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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NFO ABSTRACT

Article history: The study deals with dynamic modeling and time domain simulation of pneumatic 
transmission pipes with a distributed parameter dissipative model that include frequency 
dependent viscous friction terms and heat transfer effects. The transient responses of 
pneumatic transmission pipes are considerably complex and difficult because the 
transcendent transfer functions consist of hyperbolic Bessel functions in the frequency 
domain. For the blocked pipes at the downstream, the pipes terminating into single valve 
and capacitance element pairs, transfer functions are derived, and their gain and phases 
are calculated theoretically. Based on the frequency responses of the theoretical transfer 
functions, we obtained approximated transfer functions with equal frequency responses 
using MATLAB. The approximated transfer functions with rational polynomials are 
accurate over the designated frequency ranges, and are used to analyze the time domain 
responses. The effects of varying parameters of the blocked pipe on the accuracy of the 
simulated responses ar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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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기압 시스템은 각종 제어밸브나 공기압 실린더와 같은 액추에

이터가 관로로 연결되어 있고, 관 내부를 흐르는 압축공기가 신호

나 공기압 동력을 전달한다. 공기압 구동회로와 공기압 서보 제어

계의 해석, 설계에서 관로는 압력강하 특성, 시스템의 과도응답과 

주파수 응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기압 관로의 동특성을 나타

내는 안정된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로의 길이가 길 때, 정상유동에서 마찰저항에 의한 압력강하

는 중요한 설계 기준이며, ISO 4414에서는 관 길이 30 m에 10% 

압력강하 시 유량을 기반으로 하며, 작동압력 0.2~16.0 bar 별로 

관 안지름 6~16 mm에 대한 최대유량을 도표로 제시하고 있다
[1].

공기압 전달관로의 동적 모델링은 관 내부의 공기 특성, 관로

를 집중정수계(lumped parameter system) 혹은 분포정수계

(distributed parameter system)로 고려하는가, 또한 마찰저항을 

어느 정도까지 상세하게 취급하는가, 요구되는 주파수 범위 등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진다.

공기압 회로에 사용하는 관 재료는 나일론(Nylon), 폴리우레탄

(Polyurethane) 또는 플라스틱(Plastic)이고, 관 내부 압축공기와 

관 재료의 탄성효과에 의한 미소한 압축성을 고려하여 분포정수계

로 취급하여야 한다. 또한 관 마찰은 주파수에 의존하는 비정상 점성

저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유압관로 해석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

지 않는 열전달, 온도변화, 압축성 등의 영향도 크다. 공기압 전달관

로의 압력과 유량 사이의 동특성은 관로의 전파상수(propagation 

constant)와 특성 임피던스(characteristic impedance)로 표현되는 2

포트 전달행렬(two port transfer matrix) 모델로 확립되어 있다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7735/ksmte.2020.29.1.22&domain=http://journal.ksmte.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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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pneumatic transmission pipe

[2-4]. 이것은 관 내부 공기 흐름이 층류인 경우, 관로의 동특성을 

나타내는 비교적 정확한 모델이고, 넓은 주파수 영역에서 이론과 

실험 결과가 잘 일치한다고 보고되어 있다[5-7]. 그러나 주파수 영역

에서 이 모델은 관로의 전파상수와 특성 임피던스에 원형 단면의 

관에서 특징적인 Bessel 함수가 포함되어 있고, 전달행렬 요소는 

이들이 포함된 쌍곡선함수의 복소함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계

산과 응용에서 매우 복잡하다. 또한 시간영역에서 과도응답을 구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달행렬 요소에 포함된 쌍곡선함

수를 2차 시스템의 무한곱(infinite product)으로 근사하는 방법[8], 

전달행렬의 요소로 표현되는 전달함수를 2차 시스템의 합으로 근

사하는 방법[9], 공기압 제어시스템에 응용하기 위한 전달관로 모델

의 단순화[10], 길이가 긴 공기압 관로의 무손실(lossless), 선형 마

찰저항, 비선형 마찰저항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11],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과도응답 특성을 구하는 방

법 등이 제안되어 있다[12-13]. 또한 유압관로인 경우, 비정상유동에 

따른 임피던스 특성과 경계조건 변화 따른 전달관로의 동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있다[14-15].

공기압 제어시스템은 테이블 구동과 가공공정의 공작물 클램핑

(clamping) 등의 공작기계분야, 컨베이어 라인의 리프트 상하구동

이나 부품공급 장치 등과 같은 반송라인 분야, 생산 자동화 및 공장 

자동화 등에 널리 응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기압 시스템은 여러 

개의 제어밸브와 액추에이터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연결하는 

요소인 전달관로의 동특성이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되면 시스템 

전체의 해석과 동특성 파악이 곤란해지거나 어렵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분포정수계 공기압 전달관로의 2포트 전달행렬 

모델을 이용하여, 관로의 상･하류단에서 경계조건에 따른 전달함

수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구하여, 주파수 영역에서 MATLAB 

Toolbox의 최소제곱 곡선접합 알고리즘(least square curve fit 

algorithm)으로 전달함수의 근사 유리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적용

하여, 시간영역에서 공기압 관로의 과도응답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근사 유리함수 형태의 저차원 전달함수는 시스템의 안정도 

해석이나 시간영역에서 공기압 제어시스템의 제어기 설계에 응용

할 수 있다.

2. 분포정수계 공기압 전달관로 모델링
Fig. 1과 같이 길이 인 공기압 관로 내부 흐름이 층류이고, 유속

이 음속에 비교하여 낮으며, 공기의 압축성을 고려한 분포정수계 

관로모델의 동특성은 식 (1)과 같이 2포트 전달행렬로 주어진다[3].

  





cosh sinh

 sinh cosh





 (1)

식에서,  ,는 압력  , 유량 의 라플라스 변환, 

하첨자 u, d는 관로의 상류와 하류를 나타낸다.  ,는 주

파수에 의존하는 비정상 점성저항을 고려한 관로의 전파상수와 

특성임피던스이다. 이것은 관로 벽면의 경계조건에 따라 달라지

고, 등온 벽면의 경계조건에서는 주파수영역에서 다음 식으로 주

어진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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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      

식에서 는 음속, 는 허수단위( ), 는 차 제

1종 Bessel 함수, Pr은 Prandtl 수, 은 관로의 반지름, 은 공기

의 기체상수, 는 라플라스 연산자, 는 절대온도, 는 비열비, 

는 동점도, 는 밀도이다. 식 (2), (3)은 ≪ 과 

≪ 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기압 회로에서 관 내

부 공기 흐름은 대부분 이 조건을 만족하고, 는 각주파수(rad/s)

이다. 또한 소산계수(dissipative number)  은 관 

길이방향으로 파(wave)의 이동시간과 과도상태 감쇠(transient 

decay)를 나타내는 시간과의 비로써 관 길이에 따른 감쇠

(attenuation)와 파의 찌그러짐(distortion)을 나타내고, 주파수응

답과 과도응답 특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통 소산계수  값

이 0.0001 보다 작으면 손실이 없는 비점성 관로모델로 고려할 

수 있다.

공기의 점도 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며, 온도와의 관

계는 sutherland 식을 적용하였다
[16].


×  (4)

식 (4)에서 실험상수  × ,   이고,  는 

절대온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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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frequency response of varying the pipe 
length for the blocked pipes

Fig. 4 Comparison of frequency response of varying the pipe 
radius for the blocked pipes

Fig. 2 Schematic of the blocked pipe at the downstream 

3. 공기압 관로의 과도응답 특성
공기압 관로의 주파수응답과 과도응답을 조사하기 위해, 먼저 

식 (1) ~ (3)의 분포정수계 관로모델을 적용하여, 관로의 경계조건

에 따라 전달함수를 유도하고, 전달함수의 주파수응답을 구한다.

구해진 각각의 전달함수는 식 (1)의 전달행렬 요소로 표현되

고, 이것에서 과도응답을 직접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MATLAB/signal processing toolbox에 아날로그 필터 설계에서 

사용하는 ‘invfreqs’, ‘freq’ 함수를 활용하였다. 즉 요구되는 주파

수 범위를 설정하고, 분포정수계 관로모델에서 계산된 전달함수의 

이득(gain)과 위상(phase)에 대응하는 유리함수(rational function) 

형태의 분자/분모의 차수(order)와 계수를 ‘invfreq’ 알고리즘에서 

결정하여 근사 전달함수를 구하고, 이것에서 시간영역의 과도응답 

특성을 구하였다.

이 방법은 관로를 집중정수계 모델링이나 선형마찰저항과 같은 

근사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주파수에 의존하는 비점성 마찰저항

을 고려한 분포정수계 관로모델의 주파수 특성을 직접 고려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도응답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관 길이는 공기압 회로 구성에

서 많이 사용하는 1~5 m로 하였다.

3.1 관로의 하류가 폐쇄된 경우 
Fig. 2는 공기압 관로의 하류가 폐쇄된 경우이며, 하류에서 경계

조건은  로 된다. 상류 압력  입력에 대한 하류 압

력  사이의 전달함수는 전달행렬 식 (1)에서 다음과 같다.

  


cosh


(5)

3.1.1 관 길이, 반지름 및 온도 변화에 따른 영향 
Fig. 3은 분포정수계 관로 모델에서 구한 식 (5)를 사용하여, 압

축공기의 공급압력 5 bar, 온도 300 K에서 바깥지름 8 mm, 안지

름 5 mm인 폴리우레탄 관의 길이 변화에 따른 주파수 응답을 계

산한 것이다. Fig. 3에서 보듯이 관 길이는 관로의 공진주파수에 

큰 영향을 주며,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이득과 공진주파수가 낮아

진다. 관 길이 5 m인 경우, 주파수에 의존하는 비정상 점성마찰을 

고려한 관로의 1차 공진 주파수는 약 107 rad/s이고, 이것은 마찰

저항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1차 공진 주파수 109 rad/s 보다 약 

2 rad/s 정도 낮고, 관 길이가 3 m, 1 m일 때도 같은 경향을 보인

다. 이것은 마찰저항을 고려하지 않은 손실이 없을 때는 음속과 

파의 전파속도는 같지만, 주파수에 의존하는 비정상 점성 마찰을 

고려하면 저주파수 영역에서 점성마찰이 파의 전파속도를 줄이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관 길이 1 m에서 1차 공진 주파수

는 540 rad/s, 이득은 약 35.4 dB이고, 5 m에서는 27.9 dB로 낮아

진다.

Fig. 4는 Fig. 3과 같은 조건에서 관 길이가 3 m일 때 관 지름 

변화에 따른 주파수 응답이다. Fig. 3과 비교해 보면, 지름 변화는 

관로의 공진 주파수 보다 파의 진폭에 영향을 준다. 관 지름 2.5 

mm에서 1차 공진주파수는 175 rad/s, 이득은 23.7 dB이고, 지름 

8 mm에서는 180 rad/s, 34.7 dB로 나타났다. 이것은 관 지름이 

작을수록 점성에 의한 마찰이 증가하여 진폭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Fig. 5는 공급압력 5 bar, 관 길이 3 m, 관 지름 5 mm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주파수 응답을 나타낸다. 온도 300 K에서 1차 공진주

파수는 179 rad/s, 온도 340 K에서는 190 rad/s로 온도 상승에 

따라 공진주파수가 높아지며, 이것은 온도 상승에 따라 관 속의 

음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진폭은 

30.33 dB에서 29.65 dB로 약간 감소하며, 식 (4)에서 알 수 있듯

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공기 점도 증가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공기의 온도 300 K에서 소산계수 Dn = 0.0044, 320 K에서 Dn 

= 0.0048, 340 K에서 Dn = 0.0051로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 상승

에 따라 진폭 값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급압력도 5~7 bar까지 변화시켜 주파수 응답을 구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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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frequency response of varying the air 
temperature for the blocked pipes

2nd Approxi.

2nd Approxi.

Fig. 6 Comparison of frequency response for  and 

with 2nd and 4th order approximations

Fig. 7 Comparison of downstream pressure wave forms of the 

2nd and 4th approximated transfer function 

이득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3.1.2 근사 전달함수 계산과 과도응답 특성 
관로의 하류가 폐쇄된 경우, 식 (5)의 전달함수 의 근사 

전달함수 는 유리함수이고, 분자/분모의 차수는 공기압 제어

시스템의 설계에서 요구되는 입력 주파수 범위와 전달함수 

의 이득과 위상에 따라 정확도가 결정된다.

Fig. 3~Fig. 5에서 보듯이 아주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전달함

수의 이득이 영(0)에 가깝고, 고주파수의 상한 값은 시스템 동특성 

해석에 필요한 주파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요구되는 주파

수 범위는 전달함수 의 분자/분모의 차수에 영향을 주기 때

문에 공기압 시스템의 안정도 해석이나 제어기 설계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저차원화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공기압 시스템의 과도응

답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요구되는 입력 주파수 범위를 628 rad/s로 

설정하였다.

Fig. 6은 관 길이 3 m, 관 안지름 5 mm, 공급압력 5 bar, 공기 

온도 300 K에서 식 (5)에서 구한 전달함수의 이득과 위상 값

(Exact )과 이 값들을 이용하여 2차 및 4차 유리함수 형태의 

근사 전달함수 를 구하여 주파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Fig. 6에서 보듯이 전달함수 와 식 (6)에 제시한 4차 근사 

전달함수는 이득과 위상특성이 약 600 rad/s까지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차 근사 전달함수는 1차 공진 주파수 이상 고주

파수 영역에서 이득과 위상 모두 큰 차이를 보이며, 근사 전달함수

로 부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식 (5)의 주파수응답 특성을 보면, 

근사 전달함수는 2차 시스템 이상으로 고려할 수 있고, 계산된 입

력 주파수 범위에서 2개의 2차 시스템 모드(mode)가 나타나기 때

문에 분모는 4차 이상으로 근사시킬 필요가 있다. 관 길이 변화에 

따른 Fig. 3의 결과에서 보듯이 관 길이가 길어질수록 근사 전달함

수의 분모의 차수도 높여야 함을 알 수 있다.

 
   

  
(6)

식 (5)로 표시된 분포정수계 관로모델의 전달함수에 대한 시간

영역의 과도응답을 직접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

에 전달함수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근사 전달함수   

식 (6)을 사용하여 과도응답을 구하였다.

Fig. 7은 Fig. 6에서 나타낸 2차, 4차 근사 전달함수를 사용하여, 

관 상류에 스텝 압력 입력에 대한 하류 압력 파형 을 나타낸

다. 압력파형에서 보듯이 4차 근사 전달함수 식 (6)의 과도응답과 

2차 근사전달함수의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며, 4차 근사 전달함수

의 스텝응답이 분포정수계 전달함수 식 (5)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 

또한 4차 근사 전달함수의 극점(pole)은 식 (6)의 분모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s평면의 왼쪽 반평면에 존재하지만, 영점(zero)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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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downstream pressure wave forms of 
varying the pipe length

Fig. 9 Schematic of pneumatic pipe, valve and air tank

1,000×(8.7537, 0.3254, -0.3017)으로 s평면의 오른쪽 반평면에

도 존재하고, 이러한 영점의 영향으로 안정여유(stability margin)

가 감소하기 때문에 제어기 설계 등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차 근사 전달함수의 압력파형은 피크시간

(peak time) 0.0134초에서 피크 진폭 2.31, 백분율 오버슈트(% 

overshoot) 131%, 최종값의 10%에서 90%까지 걸리는 상승시간

(rising time)은 0.00175초, 압력 파형의 최종값이 ±2%에 도달하

는 정정시간(settling time)은 1.14초이고, 최종값은 1이다.

Fig. 8은 Fig. 3에 제시한 관 길이 변화에 따른 스텝응답을 나타

낸다. Fig. 3에서 약 628 rad/s 범위까지 주파수 응답을 고려하여, 

관 길이가 1 m인 경우는 2차, 5 m에서는 공진주파수가 3개가 나

타나므로 전달함수 식 (5)를 6차의 유리함수로 근사시킬 필요가 

있다.

식 (7)은 관 길이가 1 m, 식 (8)은 관 길이가 5 m일 때 근사 

전달함수를 나타낸다.

 



(7)

 
  ⋯ 

  ⋯
(8)

Fig. 8에서 보듯이 상류에 스텝 압력을 인가하여 폐쇄된 하류에 

압력파가 전달되는 시간은 관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늦어지며, 피

크시간은 5.82, 13.4, 39 ms로 나타났고, 상승시간은 관 길이 1 

m 에서 1.95 ms, 5 m에서 11.7 ms로 관 길이가 짧을수록 응답성

이 좋아진다. 또한 분포정수계 관로모델의 특징인 주파수에 의존

하는 비정상 점성저항의 영향으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압력파의 

진폭은 감소하여 정상상태에 도달하며, 정정시간은 관 길이에 따

라 0.675, 1.14, 1.45초로 늦어진다. 관 길이는 압력파의 전달특성

과 과도응답 특성에 큰 영향을 준다.

3.2 관로 하류에 밸브와 용량요소가 있는 경우
Fig. 9는 관로의 하류에 밸브와 일정한 체적  인 공기탱크를 

갖는 시스템이며, 는 공기탱크의 내부 압력을 나타낸다. 밸브

를 통과하는 유량 는 밸브 전후에서 발생하는 압력차

( )의 제곱근에 비례하지만, 동작점 근방에서 선

형화하여 평균저항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9)

식 (9)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식 (10)과 같다. 

  (10)

밸브 저항 은 이론적으로 구하기는 어렵지만, 밸브 통과 유량

과 압력차의 실험결과에서 곡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며, 밸브의 작

동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관로 하류에 연결된 공기탱크는 집중정수계로 간주하고, 공기탱

크의 탄성 효과는 무시하고, 공기의 압축성만 고려하면 공기탱크 

내부 압력변화와 유량은 식 (11)과 같다[17].

  

  

 (11)

식에서, 는 공기탱크의 커패시턴스(capacitance)이고, 식 

(11)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12)

식 (11)에서, 은 폴리트로프 지수이며,  은 등온과정, 

이면 가역단열과정을 나타낸다.

또한 전달행렬 식 (1)에서 상류와 하류 압력 입력에 대한 하류 

유량과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13)

 ･sinh


 ･ta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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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 Approxi.

4th 
Approxi.

         Kv = 0.5
         Kv = 1.0
         Kv = 5.0
         4th Approxi.

Fig. 10 Comparison of frequency response of varying the air 
tank volumes 

Fig. 11 Comparison of air tank pressure wave forms of varying 
the air tank volumes

Fig. 12 Comparison of frequency response of varying the pipe 
length with constant air tank volumes

식 (9)~식 (13)에서, 상류 압력 입력에 대한 공기탱크 내부압력

과의 전달함수는 다음과 같다.

  





(14)

식 (14)에서, 커패시턴스  =0이면 관로 하류가 폐쇄된 경우, 

밸브 저항  =0이면 관로 하류에 공기탱크만 부착된 경우의 전달

함수가 된다.

Fig. 10은 공급압력 5 bar, 온도 300 K, 밸브 저항  =2×108 

N･s/(kg･m2)에서 관로 체적 와 공기탱크의 체적  와의 체적

비  에 따른 주파수 특성이고, 입력 주파수 범위는 Fig. 

6과 같이 628 rad/s로 하였다. 체적비  =1은 관 길이 3 m, 관 

지름 5 mm인 기준 관로 체적 =1.875×10-5 m3과 공기탱크 체

적이 같을 때이고,  =0.5는 공기탱크 체적이 관로 체적 보다 

50% 작을 때,  =5는 공기탱크 체적이 관로체적 보다 5배 

크다. 관로 체적 을 기준으로 하여, 공기탱크의 체적이 커지면 

공진주파수와 이득 값이 낮아지고, 공기탱크의 체적이 작아지면 

공진주파수와 이득이 증가한다.

식 (11)의 공기탱크 커패시턴스   계산에서 폴리트로프 지수

는 =1인 등온과정으로 하였다.

또한  =5인 경우, 식 (14)의 전달함수 와 식 (15)에 제

시된 4차 근사 전달함수 의 이득과 위상 값이 약 628 rad/s 

범위까지 잘 일치한다. 

 
 ․ ․ ․
․ ․ ․

(15)

Fig. 11은 Fig. 10의 전달함수에 대한 4차 근사 전달함수를 식 

(15)와 같이 구하여, 상류 압력의 스텝 입력에 대한 공기탱크 내부압

력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관로 체적보다 공기탱크 체적이 작

을수록 피크시간, 상승시간과 같은 과도응답 특성은 양호하지만 피

크 진폭은 커진다.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정정시간은 체적비 가 

증가함에 따라 1.43, 1.63, 2.18초로 길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2는 식 (14)의 전달함수에서 공기탱크의 체적   = 

0.2×10-3 m3으로 일정한 조건에서 관 길이 변화에 따른 주파수응

답 특성이며, 입력 주파수 범위는 Fig. 10과 같이 628 rad/s로 하였

다. 공기탱크의 체적이 일정할 때, 관 길이가 길어지면 공진주파수

와 이득도 감소한다. 

또한 공기압 실린더의 안지름이 50 mm, 스트로크가 1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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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mparison of pressure wave forms of varying the air 

tank volumes V=0 and 0.2×10
-3

 m
3

인 경우를 고려해 보면, 공기압 실린더 내부 체적이 공기탱크의 

체적 = 0.2×10-3 m3
에 상당하는 것으로 모델링할 수 있고, 공

기압 실린더의 체적이나 실린더에 연결된 관로 길이가 길어지면 

응답성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 길이가 길어지면 피

크시간, 상승시간 등 과도응답 특성이 늦어지고, 정정시간도 길어

진다.

Fig. 13은 전달관로의 길이 3 m 하류가 폐쇄된 경우(  = 0)

와 체적 = 0.2×10-3 m3
인 공기탱크가 있을 때 압력파형을 비

교한 것이다. 공기탱크의 설치 유무에 따라 압력파형의 형상과 

과도응답 특성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기

탱크가 없는 경우는 Fig. 7에 제시된 4차 근사전달함수의 과도응

답 특성과 같다. 공기탱크가 있은 경우는 Fig. 13에서 보듯이 피

크시간 0.151에서 피크진폭 1.79, 백분율 오버슈트 78.4%, 상승

시간 0.0527초이고, 정정시간은 2.45초이다. 공기탱크가 관 하

류에 부착되면 상승시간 등 응답성이 늦어지고, 정정시간도 길어

진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기압 관로의 모델링과 과도응답 

해석은 대형 버스나 상용차에 적용되는 공기압 브레이크나 AOH 

(air over hydraulic) 브레이크 시스템의 해석에도 응용할 수 있다.

4. 결 론
비정상 점성저항을 고려한 분포정수계 관로모델을 사용하여, 공

기압 관로의 경계조건에 따른 전달함수를 유도하여 주파수 응답을 

구하고, 이것에서 근사 전달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근

사 전달함수의 분자/분모의 차수와 계수의 정확도는 전달함수의 

주파수 응답의 이득과 위상 및 요구되는 입력 주파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전달행렬 요소로 나타나는 전달함수의 근사 전

달함수는 2차 시스템으로 모델링 할 수 있고, 관 길이가 근사 전달

함수의 차수와 계수에 큰 영향을 주며, 관 길이가 길어질수록 차수

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관로의 하류가 폐쇄된 경우, 관 길이, 반지름 및 공기의 

온도 변화에 따른 주파수응답과 과도응답을 구하여 비교한 결과, 

관 길이의 변화가 과도응답에 큰 영향을 주며, 무차원 소산계수는 

온도상승과 더불어 증가하였다. 또한, 관로 하류에 밸브와 용량요

소가 있는 경우, 용량요소의 체적이 클수록 피크 시간과 진폭, 백분

율 오버슈트, 상승시간 등 응답성이 늦어지고, 정정시간도 길어지

며, 용량요소의 체적이 증가함에 따라 응답 지연과 진폭 감쇠효과

가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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