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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부분 해양프로젝트에서는 파도에 의한 

상하동요(Heave)를 최소화하여 원하는 물체를 

목표위치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Active Heave 

Compensator (AHC)의 기술 개발을 위한 유압 

실린더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였다. Fig. 1 처럼, 

기존 AHC 와 비슷한 형태로 PLC, Graphic 

Panel(GP), 유압유닛, 두 개의 유압실린더로 

시뮬레이션 장비를 구축하였고, 불규칙한 

해양파 히브에 대한 장비의 보상성 

(Compensability)를 테스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Heave Compensators 
 

Heave Compensator(HC)는 크게 Passive 와 

Active 로 나눌 수 있다. 현가장치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PHC 와, 직접 실린더를 구동하는 

AHC 가 히브운동을 보상해준다. 대게 해양 

드릴링 작업 중에는 PHC 만으로도 히브 

운동을 보상할 수 있지만, PHC 실린더의 

고무탄성체(elastomer seal)에 의한 마찰 손실과 

어큐뮬레이터에서 생기는 압력 손실로 정밀한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1] 이러한 PHC 의 

단점을 보완하고 물체의 위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AHC 가 시스템에 추가된다. 

시스템은 Motion Reference Unit(MRU)로 

히브운동을 감지하여 파도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 정보는 PLC 연산을 통해 유압유닛에 

제어지령을 전달하고 실린더를 구동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다.  

 

 

Fig. 1 Heave Compensator 의 기본구조 

 

3. 해양파 분석 
 

해양파는 조화파(Harmonic wave) 형태로써 

다양한 진폭과 주파수의 sine, cosine 파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불규칙한 해양파를 

경우 다양한 분석방법이 제시되어왔다. 그 중, 

이 연구에서는 FFT(Fast Fourier Transform)를 

통해 파랑을 주파수영역에서 분석한다. 에너지 

스펙트럼에서 높은 에너지를 가진 파 들을 

추출한다. 다시 말해 유의파(significant waves)에 

대한 정보를 산출해낸다. FFT 로 산출된 

유의파의 진폭과 주파수의 정보를 가지고 

푸리에 급수를 통해 몇 개의 정현파 조합으로 

제어 지령을 산출한다.[2] 아래 Fig. 2 는 

불규칙한 파형의 주파수 영역에서 제어되어야 

할 유의파 주파수와 진폭을 산출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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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FT 를 이용한 불규칙한 파형분석 

 

4. 유압 시스템 시뮬레이터 
 

Fig. 3 에 도식화 되듯이, AHC 의 기본 

구조와 유사하게 유압 시뮬레이터를 

설계하였다. PLC 로부터 지령을 밸브 엠프에 

전달하여 밸브 스풀의 개폐 정도로 유량을 

제어한다. PID 제어 기법을 사용하여 두 개의 

유압실린더의 동기위치 오차를 20mm 이하로 

제어하였다. 

 

 

Fig. 3 유압시스템 시뮬레이터 

 

와이어 엔코더를 연결하여 불규칙한 히브 

모션을 발생하였고, 이 신호를 분석하여 

sine 과 cosine 의 적절한 형태로 입력 신호를 

주었다. 그 결과, Fig. 4 처럼 정현파 지령을 

주었을 때, 20mm 허용 동기오차 안에서 유압 

실린더가 제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래프 (b)처럼 실린더의 최대 행정속도 

이상의 명령 입력 시 time lag 현상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제어시스템을 유지하였다.          

 

 

Fig. 4 지령에 따른 실린더 위치와 동기오차 

 

4. 결론과 향 후 계획 
 

불규칙한 파형을 FFT 를 사용하여 파형을 

분석하고 유의파고와 주기를 선별하고 보상을 

위한 알맞은 지령을 산출하였다. 유압 

시뮬레이터는 이 지령을 받아 두 개의 

실린더를 제어하여 passive 보상기에 의해 

생기는 오차를 보상한다. 이 실험을 통하여 

정교한 유압 시스템의 제어 기술을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 후 해양파를 한층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어 시스템의 

내장함으로써 극한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는 real-time 유압 제어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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