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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해상 풍력 해상 태양광 해상 플랜트와 같은 해, , 

상 자원을 활용하는 구조물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해상에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하기 위해 ·

일반적으로 잭업바지선 이 활용된(Jack-up barge)

다 잭업바지선은 보통 개의 레그 축으로 구성되며. 4 , 

레그 축의 최하단을 바지선에 결합한 후 작업장소로 

이동한 후 각 레그 축을 해저면으로 낙하시킨다 그. 

리고 개의 레그가 해저면에 고정된 후 유압시스템4

을 이용하여 바지선을 리프팅한다 리프팅 과정은 각 . 

레그에 장착된 유압 결합시스템을 동시에 일정한 속·

도로 상승 또는 하강시켜 바지선을 이동시킨다 [1].

유압실린더의 정확한 위치제어가 되지 않으면 

바지선이 기울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대. 

형 잭업바지선의 경우 하나의 레그 축을 제어하기 

위해 개까지 유압실린더를 활용하며 다수의 유4~8

압실린더를 정확하게 제어해야 한다 이러한 전통적. 

인 해상설치용 유압시스템의 제어는 또는 PLC 

를 선박에 임베디드 형태로 장착하여 운영한MCU

다 기존 유압시스템은 유압 자체의 비선형성과 내. 

부 요소들의 형태 특징에 따른 비선형성 그리고 , , 

유압 제어 밸브의 시간 지연 시스템의 노후화와 부, 

하 측의 변수와 같은 외부 환경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 정밀한 제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기[2]. 

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이버 물리 시스템 

개념을 적용하여 (Cyber-Phsical Systems, CPS)

유압 시스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정해진 시스템의 내부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

라 자율적으로 파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는 알고리

즘의 적용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유압제어밸브를 포함하는 유압시스템

의 경우 초기 공장상태의 밸브 성능을 변수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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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단로드 유압 서보 시스템1. 

Fig. 1 Single-rod hydraulic servo system

동역학 방정식을 유도하고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

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3-6].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잭업바지선의 경

우 해상 플랜트 등의 외부 환경이 척박한 환경 속, 

에서 시스템의 빠른 노후화가 진행된다 또한 노후. , 

화로 인한 부하측의 내부 변수의 변화는 제어기의 

성능이 감소하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따라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 , 

템의 정확한 변수 추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 유압실린더의 미지 변수를 유

압실린더의 변위량으로부터 추정함으로써 외부 환경

의 변화나 충격으로 인한 시스템의 오작동 및 제어의 

정밀도를 향상시켜 시스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미지 변수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CPS .

유압실린더의 비선형 동역학 방정식은 유압 실

린더와 유압을 조절하는 스풀 스풀로 입력되는 유, 

량을 공급하는 펌프로 구성된다 동역학 방[7-8]. 

정식의 미지 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시스템의 상태 

추정에 적용되는 언센티드 칼만 필터를 도입한다.

언센티드 칼만 필터는 언센티드 변환을 통해 비

선형 방정식의 상태를 선형화 과정 없이 전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9-10].

전기 유압 서보 실린더의 동역학 방정식에 새로-

운 미지 변수를 확장하여 결합된 동영학 방정식을 

언센티드 칼만 필터에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상태 

추정 뿐만 아니라 미지 변수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장에서 전기 유압 서보 실린2 -

더의 동역학 방정식을 유도하며 장에서는 언센티, 3

드 칼만 필터의 미지 변수 추정에 적용 장에서 시, 4

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결. 

론과 향후 과제 등을 제 장에 정리한다5 .

전기 유압 서보 실린더. -Ⅱ

유압실린더의 위치제어계에 사용되는 전기 유압 -

서보 실린더는 공급유량에 의해 움직이는 유압실린

더와 서보증폭기 밸브로 구성된다 유압실린더의 , . 

구동은 유압실린더의 변위를 측정하고 센서에 의해 , 

유압은 전기적인 신호로 검출된다 유압 센서로부터 . 

검출된 신호는 기준입력 신호와 비교를 통해 오차

신호를 발생시킨다 서보 밸브는 서보증폭기로 증폭. 

된 오차 신호를 통해 밸브를 제어함과 동시에 밸브

의 변위로 유량이 공급되어 유압실린더로 유입된다.

유압실린더를 구동하기 위한 에너지는 유압펌프

에 의해 작동 유압의 압력 에너지로 이 유체의 흐

름을 제어하는 것이 전기 유압 서보 밸브이다 - [1].

밸브 실린더 부하단의 수학적 모델링을 위해 다- -

음과 같은 가정을 가진다.

밸브는 대칭적이고 임계센터이며 공급압1) , 2) 

력은 일정하고 탱크로의 귀환압력은 이다 공동0 . 3)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밸브의 개 오리피스를 . 4) 2

통한 압력강하는 서로 같으며 관로의 마찰손실5) 

은 없고 기름의 온도와 밀도는 일정하다 밸브 , . 6) 

내에서 기름의 압축성이나 누설은 무시한다.

그림 은 모델링하기 위한 단로드 유압 서보 1 

시스템을 나타낸다.

서보 밸브의 양단의 오리피스를 통한 흐름  ,

는 다음과 같다.

 





   , (1)

 





  (2)

여기에서 는 수풀의 오리피스 유량계수, 는 

공급압력,  ,는 유압실린더 좌우의 압력, 는 

포트 단면적의 구배, 는 중립위치로부터 스풀의 

변위를 나타낸다. 는 유체 밀도이다.

연속 방정식을 실린더 좌우에 각각 적용하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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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여기에서 는 내부 누설계수, 는 외부 누설

계수, 는 작동유의 체적탄성계수, 는 공급축

과 귀환측의 체적이다.

실린더 좌우 양실의 부하압력은 다음과 같다.

   (5)

부하유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6)

편로드 실린더의 서보 밸브 부하 유량식은 다음

과 같다.

  





    (7)

여기에서 실린더 좌우 양실의 유량비를 라고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8)

편로드 유압실린더의 부하 유량식은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9)

여기에서  


는 피스톤 전체 누유 

계수이다. 

전자비례제어밸브에 관한 식은 주파수 응답 곡

선 비교법에 의하여 입력 와 스풀의 변위 에 

관한 전달함수는 다음과 같이 차 시스템으로 근사1

될 수 있다.




 


 (10)

그리고 식 에 나타낸 서보 밸브의 부하 유량(7)

식과 편로드 유압실린더의 부하 유량식을 조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1)

여기에서  


,  


, 

 








이다 .

피스톤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 (12)

 




    (13)

앞서 구한 밸브 실린더 부하에 관한 상태방정, ,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비선형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14)

여기에서 은 피스톤 로드의 변위, 는 피스톤 

로드의 위치 변화율, 는 실린더 좌우 양실의 압력

차, 는 전자비례밸브의 스풀 변위를 나타낸다.

미지 변수 추정 알고리즘. Ⅲ

유압시스템은 유압실린더 밸브 펌프 등에 대한 , , 

정확한 사양과 성능을 기준으로 모델링을 해야 한

다 하지만 유압실린더나 펌프 등은 초기 성능 사양. 

을 가지고 모델링에 적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장

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화가 발생하거나 시스템의 , 

외적 요인으로 초기 사양과 다른 성능을 보였을 때 

적절한 유량 제어에 불안정성을 보일 수 있다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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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언센티드 변환

Fig. 2 Unscented Transform

장에서는 구성품의 미지 변수를 실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 언센티드 칼만 필터

언센티드 칼만 필터는 언센티드 변환 

(Unscented Transform)을 이용하여 랜덤 변수의 

통계적 특성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언센티드 칼만 

필터 알고리즘의 기초가 된다. 확률 분포를 근사화 

하는 방법은 랜덤 변수 가 차원인 경우  

시그마 포인트 를 선택하여 다음 상태 변수 의 

평균과 공분산을 추정한다.

언센티드 변환은 그림 2와 같이 시간 에서 추

정 값 와 공분산를 이용하여 시그마 포인트

 개를 계산한다. 계산된 개의 시그마 

포인트를 각각 함수 에 대입한 비선형 변

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변환을 통해 얻어진 시

그마 포인트로부터 평균과 공분산을 계산 할 수 있

다

언센티드 칼만 필터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태 변수와 오차 공분산 행렬을 초기화한다.

   , (15)

      (16)

상태 추정 변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그마 

포인트를 계산한다.

 
   

 ±    (17)

일 때 만들어진 시그마 포인트를 이용하여 상

태 추정 변수와 오차 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의 상태 추정 변수와 오차 공분산을 계산한다.

 
 

 (18)

   
  




  

 , (19)

  
 




       


(20)

 의 상태 추정 변수와 오차 공분산을 계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측정 시그마 포인트를 생성하고 

시그마 포인트의 평균을 구한다.

 
  

 , (21)

  
  




  

 (22)

시그마 포인트와 상태 추정 변수, 시그마 포인트

와 시그마 포인트의 평균을 이용하여 칼만 이득을 

계산하고, 상태 추정 변수와 오차공분산 행렬을 업

데이트한다.

 
 

  




       


 (23)

 
 

 



          

, (24)

  
  

   , (25)

 
   , (26)

    
  (27)

여기에서, 는 상태 오차 공분산, 
는 상관 

오차 공분산, 
 , 

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28)


  , (29)


   (30)

여기에서, 은 시스템의 차수를 나타내고, 는 

시그마 포인트의 퍼짐을 계산하는 스케일 파라미터

로서, 항상 작은 양의 값≤≤  을 갖는다. 

는 2차 스케일 파라미터이며 대부분 0으로 설정하

고, 는 랜덤 변수의 분포에 대한 사전지식을 포함

한다.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면 최적값은   이 된

다. 
 , 

는 가중치를 나타내며, 

 는 Square root 행렬 (Lower 

triangular Cholesky factorization)의 번째 열이

다.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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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Para. Val. Unit

Cross section area 

of the head 

cylinder

 50.24 

Cross section area 

of the load 

cylinder

 15.9 

Mean value of A1 

and A2
 33.07 

Total mass  150 ∙

Bulk modulus  12000 

spring constant  55 ∙

Viscous damping 

coefficient
 5.46 ∙

Total volume of 

the valve and 

cylinder chamber

 410 

Supply pressure  70 

Total leakage 

coefficient
 0.00001 ∙

Flow constant of 

spool orifice
 0.61

Sampling time  0.01 sec

Flow gain  0.0104 

Oil density  8.78× ∙

Gradient of port 

cross section area
 3.228 cm

Maximum load 

flow
max 3500 

표 전기 유압 서보 실린더의 변수1. -

Table 1. Parameters of the hydraulic system

Status RMSE

Displacement of 

Electric-Hydraulic 

Servo Cylinder

0.011 cm

표 상태 추정 오차2. 

Table 2. Error of state estimation result

유압실린더의 부하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부하 , 

변수를 새로운 변수로 정의한다.

   (32)

식 를 식 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32) (14) .

  




     

     









 

  

(33)

그림 상태 추정 결과3. 

Fig. 3 Result of state estimation 

그림 미지 변수 추정 결과4. 

Fig. 4 Result of unknown-parameter estimation

시뮬레이션. Ⅳ

전기 유압 서보 실린더의 미지 변수 추정 성능-

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Matlab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변수 값은 표 과 . 1

같다 [11].

미지 변수 추정을 위한 언센티드 칼만 필터 설

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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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RMSE

Spring constant 7.7421

표 미지 변수 추정 오차3. 

Table 3. Error of unknown-parameter 

estimation result

      , (34)

  



 





, (35)







 

 



 (36)

유압 실린더의 부하 변수 추정을 위해 유압 실

린더에 유입되는 양은 일정하며 측정 데이터의 센, 

서 및 측정 오차는 가우시안 분포를 가진다고 가정

한다. 

측정 데이터 기반의 상태 추정 결과는 다음 그림  3

과 같다 그림 에서 측정 오차가 포함된 측정 데이. 3

터와 언센티드 칼만 필터로 추정된 실린더의 변위 

추정 값을 나타낸다 수치 결과는 표 에 정리했다. 2 . 

상태 추정과 동시에 추정한 미지 변수 추정 결과는 

그림 와 같다 스프링 상수의 초기 값은 표 에 4 . 1

확인 할 수 있듯이 55 ∙이며 그림 에서, 3

의 추정 오차가 줄어듬에 따라 미지 변수 추정 오

차 또한 빠르게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 

수치 결과는 표 과 같다 정상 상태 값에 도달한 3 . 

시점 이후로 추정 오차의 값을 계산한다면 RMSE 

그 수치는 더 작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Ⅴ

 

다양한 해양 산업에 사용되는 잭업 바지선은 단

일 전기 유압 서보 실린더의 여러 조합을 통해 제어 -

된다 즉 전기 유압 서보 실린더의 정확한 제어는 . , -

잭업 바지선의 제어 성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전기 유압 서보 실린더의 부하 측 -

미지 변수를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전기 유압 . -

서보 실린더에 대한 동역학 방정식을 유도하고 비, 

선형 방정식에 미지 변수를 포함하여 상태와 미지 

변수를 동시에 추정하는 언센티드 칼만 필터에 적용

할 수 있도록 결합된 비선형 방정식을 유도했다 시. 

뮬레이션 결과 상태 추정 오차가 줄어듬에 따라 미

지 변수 추정 오차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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