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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new approach to control the nozzle pressure of homogenizer 

in refrigerator foam system in the 900L class. Generally,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hydraulic nozzle system is highly nonlinear due to uncertain parameters, and it is very 

difficult to control of hydraulic dynamics. Firstly, it has been performed to derive a 

real-time control algorithm based on the mathematical model of hydraulic cylinder, 

and to estimate the values of the unknown parameter in the hydraulic system. 

Secondly, the feedback controller was designed to implement the optimal pressure 

control of the hydraulic nozzle system. Finally the control performance was illustrated 

by simulation.

Keywords :
Optimal Pressure Control, Hydraulic Nozzle, Refrigerator Foam System, 
Homogenizer, Vaccum Control System

1* 교신저자, 정회원, 경남대학교 대학원 첨단공학과
   (E-mail: yso4504@naver.com )
1 정회원, 경남대학교 대학원 첨단공학과       
2 정회원, 경남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工博 

1* Corresponding Author, Dept. of Advanced Engineering, 
   Kyungnam University
1  Dept. of Advanced Engineering, Kyungnam University
2  Prof.,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Kyungnam 
   University, Ph. D.



51900L 냉장고 진공발포시스템 유압노즐의 최적 압력제어에 관한 연구

1. 서론

본 연구에서 사용한 900L급 이상의 대형냉장고 

발포시스템의 유압노즐 압력 제어용 밸브자체가 

압력 변환기(pressure transducer)와 압력 제어용 

전자회로 장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압력 전

압에 비례한 밸브 스풀 변화에 의해 토출 압력이 

조절된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인 가압부의 힘 제

어(force control)에 부합되고, 시스템을 수학적으

로 모델링할 때 오리피스 유량방정식의 제곱근과 

같은 비선형 항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압력제어용 실린더는 노즐-플래퍼 또는 분사관

(jet-pipe)형 서보밸브와는 달리 전자코일이 스풀

을 직접 구동하는 전자비례제어밸브와 그 구조가 

유사하나, 제어정도 및 응답 특성이 우수하고, 서

보밸브에 비해 저가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포시스템의 유압시스템

에 관한 연구나 보고는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기

술적인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마찰하중 및 일

정한 마찰하중의 인가가 요구되는 가압부에 압력 

제어용 전기 · 유압식 실린더 노즐을 설계, 제작

하고, 시스템 규명(system identification)을 통한 

수학적 모델식을 유도하고, 파라미터 규명

(parameter identification)에 의해 가압부의 등가 

점성 마찰계수 및 스프링 상수 등을 구하여 전체

적인 시스템의 모델식에 대해 시뮬레이션 및 실험

으로 이 모델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시

스템 규명을 통하여 유도된 모델식을 바탕으로 상

태 피드백 제어기를 설계하여 일정하고, 다양한 

마찰하중 인가베 대한 제어 성능을 시뮬레이션 및 

실험으로 검증하였다.

2. 노즐의 분사 압력 최적제어

2.1 노즐의 유압시스템 수학적 모델링  

Fig. 1 The schematic diagram of hydraulic system

Fig. 1의 유압시스템에서 밸브 좌우 양실의 오

리피스를 통한 흐름  ,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스풀의 오리피스 유량계수, 는 

공급압력, 과 는 유압실린더 좌우 양실의 압

력, 는 포트 단면적의 구배, 는 중립위치로부

터 스풀의 변위를 나타낸다. 

 연속 방적식을 실린더 좌우 양실에 각각 적용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2)

여기서, 는 내부 누설계수, 는 외부 누설

계수, 는 작동유의 체적탄성계수, 과 는 

공급측과 귀환측의 체적이다.

유압 실린더의 서보밸브 부하 유량식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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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식(3)과 같이 같다. 

  




       (3)

유압 유압실린더의 부하 유량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여기서,  
 는 피스톤 전체 누유계

수 전자비례제어밸브에 관한 식은 주파수 응답곡

선 비교법에 의하여 입력 u와 스풀의 변위 
에 관한 전달함수는 다음과 같이 1차 시스템으로 

근사화 된다.

  





          (5) 

그리고 식(3)에 나타난 서보밸브의 부하 유량식

과 유압 유압실린더의 부하 유량식 (4)을 조합하

여 정리하면 식(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여기서,

 


  


  








- 피스톤의 힘(force) 평형방정식 :

    


      (7) 

- 피스톤의 운동방정식 :

  




      (8)

위의 밸브, 실린더, 부하에 관한 유압시스템 상

태방정식의 동적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9) 

여기서 은 피스톤 로드의 변위, 는 피스톤 

로드의 위치의 변화율, 는 실린더 좌우 양실의 

압력차, 는 스풀 변위를 나타낸다. 

2.2 노즐의 압력특성 분석 

노즐의 성능은 수축각(contraction angle), 수축

비(contraction ratio), 입구장비(inlet length 

ratio)등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다. 

Fig. 2 The main parameters of nozzle

○ Contraction Ratio :   


○ Aspect Ratio :    

○ Contraction Angle : 

○ Inlet Length Ratio :   

■ 노즐의 형상비 분석

수축비와 수축각은 기존제품의 특성에 맞추어 

고정 하였다. 그리하여 노즐 출구의 형상비를 0

에서 4까지 변화시켜 Fig. 3에 보인바와 같이 6

개의 형상비로 설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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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분사노즐의 실험을 위하여 노즐의 설계를 

노즐needle은(1.0, 1.2, 1.5, 1.8, 2.0) 5가지 종

류로 분석함. 노즐cone은 6개의 종류(1.5, 2.0, 

2.5, 3.0, 3.5, 4.0)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가장 높은 범위의 압력조절이 가능한 노

즐cone 3.5mm, needle 2.0mm에 대해 분석하

였음.

Table 1. Nozzle specification for pressure analysis
Process Variables Process Conditions
Pumping Pressure 100 ~ 160 bar(kgf/cm2)
Flow Rate 1.5 L/min
Cone Size 3.5 mm
Needle Size 2.0 mm
Aspect ratio 0, 0.5, 1, 2, 3, 4, 5

(2) 노즐의 형상비에 따른 압력변화 특성분석 

■ 실험장치 및 방법

노즐 분사 장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진다. 각 부분은 고압 유체를 공급하기 위한 유

체 공급부, 분사된 분무의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

한 채널부, 채널부를 통과한 유체를 포집하고 채

널 내부의 정지된 공기를 흡입. 배출하기 위한 

포집부로 구성된다. 

Fig. 3에서 원액 공급부는 이물질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와 유체에 압력을 공급하기 

위한 압축 펌프 지속적으로 일정한 압력을 유지 

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공기실을 포함한 압력 챔

버 그리고 실제 분사를 담당하는 노즐부로 구성

된다.

채널부는 분사된 유체의 가시화를 위해 전면 

창을 투명하게 제작하였고, 데이터 획득을 위한 

장치의 설치와 이동을 위해 바닥면의 중앙에 노

즐 출구부터 따내기를 하였다. 포집부는 포집 챔

버와 채널 내부의 정지된 공기를 흡입하기 위한 

펌프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유체의 속도계측에서 사용되고 있

는 계측기로서는 피톳관, 열선유속계(Hot-wire 

Fig. 3 The construction units for experiments

 

anemometer), 레이져 유속계(LDV(Laser 

Doppler Velocimetry)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와 같이 고속액체 유동에서는 피톳관에 브르돈 

압력계를 연결하여 계측하였다.  

■ 노즐 형상비에 따른 압력 특성변화 결과 분석 

및 고찰

Fig. 4는 노즐의 형상비 ( )에 따라 압력

변화에 대한 유동 중심축 상의 압력감소를 도시

한 것이다. 공급되는 급수의 압력은 100bar, 

120bar, 140bar, 160bar로 변화시켜 계측 하였

다. 도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동거리에 

따른 압력의 감소는 각 압력의 변화에 관계없이 

선형적인 감소로 나타나 있으며, 감소의 양상은 

노즐형상비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nozzle aspect rati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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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ozzle aspect ratio ( )

(c) nozzle aspect ratio ( )

(d) nozzle aspect ratio ( )

(e) nozzle aspect ratio ( )

(f) nozzle aspect ratio ( )
Fig. 4 The pressure variation analysis according 

to aspect ratio

고압 노즐 압력제어에 적절한 노즐의 내부 형

상을 설정하여 설계 제작하여 그 성능시험을 분

석 한 결과, 노즐의 형상비에 따라 6개의 노즐 

압력손실을 측정 비교분석한 결과 형상비 

  4 인경우가 고압 분사 후 유동방향에 

따른 압력손실이 가장 적게 나타내었다. 

2.3 노즐의 압력최적제어를 위한 제어기 

구성

(1) 비례-적분-미분 제어기(PID controller) 구성

PID제어기는 비례제어, 미분제어, 적분제어를 

결합한 제어기이다. 제어기설계 방법에서 PD제어

기는 시스템의 감쇠비를 증가시키고 상승시간을 

빠르게 만들지만 정상상태 응답을 개선하는 데에

는 효과가 없으며, PI제어기는 감쇠비를 증가시키

고 동시에 정상상태 오차도 개선시키지만 상승시

간이 느려지는 등 과도응답에는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정상상태 응답과 과도상태 응답을 모두 

개선하려면 PI 와 PD제어기의 장점들을 조합하

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제안된 제어기가 바로 PID제어기이다. 

PID제어기는 비례(P), 적분(I), 미분(D) 제어의 세 

부분을 병렬로 조합하여 구성하는 제어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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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의 토막선도는 플랜트에 PID제어기를 연결

한 되먹임 제어시스템을 보여주고 , PID제어기를 

전달함수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Kp,  Kd,  K i는 비례계수, 미분계

수, 적분계수이다. 제어신호는 시간영역에서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G(s)
r +

-

e u y
   Ki

1
s

+

+

Kp

+

Kd s

Fig. 5  The structure of PID controller

PID제어기의 제어입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

         


   





     

위의 식에서 미분제어 게인을 0으로 두면 PI제

어기가 된다.

이 제어기를 설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앞에서 익힌 PI제어기와 PD제어

기 설계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분해식 접근방법이 있다. PID제어기 전달함

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여기서, 

         

 이 식은 PID제어기가 PI부분과 PD부분의 직

렬접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PID 제어게인 계수조정법

지글러-니콜스 계수조정법이라 불리는 이 방법

의 장점은 실제의 제어대상 시스템에서 간단한 

몇 가지의 사전실험을 하고, 이 실험결과로부터 

PID계수를 간단한 공식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법에서 사용하는 PID제어기의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K p는 비례계수, T i는 적분시간

(integral time), T d는 미분시간(derivative time) 

이다. 

PID제어기의 계수 조정법 방법은 S자 응답곡

선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먼저 주어진 플랜트에 

단위계단 입력을 넣은 후에 그 출력응답을 구하

고, 이 단위계단 응답곡선으로부터 어떤 특성계수

를 구하여 이 계수로부터 PID 계수를 선정한다. 

t

y(t)

K

L T

Fig. 6 The response grape of s-curve

이와 같이 구한 특성계수 K, L, T를 써

서 플랜트의 전달함수를 다음과 같이 시간지연을 

갖는 1차 시스템으로 근사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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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o model parameter tunning method 
for PID

제어기의 게인   

P 


∞ 0

PI 




0

PID 


  

    


 
 

이 모델은 반응이 느린 열 시스템들이 이 모델

로 표시된다. 지글러-니콜스 조정법의 첫째 방법

은 이 근사모델에 근거하여 PID제어기의 계수를 

선정하는 것으로서, 이 방법에서 제시하는 PID 

계수 K p, T i, T d 의 값은 표 2와 같

다. 이 표에 따라 계수를 정하면 PID제어기의 전

달함수는 다음과 같이 된다.

 









이 경우에 PID제어기는 원점에 한 개의 극점

과 s=-1/L에 이중영점을 갖는다. PID제어

기를 계수를 정한 후 적용하였을 때, 만일 최대

초과가 크게 나오는 경우에는 L값을 더 크게 

하여 PID계수를 조정하면 초과를 적절히 줄일 수 

있다. 

2.4 비례전자 제어벨브를 이용한 노즐압력 

제어실험 

(1) 실험 하드웨어 구성

비례제어 릴리프밸브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고 

제어 시스템을 AMESim으로 모델링 하면 Fig. 9

와 같다. 솔레노이드에 인가되는 입력값을 PI제어

기로 제어하여, 입력전류에 비례한 출력 압력이 

제어되는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Fig. 7 The modeling of hydraulic system

Fig. 8 The modeling of proportional electronics   
 control valve

Fig. 9 The detailed curcuit of experiment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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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specification of experiment units
기기명 사양 모델번호
PRV 5.5 ~ 315bar 0 811 402 042

AMP(PRV) 2.5A 1M 45
Pump Piston PVS-1B-16N1

Flow sensor 3 ~ 318(1/min) AFM-300

Press sensor
0 ~

200( )
PMSA0200KAAA

Speed sensor 0 ~ 1500(rpm) BUT-305
DAQ Board resolution 16(bit) 6052E
Pentium PC CPU 400(MHz) M520T

Fig. 9의 회로도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장

치의 회로도이며, 블리드 오프 회로에 대하여 국

한하여 수행하였고, 비례 전자밸브(비례 릴리프 

밸브)를 이용해 압력을 제어하도록 구성하였다.

(2) 실험적용 소프트웨어 구성

본 연구에서는 비례-전자 밸브를 이용한 노즐의 

압력제어를 위한 운용 S/W로 LabVIEW를 사용하

였다. 소프트웨어는 open-loop 실험과 close- 

loop 실험으로 구분되어 실행하였다. Open loop

실험의 프로그램은 FAQ Board 설정, 센서 채널 

설정, 비례 릴리프 밸브 입력 설정, 모니터링 부

분으로 나누어진다. 샘플링 타임을 100[msec]으

로 하여 1 [sec]당 20개의 데이터를 50 [sec] 동

안 받아서 저장하도록 하였다.

Fig. 11 The Program menu of close-loop control 
by LabVIEW

Fig. 11은 폐회로(close-loop) 실험에서 사용된 

LabVIEW의 프런트 패널이다. DAQ board 설정, 

비례 릴리프 밸브의 입력 부분, 센서채널 설정부, 

PI게인 설정부, 비례 릴리프 밸브 초기값과 종료

값 설정부, 모니터링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샘플

링타임을 50으로 하여 초당 20개의 데이터를 50 

[sec] 동안 받아서 저장하도록 하였다.6

(a)

(b)
Fig. 12 The hydraulic units for experiments

Fig. 10 The program menu of open-loop control 
by Lab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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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즐 압력제어 실험방법

① 개회로(Open loop) 실험방법 : 비례 릴리프 

밸브의 압력특성 분석

실험 장비인 비례 릴리프 밸브의 입력 전압값 

변화에 따른 압력과 유량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으로 이 실험을 통해 밸브의 불감대 구간과 

히스테리시스(Hysteresis)를 확인하고 실험이 용이

한 선형적 구간을 확인하기 위해 개회로 실험을 

시행하였다.

비례 릴리프 밸브로 인가되는 전압에 따른 밸

브의 압력과 유량의 변화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 4와 같은 환경에서 펌프구동모터의 속도를 

800RPM으로 고정시키고, 비례 릴리프 밸브에 인

가 전압을 0 ~ 4.5 [V]로, 4.5 ~ 0 [V]로 변화시

켜 압력센서와 유량센서를 이용해 데이터를 취득

하였다. 취득된 데이터를 통해 인가전압의 변화에 

따른 불감대 구간을 확인하고 히스테리시스의 정

도를 확인하였다.

② 폐회로(Closed loop) 실험방법 : 압력센서이

용 피드백제어 실험

압력제어 방법에서 폐회로 실험은 압력모드로 

실험하였고, 이득값의 선정에 압력에 대해 이득값

을 선정하였다. 압력제어를 위하여 압력센서가 설

치되어서 궤환 되었는데, 센서는 부하 구동체 역

할을 하는 부하용 릴리프 밸브의 입구측에 설치

하여 계측하였다. 적용된 제어방법은 비례 및 비

례-적분 방법이었으며, 제어 이득(Gain)값은 무모

델 계수조정방법을 사용하였다.

Table. 4 The experiment conditions

유압 펌프의 최대압력 (
) 150

유압모터의 유효속도 (RPM) 800
Setting Pressure of relief valve for safety 

(
 )

120

Setting Pressure of relief valve for 
load(

 )
80

표. 4와 같은 환경에서 센서로부터 압력을 센

싱(Sensing)하고, 그 신호를 PI제어기에서 기준치

와 비교하여 비례 릴리프 밸브에 입력 신호를 출

력하도록 하였다. 비례 릴리프 밸브의 초기 입력

값은 0 [V]로 하고 실험 종료시에도 0 [V]를 출

력하게 하여 시스템이 종료되도록 하였다.

ⅰ) 제어 게인 선정(Control gain selection)

본 연구의 압력제어 실험에서 실험조건을 

표. 4와 같은 환경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리고 실험에 적용된 제어방법은 비례 및 비례-

적분제어 방법을 사용하였고, 제어 이득값은 

여러 가지 값으로 변화시켜 가면서 제어 이득

값을 선정하였다.

PI제어에서 선정된 I 제어 이득값을 적용하

고, P 이득값을 증대시키면서 응답시간이 가장 

빠른 P 이득값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이득값에 

미소 변화를 주어 더 빠른 응답을 보이는지 확

인하여 최종적이 제어 이득값을 선정하였다.

ⅱ) 기준신호 변화

압력제어의 제어 목표치를 변화 시켰을 경

우 제어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기

준신호 변화실험에서 표. 6의 환경으로 하고, 

압력과 유량에 대한 각각의 기준신호를 변화시

켜 제어 성능을 확인하였다.

구동 펌프속도는 시스템이 가장 안정정인 

800 [rpm]으로 하였으며, 표. 5와 같은 변수

로 기준신호를 변화시킬 때 센서로부터 신호를 

취득하여 제어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때의 압력

기준신호는 1 [V]당 20 [
 ]의 압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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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reference signal for closed-loop test
압력모드 

기준신호(Reference 

signal)[V]

1.0 1.5 2.0 2.5 3.0

유량모드 
기준신호(Reference 

signal)[V]

2.1

0

2.1

5

2.2

0

2.2

5

2.3

0

Table. 6 The experiments condition for 
closed-loop test

펌프의 최대 압력(
 ) 150

릴리프 밸브의 설정압력 (
) 125

부하 하중에 대한 릴리프 밸브의 설정 압력(
) 80

압력모드 기준신호(Reference signal)[V] 2.6

유량모드 기준신호(Reference signal)[V] 2.3

(4) 실험결과 및 고찰

① 개회로 실험결과 : 비례-전자 제어 밸브의 압

력 특성분석

Fig. 13은 비례-전자 제어 밸브의 입력 전압값

을 0 ~ 45 [V]까지 각 구간을 0.25 [V]씩 증가

시키면서 한 구간 당 100개의 데이터를 취득하

고, 평균을 구해 해당하는 좌표에 나타내었다.

(a)

(b)
Fig. 13 The control circuits of controller

Fig. 13에서의 결과를 통해 밸브의 인가전압 

1.0 [V] 이하에서 압력에 대해 조작이 불가능한 

불감대구간이 형성됨을 확인하였고, 히스테리시스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에 사용된 블리드 오프 회로의 특성상 부

하설정용 제어 밸브의 설정압이 150 [
 ]

이기 때문에 최고압이 8.0 [V]로 나타나고 있다.

Fig. 14 The performance curve graph of 
proportional control valve

② 노즐 압력제어의 실험결과

- 압력제어 이득값 선정결과 및 분석

표. 6의 환경으로 실험을 통해 제어 이득값을 

튜닝한 결과이다. 제어 이득값에 따라 목표치에 

도달하는 양상이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며, Fig. 

14, Fig. 15, Fig. 16, Fig. 17는 선정된 압력제

어 이득값에 대한 압력제어 응답을 나타낸다.

Fig. 14 The pressure control results by PID (120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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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he pressure control results by PID (130bar)

Fig. 16 The pressure control results by PID (140bar)

Fig. 17 The pressure control results by PID (150bar)

무모델계수 조절 방법으로 취득한 PI제어 이득

값은 (0.2, 5.5)이며, 오버슈트를 크며, 2 ~ 3초

대의 목표치에 대한 응답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P제어 이득값은 0.2이며, PI제어 이득값을 접

목함으로써 오버슈트가 줄어들고, 1 ~ 2초이내에 

목표치에 대한 정사상태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900L급 이상의 대형 냉장고 발

포 시스템용 균질기내의 폴리올 원액 및 질소 혼

합공기가스의 노즐 압력제어를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현재까지 고정도, 고응답성을 요구하는 유압시

스템에 주로 유압서보밸브를 사용하여 제어가 행

해졌지만, 시스템 모델식에 많은 비선형성을 내포

하고 있기 때문에 제어성능향상에 제약 조건이 되

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상할 수 있는 제어알고리즘을 제안함으로서 외

란 및 노이즈등에 의한 비선형 요소의 영향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모의실험결과 

노즐 압력제어응답이 안정된 제어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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