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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피로 시험기는 재료에 주기적인 하중을 인가하며 피로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 재료의 물성 및 제품의 신뢰성 평가를 위해 

사용된다[1]. 피로 시험기에는 정밀한 변위 제어가 가능하며 높은 

하중을 인가할 수 있는 유압 실린더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이
는 도입 및 유지보수 비용이 고가이고, 설치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단점이 있다[2]. 또한 유압 실린더에 사용되는 유압유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3]. 반복 시험 중 불순물 

유입 등의 이유로 유압유의 오염이 빠르게 진행되며, 사용 용량 

10 ton 기준으로 1년에 140리터의 유압유를 사용한다. 따라서 유

압 실린더를 동기 전동기, 공압 실린더 등 다른 방식의 구동기로 

대체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4]. 동기 전동기는 회전 각도와 속도를 높은 정밀도로 제어

할 수 있으며, 스크류와 너트를 이용하여 이를 직선운동으로 변환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주파 이송을 위해 스크류의 리드를 증기시킬 

경우 하중 인가를 위해 높은 토크를 발생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많은 양의 전기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5]. 
공압 실린더는 유압 실린더에 비해 도입 비용이 저렴하고, 한 개의 

공압 라인을 이용하여 다수의 장비를 제어할 수 있으므로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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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며, 관련 유틸리티의 구성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6]. 하지만 유압 실린더에 비해 발생시킬 

수 있는 힘이 낮으며, 공기의 압축성으로 인하여 힘과 속도의 고속/
고정밀 제어가 어렵다[7]. 이에 공압 실린더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장

점에도 불구하고 피로 시험기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압 실린더의 고속/고정밀 제어를 위한 제어 알

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피로 시험기의 일반적인 사용범위를 고려하

여 공압 실린더의 목표 제어 성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변위 제어: 최대 10 mm, 10 Hz 정현파를 1분 이내에 진폭의 

오차 3.5% 이내로 추종

2) 하중 제어: 최대 500 N, 10 Hz 정현파를 1분 이내에 진폭의 

오차 1.5% 이내로 추종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압 실린더의 위치와 재료에 인가되는 힘

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피드백(feedback) 제어기를 구성하였으

며, 목표 파형을 바탕으로 피드포워드(feedforward) 제어기를 구

성하였다. 힘 또는 속도의 목표값과 실제값을 바탕으로 피드포워

드 제어기의 게인을 자동으로 조절함으로써 목표 값에 빠르게 도

달하고, 안정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적응제어 알고리즘을 구성하였

다. 개발된 제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공압 피로 시험기용 제어기

를 제작하였으며, 공압 피로 시험기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제작

된 제어기를 적용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2. 제어 알고리즘
2.1 제어 알고리즘

Fig.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변위 제어 알고리즘의 블록 다이어그

램이다. 변위의 오버슛을 줄이기 위해 위치의 비례(proportional) 
제어와 속도의 비례-적분(proportional- integrative) 제어를 조합

한 P-PI 제어기를 적용하였으며, 공압 실린더에 LVDT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MDAT-MHS, Festo)를 부착하

여 엔드이팩터의 위치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

로 피드백 제어를 구성하였다. 공압실린더는 솔레노이드 밸브의 

펄스폭변조(pulse width modulation, PWM) 제어에 의해 제어되

며, P-PI 제어기는 PWM 제어의 duty값을 출력한다. 측정된 위치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저역통과 필터를 적용하였다. P-PI 제어 게인

은 실험을 통해 설정하였다.
공압 실린더는 경우 공기의 압축성에 의해 고속 왕복 이송 시 

피스톤에 가해지는 압력을 정교하게 조절하기 어렵고, 반응속도가 

느려 목표 파형에 정확히 도달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공압 

실린더의 반응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속도 피드포워드 제어를 추

가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동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간으

로 게인을 조절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2.2절에 설명

하였다.
Fig. 2는 하중 제어 알고리즘의 블록다이어그램이다. 제어 알고

리즘의 구성은 변위 제어 알고리즘과 동일하며, 입력값이 목표 위

치에서 목표 하중으로, 피드백 값이 실제 위치와 속도에서 실제 

하중과 하중의 변화량으로 대체된다. 공압 실린더의 반응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목표 하중의 변화량의 피드포워드 제어를 적용하

였다. 변위 제어와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게인을 조절하는 알고

리즘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2.2절에 설명하였다.

2.2 피드포워드 제어 게인 자동조절 알고리즘
피드포워드 제어는 공압 실린더의 반응속도를 향상시켜 엔드이

팩터의 변위가 목표 파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제어 게인을 

적절히 설정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8]. 
피드포워드 제어의 적절한 게인은 목표 파형의 진폭, 주파수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다양한 진폭과 주파수의 목표 파형에 대한 

최적의 게인을 실험을 통해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폭, 주파수

와 게인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제어기에 적용하는 모델 

기반 게인 조절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9]. Fig. 3(a), (b)는 각각 변

위제어 시 진폭(변위, displacement), 주파수(frequency)와 피드

포워드 게인(FF gain)의 관계, 하중제어 시 진폭(하중, force), 주
파수와 피드포워드 게인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다양한 진

폭과 주파수의 목표 파형에서 실험을 통해 목표 성능을 만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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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포워드 게인을 도출하였다. 식 (1), (2)는 목표 진폭과 주파수

로부터 피드포워드 게인을 구하기 위한 모델로, MATLAB curve 
fitting tool을 이용하여 Fig. 3의 결과로부터 도출하였다. 변위(), 
하중( ), 주파수()와 피드포워드 게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 선들의 다항식을 각각 도출하고, custom equation mode에서 

곡선들의 다항식의 차수를 바탕으로 두 개의 변수에 대한 다항식

을 입력한 뒤 계수를 도출하였다. 변위 제어의 경우

  ×  ×  ×

 × ×  ×

  

(1)

  ×  ×  ×

×   ×  

×  

(2)

2개의 진폭과 3개의 주파수에서, 하중 제어의 경우 2개의 진폭

과 3개의 주파수에서 실험을 통해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는 게인을 

측정하여 모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진폭, 주파수에 대해 

적절한 피드포워드 게인을 적용함으로써 제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에서 다수의 실험을 수

행해야 한다. 공압 실린더의 거동 특성은 구동 환경과 시험 조건의 

영향을 받으며, 최적의 피드포워드 게인 또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

서 위와 같이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게인 조절

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방법은 사용 장비에 적용하

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제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매 주기의 진폭을 

측정하고, 식 (3)과 같이 목표 진폭과의 오차에 대한 적분 제어를 

적용하여 피드포워드 제어 게인을 조절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   ×  (3)

이때,   는 각각 번째 샘플링 시간에서의 피드

포워드 제어 게인, 목표 진폭, 실제 진폭이며, 는 샘플링 주기다. 
적분 게인 는 피드포워드 제어 게인 자동조절의 반응성을 결정

하는 값으로, 실험을 통해 적절한 값을 선정할 수 있다. 제안한 알

고리즘은 공압 실린더의 실제 거동을 바탕으로 피드포워드 제어 

게인을 자동으로 조절하므로, 구동 환경과 시험 조건의 변화에 따

른 영향을 보상할 수 있다.

2.3 공압 피로 시험기용 제어기 구성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제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공압 피로 시험

기에 적용하기 위한 제어기를 제작하였다. 제어기의 실시간 성능

과 공압 피로 시험기 테스트베드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National 
instrument사의 compact RIO (cRIO-9076)를 이용하였다. Fig. 
4는 제어시스템의 구성이다.

Host PC에는 공압 피로 시험기 구동조건 입력 및 구동상황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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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onship between target amplitude, target frequency, 
and optimal feedforward gain: (a) displacement control 
and (b) load control

Fig. 4 Configuration of the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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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실행되며, ethernet 통신을 이용

하여 compact RIO와 데이터를 교환한다. Compact RIO는 RTA 
(real-time application)와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RTA에 서는 host PC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입력받은 명령을 바탕으로 공압 피로 시험기 구

동을 위한 논리제어와 자동 게인 조절을 수행하고, 피드백 제어를 

위한 명령을 생성하여 FPGA로 전달한다. FPGA는 RTA로부터 

전달받은 제어명령을 바탕으로 공압 실린더의 목표 위치 프로파일

을 생성하는 수치제어커널(numeric control kernel), 수치제어커

널에서 생성된 목표 위치와 공압 실린더의 실제 위치를 이용하여 

2.1절에서 소개된 P-PI 및 피드포워드 제어를 수행하는 모션제어

유닛(motion control unit)으로 구성된다. 사용자가 위치/하중 제

어를 위한 명령을 입력하면 초기 목표 위치/하중에 도달할 때까지 

공압 실린더의 엔드이팩터가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고, 초기값에 

도달한 뒤 피드백, 피드포워드 제어 알고리즘이 적용되도록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3. 제어기 성능 검증
3.1 공압 피로 시험기 테스트베드 구축

Fig. 5는 개발된 제어기의 성능 검증을 위해 구축한 공압 피로 

시험기 테스트베드이다. 스트로크 80 mm, 최대부하 5 kN인 공압 

실린더(DNC-80, Festo)를 사용하였으며, 밸브시스템(3/8, Festo)
을 이용하여 아날로그 전압 형태의 제어기 출력 신호를 바탕으로 

공압 실린더에 압력을 인가하였다. 공압 실린더 엔드이팩터의 위

치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범위 100 mm, 분해능 10 µm인 LVDT 
(SDAT-100, Festo)를 적용하였으며, 시험체에 인가되는 하중

을 측정하기 위해 최대 측정값 10 kN, 분해능 1 N인 로드셀

(DSCS-1000, Bongshin)을 사용하였다. 공압 실린더의 안정적인 

제어를 위해 공압 조정기(MS4-LFR-1/4-D7-ERM-AS, Festo)를 

설치하였으며, 목표 압력은 6 bar로 설정하였다.

3.2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Fig. 6은 공압 피로 시험기 제어를 위해 구성한 사용자 인터페이

스이다. 사용자가 목표 파형의 진폭과 주파수를 직접 입력하거나, 
엑셀을 이용하여 파형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센서의 상태, 피로 

시험 목표 cycle 및 현재 cycle, 테스트 시간, 변위 및 하중을 실시

간으로 확인하고, 데이터로 저장되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다. 
변위와 하중 제어에 대한 P-PI 제어 게인은 실험을 통해 적절한 

값을 도출하여 기본값으로 설정하였으며, 구동 환경과 목표치에 

의해 게인 조절이 필요할 경우 사용자가 게인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3 제어기 성능 검증
Fig. 7은 다양한 진폭과 주파수에 대한 변위 제어 결과이다. 각 

조건에서 상단 그래프는 목표 파형과 실제 파형, 중단 그래프는 

목표 진폭과 실제 진폭의 차이, 하단 그래프는 피드포워드 게인값

의 변화이다. 초기 변위는 75 mm로 설정하였으며, P-PI 게인값은 

각각 5, 1, 2.2로 설정하였다. 피드포워드 제어 게인 자동조절의 

반응성을 결정하기 위한 적분 게인 는 5로 설정하였다. 제어기의 

샘플링 시 간은 0.001 초로 설정하였으며, LVDT 전압의 잡음 제

거를 위한 저역통과필터의 차단 주파수를 100 Hz로 설정하였다. 
초기 진폭의 오차에 의해 피드포워드 제어 게인이 증가하고, 게인

이 증가함에 따라 진폭의 오차가 목표 진폭 오차 인 3.5% 이하로 

Cylinder

Loadcell

Regulator

Valve

Fig. 5 Pneumatic fatigue testing machine

Fig. 6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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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하였으며, 진폭의 오차가 수렴함에 따라 피드포워드 제어 게

인 또한 수렴하였다.
Fig. 8은 다양한 진폭과 주파수에 대한 하중 제어 결과이다. 초

기 하중은 30 N으로 설정하였으며, P-PI 게인값과 적분게인 는 

각각 2, 0.91, 0.51, 5로 설정하였다. 피드포워드 제어 게인이 증

가함에 따라 진폭의 오차가 목표 진폭 오차인 1.5% 이하로 수렴

하였으며, 이때 피드포워드 제어 게인 또한 수렴하였다. 피드포워

드 제어 게인의 증가 속도가 빠를수록 진폭의 오차가 수렴하는 

시간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적분게인 의 크기가 제어 성능

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Figs. 7, 8의 실험에서 진폭의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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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splacement, amplitude error, and feedforward gain 
during displacement control at various amplitudes and 
frequencies: 
(a) Amplitude = 4 mm, Frequency = 1 Hz
(b) Amplitude = 4 mm, Frequency = 10 Hz
(c) Amplitude = 10 mm, Frequency = 1 Hz
(d) Amplitude = 10 mm, Frequency = 1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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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oad, amplitude error, and feedforward gain during load 
control at various amplitudes and frequencies: 
(a) Amplitude = 200 N, Frequency = 1 Hz
(b) Amplitude = 200 N, Frequency = 10 Hz
(c) Amplitude = 400 N, Frequency = 1 Hz
(d) Amplitude = 400 mm, Frequency = 10 Hz

Table 1 Settling times of amplitude error at various conditions

Control target Amplitude Frequency Settling time

Displacement

4 mm 1 Hz 2 s
4 mm 10 Hz 14.3 s
10 mm 1 Hz 17 s
10 mm 10 Hz 45 s

Load

200 N 1 Hz 35 s
200 N 10 Hz 0.5 s
400 N 1 Hz 13 s
400 N 10 Hz 0.7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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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표 진폭 오차(변위 제어 = 3.5%, 하중 제어 = 1.5%) 이하로 

수렴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다양한 목표 

진폭과 주파수에서 45초 이내에 수렴하였으며, 이는 서론에 언급

한 목표 제어 성능을 모두 만족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압 실린더의 변위와 하중을 고속/고정밀로 제

어하기 위한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를 피로 시험기에 적용

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였다. 피드백, 피드포 워드 알고리즘을 바탕

으로, 공압 실린더의 구동 상태를 참조하여 피드포워드 게인을 자

동으로 조절함으로써 제어 성능을 높이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진폭과 주파수에서 변위와 하중을 제어하며 제안한 알고리

즘에 의해 피드포워드 게인이 자동으로 조절되며, 이로 인해 진폭

의 오차가 목표 제어 성능 이하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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