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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산업현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로봇은 

정밀하면서 높은 강인성을 가지는 제어사양이 
요구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정밀한 제어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로봇은 크게 
모터구동로봇과 유압구동로봇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모터를 이용한 로봇의 구동은 모터의 
크기와 용량에 따라서 최대로 낼 수 있는 
성능에 한계가 있다. 유압제어의 경우 온도나 
오염에 민감하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의 구동 장치에 비해 큰힘을 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강인성을 필요로 하는 로봇시스템 
구동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 유압구동 로봇의 
제어를 위해 전기적인 방식의 서보벨브를 
이용하면서 빠른 응답속도와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유압시스템의 구동을 
위해서는 서보밸브에 이용되는 전기적 장치와 
유압구동부의 최적 설계 이외에도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성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어성능 
향상에 관한 제어 알고리즘을 실제 착용형 
유압구동로봇에 적용한 사례로 무부하 관절에 
적용한 실험방법을 제안도록 하겠다.   

2. 실험설계  
본 시스템에서 이용한 유압구동 로봇의 

제어 블록다이어그램은 그림 1 과 같다.  

 

Fig. 1 Block diagram of hydraulic servo actuator 
robot for sub-control unit 

 
유압구동 로봇의 경우 비선형 시스템 

해석이 요구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방법의 제안을 목적으로 선형시스템 모델로 
해석하였다. 

( ) q&fIDP kesKsKKv +++= -1   (1) 
 

여기에서 일반적인 PID 제어를 
이용하였으며, 제안된 알고리즘으로 
위치 desired 에 대한 Feed-forward 제어 이득을 
구성하였다. 이때 제안된 알고리즘의 효과만을 
단순 판단하기 위해 PID 에서 적분과 미분에 
대한 효과를 배제한 채 비례이득만을 가지고 
실험하였다.  

 
3. 실험결과 

 
하드웨어 컨트롤러로는 dSPACE 사의 

MicroAutoBox 를 사용하였으며, 위치기반 제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유압구동 로봇에서 무 
부하 관절의 실험 결과를 도출 하였다. 

그림 2 는 입력에 약 1/2 π  Hz 로 
사인파형의 궤적을 가질 때 실제 
유압구동로봇의 출력에 의한 관절각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때 주어진 비례이득과 
Feed-forward 제어 이득은 표 1 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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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1/2π Hz sine tracking during 1 cycle without 
kf gain 

Table 1 Control gain 

Symbol Description Value 

KP Proportional gain 1200 

KI Integral gain 0 

KD Differential gain 0 

kf Feed-forward gain 0 
 

그림 3 은 그림 2 와 동일한 궤적으로 
출력된 관절각도를 나타내었다. 이때 
비례이득과 Feed-forward 제어 이득은 표 2 와 
같다. 

Fig. 3 1/2π Hz sine tracking during 1 cycle with kf 
gain 

Table 2 Control gain 

Symbol Description Value 

KP Proportional gain 1200 

KI Integral gain 0 

KD Differential gain 0 

kf Feed-forward gain 83 
 

그림 2 에서 72 ms 지연되어 발생하는 
위치에러는 평균 1.4 degree 를 나타낸다. 

출력되는 실제 각도를 표 2 에 나와있는 Feed-
forward 이득으로 수정하여, 그림 3 에서와 
같이 입력 각도에 대한 출력으로 평균을 0.1 
degree 로 향상 된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전기적인 방식의 
서보밸브를 통한 유압구동장치의 제어시 
발생하는 지연에 의한 위치에러를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보정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논문에서는 착용형 유압구동 

로봇의 무부하 관절을 이용하여 비선형을 갖는 
유압구동로봇을 선형화 모델로 적용하였으며, 
위치기반의 제어 모델에 Feed-forward 
알고리즘을 적용한 실험방법을 제안하였다. 
시스템모델에서 시간지연에 대한 위치에러를 
Feed-forward 이득 값을 조정하여 92.5%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제안된 제어알고리즘을 통해서 착용형 
로봇의 위치기반의 제어 성능 향상에 적용할 
수 있으며, 부하를 가진 시스템의 다른 
관절에도 적용하여 새로운 선형 모델식을 도출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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