 기준 궤적에 추종

하도록 하고, 다른 한쪽의 유압실린더(B) 변위를 한

쪽 유압실린더(A)의 실제 변위에 추종하도록 적응제

어기를 설계한다. 적응제어기를 설계하기 위하여 2장
에서 구성한 유압실린더 모델을 선형화한다.

  

(a) AMESim              (b) simulink

(c) MatLab
Fig. 5 Simulation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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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에서 토출된 유량은 스풀밸브의 개구면적을 

지나 유압실린더로 공급되면 압력이 형성되어 유압

실린더의 변위가 발생한다. 스풀밸브를 지나 유압실

린더로 공급되는 유량을 오리피스 방정식을 적용하

여 나타내면 식(1)과 같다[3].

  (1)

  여기서 는 스풀밸브를 동작시키는 신호, 는 유

압실린더의 압력을 나타낸다. 과 는 유량계수 및 

유량-부하압력 계수를 각각 나타낸다.
  연속방정식을 적용하여 유압실린더의 압력 변화율

을 나타내면 식(2)와 같다[3].




   (2)

  여기서 는 유압실린더 변위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유압실린더의 피스톤 면적, 작동유의 체적

탄성계수, 유압실린더의 체적 등을 나타낸다.
  유압실린더의 운동방정식을 나타내면 식(3)과 같다. 


     (3)

  식(1)~(3)을 라플라스 변환하여 스풀밸브의 입력 신

호에 대한 유압실린더의 변위의 전달함수를 나타내

면 식(4)와 같다. 

  





 


 (4)

   여기서    ,        

 



            


,   


          

  모델기준 적응제어 기법을 적용하여 유압실린더의 

변위를 제어하기 위한 블록선도를 나타내면 Fig. 6과 

같다[4,5]. 

Fig. 6 Block diagram of cylinder control system using 
a adaptive controller

  여기서 는 유압실린더 모델의 전달함수, 
는 기준 모델의 전달함수를 나타낸다. 적응 제

어기는 피드포워드 제어기와 피드백 제어기로 구성

되며, , , , 는 제어기의 게인들을 나타낸다. 

  Fig. 6에서 기준 궤적 에 대한 유압실린더 의 

변위 의 폐루프 전달함수를 나타내면 식(5)와 

같다.

  
 


 

  
      

 

(5)

  식(5)에서 유압실린더의 폐루프 전달함수는 극․영

점 상쇄에 의하여 2차 전달함수로 근사시킬 수 있으

므로 기준 모델을 ITAE의 기준에 근거로 하여 2차 

전달함수로 선정하면 식(6)과 같다.

  










 (6)

  여기서 은 유압실린더의 동특성을 반영하는 절

점주파수를 나타낸다.
  적응 제어시스템에서는 유압실린더의 폐루프 전달

함수와 기준 모델과의 오차를 최소화시키므로 식(7)
을 만족해야 한다. 

≅   (7)

  식(7)을 성립하기 위하여 식(5), (6)에서 제어기 게

인들을 유도하면 식(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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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a)

  



    (8.b)

   


 

  (8.c)

   

  (8.d)

  식(8)에 표현된 4개의 제어기 게인들은 의 함수

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를 적응시키면 나머지 게인

들도 적응되어질 수 있다.  
  이제 적응 오차를 유압실린더 모델의 출력과 기준 

모델의 출력과의 오차로 정의하면 식(9)와 같다.

      (9)

  한편, 평가함수를 적응 오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나

타내면 식(10)과 같다[6].

  
∥ ∥  (10)

  제어기 게인 의 적응을 위하여 게인의 변화율에 

경사 추정법을 적용하여 평가함수 기울기의 반대방

향이 되도록 하면 식(11)과 같다[6,7]. 







  



  

 (11)

  여기서 는 설계 변수인 적응 게인을 의미한다.
  식(11)을 적분하여 제어기 게인을 나타내면 식(12)
와 같다. 

   




    (12)

식(12)를 식(8)에 대입하여 나머지 3개의 제어기 게인

들을 구하면 식(13)과 같다.

 



    (13.a)

 




  (13.b)

 

  (13.c)

4. 시뮬레이션 결과 및 고찰

  시뮬레이션에서 기준 궤적은 교각 상판을 일정한 

속도로 상승시켰다가 하강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상
승과 하강시간은 각각 10[s]로 선정하였고, 상승과 하

강 속도는 동일하게 0.03[m/s]로 선정하였다. 상판을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한 두 개의 유압실린더 변위의 

허용 오차 범위는 ±3[cm] 이내로 설정하였다.
  계획된 기준 궤적을 추종하기 위하여 유압실린더

(A)에 PID 제어기를 설계하였고, 유압실린더(A)의 실

제 변위를 추종하기 위하여 다른 유압실린더(B)에도 

PID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PID 제어기의 게인은 과도

응답 특성과 시행착오법을 적용하여 선정하였으며, 
Table 3에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유압실린더(A)의 실제 변위를 추종하기 위한 유압실

린더(B)에 설계된 적응 제어기의 설계 게인을 나타내

면 Table 3과 같다.
  Fig. 7은 교각의 상판을 들어 올리는 계획된 기준 

궤적과 유압실린더(A)의 변위를 나타내고 있다. 상판

을 들어 올리는 높이는 30[cm]로 선정하였고, 상승과 

하강 속도는 일정하게 선정하였다. 유압실린더(A)의 

경우 시작점과 피스톤 속도의 방향이 변하는  10[s] 
부근에서 시간지연이 나타나며, 상판이 하강할할 때 

자중에 의하여 변위의 진동이 나타나고 있다. 
  Fig. 8~1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유압실린

더(A)의 실제 변위를 기준 궤적으로 고려하여 유압실

린더(B)의 변위를 추종시키는 제어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Fig. 8은 PID 제어기와 적응 제어기의 제어입력

을 나타내고 있다. 제어입력의 범위는 ±40 이내로 한

정한다. 적응 제어기의 제어입력은 PID 제어기의 제

어입력과 비교하여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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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강하는 10[s] 이후 PID 제어기의 제어입력에서

는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Table 3 Controller type

cylinder(A) cylinder(B)

case.
Ⅰ

PID
(P:300, I:500, D:50)

PID
(P:5000, I:800, D:100)

case.
Ⅱ

PID
(P:300, I:500, D:50)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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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ylinder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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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pool displacement

  Fig. 9는 각각의 제어기를 적용한 경우 스풀밸브의 

스풀 변위를 나타내고 있다. 스풀 변위의 범위는 ±10[mm]
이내로 한정한다. 제어입력에 의하여 적응 제어기를 

적용한 경우 스풀 변위는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으나, 
PID 제어기를 적용한 경우 진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Fig. 10은 각각의 제어기를 적용한 경우 기준 궤적

인 유압실린더(A)의 실제 변위와 제어대상인 유압실

린더(B)의 변위를 나타내고 있다. PID 제어기를 적용

한 경우 유압실린더(B)의 변위는 기준 궤적인 유압실

린더(A)의 변위를 양호하게 추종하고 있으나, 지속적

으로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변위가 감소하는 

10[s] 이후에는 교각 상판의 자중에 의하여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비교하여 적응 제어기를 

적용한 경우 유압실린더(B)의 변위는 기준 궤적을 따

라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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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ylinder displacement

  Fig. 11은 기준 궤적인 유압실린더(A)의 실제 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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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제어대상인 유압실린더(B)의 변위와의 오차를 나

타내고 있다. 각각의 제어기를 적용한 경우 두 개의 

유압실린더 변위의 오차는 허용오차 범위인 ±3[cm] 
이내에 존재한다. 적응 제어기를 적용한 경우 상판의 

상승과 하강시 편차가 존재하나, 진동의 폭이 크지 

않다. 그러나 PID 제어기를 적용한 경우 진동이 심하

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상판의 운동이 안정

적이지 못하여 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작업자의 불안

감이 고조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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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압실린더를 사용하여 교각의 상

판을 들어 올릴 때 언밸런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한쪽 유압실린더에는 PID 제어기를 설계하고, 
다른 한쪽 유압실린더에는 적응 제어기를 설계하여 

PID 제어기로 동작되는 유압실린더의 실제 변위를 

추종하도록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시뮬레이션 모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

압전용 해석 프로그램인 AMESim과 제어기 설계가 

용이한 MatLab/simulink를 사용하였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상판을 들어 올리는 작업 환경을 구현할 수 

있었다. 
2. 유압실린더의 실제 변위를 추종하기 위하여 

PID 제어기를 설계한 경우 추종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P게인을 증가시키면 진동의 폭이 증가하여 양

쪽 유압실린더의 변위차가 증가하여 언밸런스가 발

생되기도 하였고, P게인을 감소시키면 진동의 폭은 

감소하나 추종 성능이 악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양쪽 유압실린더의 언밸런스 방지를 위하여 적

응 제어기를 설계한 경우 유압실린더의 변위차는 존

재하나 허용 오차 범위 내에 존재하며, PID 제어기를 

적용한 결과와 비교하여 변위의 진동 폭이 크지 않아 

작업자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적

응 제어기를 설계할 때 적응 게인 의 영향보다는 

기준 모델의 절점 주파수 과 의 초기값의 영향

이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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