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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환경에서의 압전작동기를 이용한 1단 밸브의 성능 평가
Performance Evaluation of a Piezostack Single-stage Valve 

at High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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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work, a piezostack single-stage valve (PSSV) system is proposed and its control perform-

ance is experimentally evaluated at high temperature up to 150 ℃.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a 

PSSV system is designed and operating principle and mechanical dimensions are discussed. A dis-

placement amplifier and an adjust bolt are used to generate target displacement and to compensate 

thermal expansion. Then, an experimental apparatus is constructed to evaluate control performance of 

the PSSV system. The experimental apparatus consists of a heat chamber, a hydraulic circuit, a 

pneumatic circuit, pneumatic-hydraulic cylinders, thermal insulator, electronic devices, sensors, data 

acquisition (DAQ) board and a voltage amplifier. The flow rate and displacement control perform-

ance of the valve system are evaluated via experiment. The experimental results are evaluated and 

discussed at different temperatures and frequencies showing the controlled flow rate and spool 

displacement.

* 

1. 서  론

큰 힘을 필요로 하는 기계시스템은 유압 시스템

의 특징인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필요

한 힘을 유압 회로로부터 얻는다. 이러한 기계 시스

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유압 모터와 유압 밸

브이다. 유압 모터는 기계시스템에 존재하는 유압 

회로에 유체를 흘려주는 역할을 하며 가장 기본에 되

는 힘의 원천이다. 유압 밸브는 유압회로를 기반으로 

하는 기계 시스템에서 기계적인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하여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는 기계요소이다(1). 따

라서 유압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기계시스템의 성

능은 밸브의 성능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에 밸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어 왔다. 현재 유압 시스

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압 서보 밸브는 

스풀(spool) 밸브이다. 스풀 밸브는 스풀의 위치를 제

어하여 유체의 유량 및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로, 이

는 1단 스풀 밸브와 2단 스풀 밸브로 나누어진다. 2

단 스풀 밸브는 1960년대부터 많은 유압시스템에 사

용 되었으며, 2개의 단계로 구성된 밸브이다(2~4). 

첫 번째 단계에서는 솔레노이드 작동기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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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플레퍼-노즐(flapper-nozzle) 밸브를 움직여 노즐

부의 압력차를 발생시킨다. 발생된 압력차를 이용하

여 두 번째 단계에서 스풀의 구동력으로 작동하여 

스풀의 위치를 제어하게 된다. 이러한 2단계 스풀 

밸브는 적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며 넓은 유체 

제어 범위를 가지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구조

가 복잡하며, 유지보수가 어렵고, 가격이 비싸며, 

별도의 공압 장치가 필요하며, 구동 가능한 주파

수 범위가 낮고 응답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갖

는다. 2단 밸브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0년

대 이후 1단 밸브, 즉, 직 구동 밸브에 대한 연구

가 진행 되었다(5~8).

직 구동 밸브는 작동기가 직접 스풀의 변위를 제

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구조가 간단하고, 반응

속도가 빠르며, 유지보수가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직 구동 밸브는 작동기가 스풀을 직접적

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작동기의 성능이 밸브의 성능

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작동기를 사용한 

직 구동 밸브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압

전작동기는 높은 에너지 밀도, 빠른 반응속도, 넓은 

구동 주파수 영역을 가지는 장점을 갖고 있어, 직 구

동 밸브에 적용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

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 환경은 고온 환경에 

노출되며, 고속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지고 있다(9,10).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압전작동기를 이용한 고온

용 고속 유량 제어 직 구동 밸브 시스템을 설계 및 

성능평가를 수행 하였다. 이를 위해 압전 직 구동 

밸브가 제안되었으며, 작동원리를 간략하게 설명하

였다. 이후 밸브의 성능 평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실

험장치가 제작 되었으며, 제작된 실험장치와 밸브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험을 통하여 성능 평가를 진행 

하였다. 밸브의 성능은 유량계 반응속도의 성능 한

계로 인하여, 스풀의 변위를 이용하여 평가 하였으

며, 저주파수의 유량 및 변위, 고주파수(200 Hz)의 

변위, 응답속도 실험 결과가 시간 및 주파수 영역에

서 평가 되었다.

2. 압전 1단 스풀밸브 

이 연구에서 제안 되어진 고온용 압전작동기 1단 

밸브의 개념도는 Fig. 1과 같다. 제안된 밸브 시스템

은 압전작동기, 레버-힌지(lever-hinge) 변위확대 기구, 

스풀 밸브, 갭센서(gap sensor), 에어로젤(aerogel), 보

정 볼트로 이루어져 있다. 사용된 PZT 형식의 압

전작동기는 작동기에 사용된 압전재료 길이의 

1/1000 가량의 변위를 발생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압전 재료를 적층하여 생

성 변위를 증폭시킨 적층형 압전작동기를 이용 하

였다. 고려된 압전작동기는 PIEZOMECHANIC사

의 상용 압전작동기(PSt 150/20/80)가 사용되었으

며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압전작동기는 발생 

변위가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압전작동기 어플리

케이션에서 변위 확대기구를 도입하여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레버-힌지 형태의 변위 확대 기구

를 이용하였다. 레버-힌지 변위 확대기구는 가장 간

단한 형태를 갖는 변위 확대기구의 하나로서 힌지를 

중심으로 힘점의 거리와 작용점의 거리에 비례하여 

변위가 증폭된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proposed piezostack sin-
gle stage valve system

Table 1 Property of the piezostack actuator

Specification Value

Maximum displacement 80 µm

Maximum force generation 11 000 N

Diameter of the piezostack actuator 25 mm

Length of the piezostack actuator 97 mm

Electrical capacitance 44 µF

Operating voltage 0 V ~ 15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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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spool valve

Table 2 Dimension of the spool valve

Specification Value

Spring coefficient 
of the return spring 8 kN/m

Diameter of the spool 7.145 mm

Height of the outlet port 4 mm

Width of the outlet port 2 mm

이 연구에서 적용한 레버-힌지 변위 확대기구의 

힘점까지의 거리는 5.12 mm이며 작용점까지의 거리

는 115.64 mm로 설계 되었으므로 22.8배의 변위 

확대율을 갖는다. 이렇게 증폭된 변위를 이용하여 

레버끝단에 위치한 스풀의 위치를 제어하여 유량을 

제어한다. 또한 스풀의 위치를 피드백하기 위하여 

갭 센서가 사용되었으며, 하우징의 온도에 대한 영

향을 보상하기 위하여 보상 볼트가 적용 되었다.

Fig. 2는 스풀 밸브의 개념도를 보여준다. 스풀 밸

브는 크게 스풀, 슬리브, 하우징, 반력 스프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된 압전작동기는 단방향 압전작

동기로써 미는 방향으로만 힘을 발생 시킨다. 그렇

기 때문에 반력 스프링을 사용 하여 복원력을 생성 

시킨다. 입구는 항상 열려 있으며 압력이 유량과 관

계없이 일정하게 유지 된다. 반면에 출구는 기본적

으로 닫혀 있는 상태이다. 스풀이 움직임으로 인하

여 밸브의 열린 넓이를 조절하여 유량을 제어한다. 

선형적인 제어를 위하여 출구는 직사각형의 모양을 

갖는다. 식 (1)은 스풀 변위와 유량의 관계식을 보여

준다.

s
s

s
sd x

D

H
PDCQ 








 1sin/22  (1)

식 (1)에서 Q는 유량, Cd는 저항계수, ΔP는 압력 

강하, 는 유체의 밀도, Hs는 출구의 높이, Ds는 스

풀의 지름, xs는 스풀의 변위이다. 식 (1)을 이용하여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유량에 따른 스풀의 위치를 

식 (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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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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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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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는 스풀 밸브의 치수를 보여준다.

3. 실험 장치 구성

압전 1단 밸브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압전 1

단 밸브와 실험 장치가 Figs. 3, 4와 같이 제작 되었

다. Fig. 3은 제작된 압전 1단 밸브를 보여준다. 

PZT 타입의 상용 압전작동기가 사용 되었으며, 스

풀의 변위를 피드백 하기 위하여 비접촉식 갭 센서

(KD- 2306 2SMT, KAMAN)가 사용되었다. 사용된 

갭 센서는 비 접촉식 이므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는다. Fig. 4는 제작된 실험 

장치의 사진이다. 두 개의 압력센서(210-40-011-04, 

paine electronics)를 사용하여 입구와 출구의 압력을 

측정 하였으며, 유량계(FT-08AEYB-LEA-3, flow 

technology)를 사용하여 실시간 유량을 측정하였다. 

유량계는 4 ms의 시간 지연을 갖으며, 사용된 인디

케이터(lA-5-A-V1F1, flow technology)는 20 ms의 

시간 지연을 갖는다. 스풀의 변위 데이터 및 압력, 

유량 데이터는 DAQ보드(DS1104, dSpace Co.)의 

ADC를 통하여 컴퓨터로 전송된다. 전송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어 입력을 연산하여 DAC를 통하여 전압 

증폭기로 전달한다. 증폭된 전압은 압전작동기에 가

해지게 된다. 실험장치에서 질소가스는 공압 레귤레

이터를 지나 공압-유압 실린더를 통하여 질소가스의 

압력을 유압으로 변환한다. 공압-유압 실린더, 압전 

밸브, 압력센서, 유량계는 챔버 안에 위치하며 모두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게 된다. 또한 단열재로 에어

로젤을 사용하였으며 압전작동기를 감싸고 있다.

4. 밸브 성능 평가 결과

일반적으로 유량 제어 밸브의 성능은 유량의 반

응 특성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는 사용된 터빈 유량계의 한계로 인하여 스풀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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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anufactured piezostack single stage valve

Fig. 4 An experimental apparatus for valve control

치를 바탕으로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스풀의 특성

상 위치와 유량은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스

풀의 변위를 이용하여 유량을 예측할 수 있다. 밸브

의 주파수 응답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현파 신호를 주

파수 별로 압전작동기에 인가하여 발생되는 변위를 

측정하였다. 주파수 응답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35 V의 정현파 전압을 압전작동기에 인가하였으며,  

Fig. 4 Frequency response of spool valve

Fig. 5 Step response of spool valve at 23 ℃

Fig. 6 Step response of spool valve at 150 ℃

유체의 영향도 고려하기 위하여 70 bar의 유체압력

을 가해주었으며 사용된 유체는 ISO VG 46을 사용

하였다. Fig. 4는 주파수 응답 결과이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고유진동수는 280 Hz이다. 이

와 같이 고유진동수를 더욱 높게 설정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파수인 200 Hz를 약간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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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1 Hz experimental result at 23 ℃

Fig. 8 10 Hz experimental result at 23 ℃

Fig. 9 200 Hz experimental result at 23 ℃

하는 주파수로 설정한 이유는 압전작동기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발생하는 힘이 감소하기 때문이다(11). 

제안된 압전 1단 밸브의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Figs. 5, 6과 같이 각각의 온도 조건에서 

step 응답을 확인하였다. 시스템 특성을 확인함에 

있어서도 유체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70 bar의 

유체 압력을 가해주었다. Fig. 5는 상온에서의 특성

을 나타낸 것이다.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100 V의 계단 신호를 입력해 주었으며, 응답 시

간은 목표의 약 63.2 %에 도달 하는 시간(시정수)으

로 측정하였다. 측정된 응답 시간은 1.6 ms이며, 발생

된 변위는 0.415 mm로 측정 되었다. Fig. 6은 150 ℃

환경에서의 응답 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측정된 

응답시간은 1.8 ms이며, 발생된 변위는 0.27 mm로 

측정되었다.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반응속도

가 감소하며, 발생되는 변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현파 신호에 대한 압전 1단 밸브의 성능평가를 

진행 하기 위하여 정현파 신호를 입력해 주었다. 앞

서 말한 바와 같이, 사용된 유량 센서의 한계로 인하

여 제어 목표를 스풀의 변위로 선택 하였다. 1 Hz, 

10 Hz는 0.15 mm의 크기를 갖고 0.15 mm의 오프셋

을 갖는 정현파 신호를 목표 신호로 입력해 주었으

며, 200 Hz에서는 저주파수의 10분의 1의 신호를 입

력해 주었으며, 제어기는 PID제어기가 사용되었다. 

PID 제어기의 게인 값은 각각의 온도에서 실험을 

통하여 게인 값을 찾아 테이블화 하였으며, 제어기는 

온도와 구동 주파수를 기준으로 테이블의 게인을 찾

아 자동으로 게인 값을 변경한다. 이는 이미 산업 환

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다. 성능평가를 진행함

에 있어 유체의 압력을 고려하기 위하여 모든 실험

에 70 bar의 압력을 가해 주었으며, 사용된 유체는 

ISO VG 46이 사용되었다. Fig. 7은 1 Hz의 상온 실

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제어 결

과가 좋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최대 오차는 1.5 m, 

최대 유량은 9.48 LPM(liter per minute)으로 측정되

었다. Fig. 8은 상온, 10 Hz의 실험 결과를 보여준

다. 1 Hz에 비하여 약간의 위상 지연이 생기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유량 데이터는 유량 센

서의 한계로 인하여 위상지연 및 데이터의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는 200 Hz의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제어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이 작은 크기에 대한 오차를 갖고 있으며, 위상 

지연 또한 볼 수 있다. 발생한 위상지연은 72˚이

다. 이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판별하기 위한 90˚에 

미치지 못하므로 시스템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

는 것으로 판별 된다.

또한 고온 환경에서의 성능 평가를 진행하기 위하

여 밸브시스템 및 압전작동기를 고온 챔버에서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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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1 Hz experimental result at 150 ℃

Fig. 11 10 Hz experimental result at 150 ℃

Fig. 12 200 Hz experimental result at 150 ℃

하였다. 가열 조건은 온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5분 동안 상온에서 150℃까지 가열 후 150℃

를 유지하며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실험을 수행하

였다. Fig. 10은 고온, 1 Hz의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변위 제어 결과는 상온과 같은 결과를 갖는다. 그러

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유체의 점도가 낮아져 유

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대 유량은 11.38

LPM으로 20 % 정도의 유량 증가를 볼 수 있다. Fig.

11은 고온 10 Hz의 결과를 보여준다. 변위제어 결과 

상온과 같은 결과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최대 유

량은 11.11 LPM으로 측정되었으며 상온에 비하여 역

시 20 %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2는 

200 Hz의 결과를 보여주며 상온의 결과와 비슷한 결

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온도의 영향으로 인하여 압전

작동기의 강성 및 반력 스프링 강성의 변화로 인하여 

위상지연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값은 74˚의 

값을 갖는다. 이 결과 역시 시스템의 안정성에는 문

제가 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준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압전작동기를 이용한 압전 1단 밸

브를 제안하고 실험을 통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였

다. 압전작동기의 장점을 활용하여 고속제어를 수행

하였으며, 고온환경에서의 성능 평가 또한 수행하였

다. 압전작동기의 온도에 대한 영향을 줄이고자 단

열재를 사용하였으며, 압전작동기 작은 변위를 보완

하고자 변위확대기구를 적용하였다. 제안된 압전 작

동 밸브의 원리에 대하여 설명 하였다. 이후 압전 

밸브의 상온과 고온에서의 성능평가를 진행하기 위

하여 실험장치가 제안 되었다. 이후 제작된 실험장

치를 통하여 밸브의 성능평가가 수행 되었다. 성능

평가는 1 Hz에서 200 Hz까지의 주파수에 대하여 수

행되었다. 상온의 결과 저주파수에서는 좋은 제어 

성능을 갖으며, 고주파수(200 Hz)에서는 72˚의 위상

지연을 갖는다. 또한 고온(150 ℃)에서의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고온의 환경에서, 저주파수에서는 온도

의 영향으로 인하여 유량이 늘어나며 고주파수에서

는 온도의 영향으로 인하여 74˚의 위상지연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고온의 환경에서도 훌

륭한 제어 성능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추후 더

욱 넓은 제어 범위와 내구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계획이며, 강건 제어기를 설계하여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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