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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lectro-hydraulic servo motor is used to a lot of in the field of industrial equipment which requires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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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hydraulic servo motor system are  made for 1-step ahead predictive control. The parameters of electro-hydrau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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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기 유압 서보 모터 시스템은 기계 유압식에 비하여 부

품의 복잡성을 일 수 있고 유량, 유압 등을 포함하는 다수

의 제어 라미터를 동시에 제어하는 복합 제어 시스템에 

합하다. 한, 기 유압 서보 모터는 출력토크가 크고 다

른 동력 시스템보다 응답성이 뛰어나서 일반 산업에서부터 

군사 분야 등의 고속, 고 정 도의 속도 제어에 리 사용되

고 있다. 이러한 유압 서보 모터의 제어는 고유의 비선형

인 특성 때문에 시스템의 정확한 수학  모델을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유압 구동장치의 운동에 있어서 외부 

부하  속도의 변화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에 한 외란을 

효율 으로 제어하여야 한다. 유압 시스템은 비선형성이 강

하고 정확한 모델링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제어 라미터의 

최 값을 이론 으로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 때문

에 일반 으로 유압 시스템의 제어기 설계에서는 경험과 실

험 결과에 의존하여 최  라미터를 결정하고 있다.[1]-[2] 

기존에 기 유압 서보 모터 시스템 련 연구는 주로 PI, 

PID 제어를 비롯한 범용 인 제어 방법을 용하여 실시되

었다. 이 같은 연구들은 출력으로 생된 결과값을 피드백시

키는 제어방법이기 때문에 측 제어를 통한 제어 정확성 

향상에는 한계성으로 작용하게 된다.[3-[5]  

본 연구의 목 은 1 단계 앞선 랜트의 출력을 추정하는 

측 모델(predictive model)을 개발하고 이 측 모델을 이

용하여 시스템의 출력을 이상 인 값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것이다. 먼  기 유압 서보 모터 시스템의 이산

화 모델을 구하여 체 시스템의 차수를 결정한 후 이상

인 시스템의 출력을 내는 기  모델의 라미터들을 결정하

다. 재의 유압 서보 모터 시스템의 라미터들은 동작 

조건에 따라 매순간 변하게 되므로 이러한 라미터들의 정

확한 값은 알 수가 없으므로 시스템에 가하여지는 입력신호

와 시스템에서 나오는 출력 신호를 가지고 유압 서보 모터 

시스템의 라미터들을 반복 최소 자승법(Recursive least 

squares algorithm, 이하 RLS)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시스템

의 1단계 이후의 출력이 기  모델의 출력과 일치할 수 있

는 제어기(Controller) 설계 방법을 제시하 다.

2. 기 유압모터 시스템 

2.1  시스템 모델링

유압 서보 시스템의 구성은 Fig. 1과 같이 서보 밸 , 유압 

모터  부하, 센서 그리고 제어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서보 밸 는 2단 기 유압식 서보 

밸 로서 식(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1)

여기서 xv는 서보밸 의 변 , V은 입력 압, Ksv
는 

밸 의 게인, τ
v
는 서보 밸 의 시상수이다.

한 서보밸 의 부하유량 QL은 식(2)과 같이 된다.

                                    (2)

여기서 K q
는 유량이득, K c

는 유량압력계수, PL은 부하 

압력이다. 유압모터의 연속방정식은 식(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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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기서 Dm은 모터의 배제용 , C tm모터의 설계수, β
e

는 체 탄성계수, θ
m
은 모터의 회 각도, s는 라 라스 연

산자이다. 

그림 1  유압 서보 장치의 구조

Fig. 1  Construction of the hydraulic servo system

한 쿨롱 마찰력을 무시한 부하의 운동방정식을 유도하

면 식 (4)과 같이 된다.

  
                    (4)

여기서 J t는 모터의 성, Bm은 성 감쇄 계수, G는 

비틀림 스 링계수, TL은 부하이다.

식 (2),(3),(4)으로부터 서보 밸 의 변 에 한 유압 모

터의 속도 응답을 구하면 식 (5)와 같이 된다.




 



 





                        (5)

여기서 는 유압시스템의 고유진동수, δ h는 핑 계수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유압시스템을 2차 시스템으

로 모델링하 다.

실제의 유압시스템의 계수들을 추정하기 한 반복최소자

승법(Recursive least square method)은 식 (6)과 같이 된다.

p( t+1)
 







 




 





      (6)

여기서 y(t)는 시스템의 출력, θ( t)는 시스템의 라미터 

벡터, θ̂( t )는 추정한 라미터 벡터, λ
1,λ 2는 입력 인수 

(Forgetting factor), φ( t)는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 신호 벡터이다.

2..2 측 응제어 설계

일반 인 선형 시스템의 이산화 모델의 달함수는 식 (7)과 같다.

                                   (7)

여기서, y(t)는 출력신호 u(t)는 입력신호이고

    
  

  …  
     

  
  ⋯

  , b 0≠0

이다. 식 (7)을 Regression 형태로 바꾸면 식(8)과 같이 된다.

   ⋯  ⋯  













⋮




⋮


 

         

                                                    (8)

여기에서 θ T는 시스템의 라미터 벡터가 되고 φ( t)는 측

정 벡터가 된다. 본 연구의 기유압 시스템은 2차 시스템이므로 

식 (7)과 같이 이산화 시키면 달함수는 식 (9)와 같이 된다. 







 



 



                           (9)

식 (9)에서 입력신호 u( t)는 서보 밸 의 입력 압 V가 

되고 출력신호 y( t)은 유압 모터의 회  속도가 된다.

기  모델은 시스템의 오버슈트가 없으며 가장 빠른 시간으로 

시스템이 정상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10)

  Fig. 2는 기  모델의 출력선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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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  모델 출력

Fig. 2 Reference model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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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  모델의 출력값 y*(t+1)에 가장 빠르

게 일치하기 해서는 식 (11)과 같은 Cost function을 최소

화시킬 수 있는 입력 신호, u(t)를 구해야 한다.

 


                      (11)

따라서 ∂J
∂u( t)

= 0를 구하면 식 (12)와 같다.



 


   (12)

)(
)(
qA
qB

)( 1−qβ )( 1−qα

)1(ˆ +ty

)(tu )(ty

1-step ahead predictor

그림 3  1단계 측기

Fig. 3  1-Step ahead predictor

1 단계 앞섬 측 신호, y( t+1)은 Fig. 3과 같이 재 

입력신호, u(t)와 재의 출력신호, y(t)를 가지고 만들게 

되므로 식 (13)과 같이 쓸 수 있다.

          

      
 ⋯           (13)

따라서 식 (12)은 식 (14)과 같이 쓸 수 있다.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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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단계 측 제어

Fig. 4 1-Step ahead predictor control

따라서 Fig. 4와 같이 기 모델을 추종하는 제어 입력신

호 u(t)를 구하면 식 (15)와 같이 된다.

  

 

 

 ⋯





  
 




⋯






 







 

 ⋯     (15)

2. 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스템 상수들은 Table 1에 나타나 

있으며 이 들을 식에 입하면 서보 밸 의 달 함수는

 

 

× 

×
                        (16)

이고 유압 모터와 부하계의 달 함수는 


× 


              (17)

가 된다. 

식 (16)과 식 (17)로부터 기 유압 서보 시스템 랜트의 

달 함수를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s 3의 계수는 매우 작

으므로 무시하고 샘 링 시간(Sampling time) 0.05 로 하여 

Zero order holder method로 이산화 시켜서 구한 기 유압 

서보 시스템의 이산화 달 함수는 식 (18)과 같이 된다.



 

 




 
              (18)

 방정식을 차분방정식으로 다시 표 하면 식(19)과 같

이 된다.

      
    

(19)

시스템의 라미터 벡터는

θ T                   (20)

이 되고 측정 벡터는 

          (21)

이며 n=1, m=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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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유압 서보 장치의 사양 

T able 1  Dimension of the electro-hydraulic servo system

Component Parameter Symbol Value

Servo valve

Flow gain 

1.182847034 






 




Flow-pressure    
coeff.



× 





  




Valve gradient ω   

Discharge coeff.  0.61

Time constant  ×    

Valve gain  0.00085  

Supply pressure  ×  

Cross-section of  
piston

 ×   

Hydraulic undamped 
natural frequency  80.07359428     

Hydraulic damping 
ratio

 2.581139989

Hydraulic 
motor

Total volume  ×   
Volumeteric 
displacement

 ×    

Total inertia of 
motor and load

 ×  ⋅ 

Viscous damping    
coeff.

 0.010119

Oil
Bulk modulus  ×  

Density  ×   

Tachometer Gain  0.026



 
 




System 
Input Input Voltage  1[V]

식 (16)과 식 (17)로부터 기 유압 서보 시스템 랜트의 

달 함수를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s 3의 계수는 매우 작

으므로 무시하고 샘 링 시간(Sampling time) 0.05 로 하여 

Zero order holder method로 이산화시켜서 구한 기 유압 

서보 시스템의 이산화 달 함수는 식 (18)과 같이 된다.



 






 
              (22)

 방정식을 차분방정식으로 다시 표 하면 식 (19)와 같이 된

다.

  


        (23)

시스템의 라미터 벡터는

θ T                       (24)

이 되고 측정 벡터는 

          (25)

이며 n=1, m=1이 된다.

그림 5 a1, 변수 추정

Fig. 5 a1, parameter estimation

                                       
그림 6  a2 변수 추정

Fig. 6  a2, Parameter estimation

Fig. 5～Fig. 8은 λ= 1의 경우에 실제 라미터 

을 추정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추정된 라미

터가 실제 라미터와 거의 일치하지만 과 의 경우에는 

실제 라미터와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라메터를 양호하게 추정하는 것은 라미터 벡

터에 지나친 입력의 변화(기  값의 2%)를 방지하는 항이 들

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역을 이용하는 학습제어 기법의 치명

 약 이라 할 수 있는 고주  외란에 한 민감도 문제를 

소거시켰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a2와 b 1인 경우에 실제 라

미터와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과도 인 제어특성이라 단되

기 때문에 반복 인 측제어에 의해서 개선될 것이다.

그림 7  b0 변수 추정

Fig. 7  b0, Parameter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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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b1 변수 추정

Fig. 8 b1, Parameter estimation

그림 9 측 모델 출력

Fig. 9 Predictive model ouput 

그림 1 0  기  모델과 측 모델 출력과의 에러

Fig. 1 0 Error between reference model output and 

predictive model output

그림 1 1  변수 에 의한 측 모델 출력

Fig. 1 1  Predictive model output due to   variation

Fig. 9는 기  모델과 측 모델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며, 

Fig. 10은 두 모델의 오차(Error)를 나타낸 것이다. 1단계 앞

섬 측 제어 기에는 Fig. 6과 Fig. 8에서 알 수 있듯이, 

오차가 일부 발생되었으나 빠르게 기  모델을 추종하여 거

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측 

기 단계에서 기  값과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고주  외란의 향이 가장 크게 받기 때문이라 

단된다.  

따라서 라미터의 추정의 오차가 발생하여도 1단계 앞섬 

측 제어의 결과는 양호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1은 λ의 값을 1, 0.97, 0.95로 변경시키면서 측 모

델의 출력 결과를 살펴보았다. λ값의 변화에는 거의 향

이 없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 산업용 시스템에 범 하게 용되

고 있는 기 유압 서보모터 시스템에 한 수학  모델링

과 측제어 기법을 용한 새로운 제어기법 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기 유압 서보모터 시스템에 한 수학  모델링을 

실시하고 1단계 앞섬 측제어 방법을 용한 결과, 기  모

델을 잘 추종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를 통하여, 시스템 모

델링  제어기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 고 기존 학습제어 

기법의 치명  약 이라 할 수 있는 고주  외란에 한 민

감도 해결 가능성을 제시하 다.

(2) 반복 최소 자승법을 사용하여 실제 라미터를 추정

한 결과, 약간의 추정 오차가 발생하 으나 1단계 앞섬 측 

제어 방법을 용하면 오차 범의내의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

다.

(3) 기 유압 서보모터 시스템 제어방법에서 Forgetting 

factor, λ의 변화는 기 유압 서보 시스템의 1단계 앞섬 

측 제어의 출력에 거의 향을 미치지 못하 다.

향후에는 기 유압 서보모터 시스템에 한 기본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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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건설 기계와 같은 실제 응

용 시스템에 한 용을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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