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전체효율이 높고 광범위한 운전조건에 대응이 

수월하며 고속ㆍ고압화가 가능한 유압 액셜 피스

톤 펌프가 산업기계를 비롯한 건설중장비, 공작

기계, 사출 성형기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다른 형

식의 유압 펌프에 비해 점점 그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압 액셜 피스톤 펌프 설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고, 특히, 
밸브 플레이트 설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지금

도 계속되고 있으며, 다수의 유용한 설계기술들

이 개발되었다. 한편, 유압 시스템들의 무게는 고

압화에 따라 감소해가는 경향이지만, 그에 따른 

방출 소음은 크게 증가되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소음문제가 유압 시스템에

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음 방출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그 첫 번째 단계이다. 따라서 소

음 발생 원인에 대한 이론적인 가정들이 이루어

졌고[1][2] 이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노

력중이나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매우 미미한 상

태이다[3][4]. 그 중에서 폐입구간에서 발생하는 

압력변동은 피스톤 펌프에서 주요 소음 원인 중

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린더 블록이 고압이면서 고속으로 회

전운동하기 때문에 폐입구간에서의 압력변동을 

실험적으로 측정 하는 데는 기술적으로 많은 어

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신뢰성 있는 실험적

인 연구가 행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피스톤 펌프의 주요 소음원 중의 하나인 폐

유압 피스톤 펌프의 폐입구간에서 발생하는 압력변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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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간에서 압력변동을 실험적으로 측정하고 파

악함으로써 액셜 피스톤 펌프의 성능향상을 도모

하기 위한 설계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피스톤 펌프의 구동은 75KW AC 서보 모터를 

사용하였으며, vector inverter controller를 사용하

여 0에서 2500rpm까지 무단 변속시킬 수 있다. 
펌프와 모터는 절연 커플링으로 연결하였으며, 
펌프 토출측에는 압력, 유량,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였다. 토출압력은 펌프 토출

측에 부착한 압력제어 밸브(relief valve)를 사용하

여 무부하에서35MPa까지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작동유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열 교환기를 설치하였으며, 작동유의 청

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펌프 흡입측 및 탱크

로 드레인 되기 직전에 필터를 장착하였다 

Fig. 1 Section diagram of test piston pump

Fig. 1은 실험용 유압 액셜 피스톤 펌프에 초소

형 압력 변환기를 설치한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

도이다. 폐입구간에서 압력변동의 측정을 위해 

하나의 실린더에 반경방향으로 구멍을 가공하여 

고성능 초소형 압력 변환기를 장착하였다. 압력 

변환기 선은 실린더 블록이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꼬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린더 블록 중

심의 축을 통해 회전체로부터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슬립링(slip ring)과 연결시켰다. 압력 변환기 

신호는 슬립링(slip ring)에서 신호 조정기(signal 
conditioner) 통해 레코더로 보내져 아날로그 신호

로 볼 수 있고 동시에 디지털 값으로 저장된다. 
획득한 데이터는 퍼스널 컴퓨터로 처리 및 분석

하였다. 실험을 위해 서로 다른 형상의 밸브 플

레이트 세 개를 설계 및 제작하였고, 그 중에서 

토출 압력, 회전속도에 대한 영향은 valve plate 
1(VP1)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용 밸브 플

레이트의 설계방법 및 예압축각의 치수는 Fig. 2
에 나타내었다. 

Fig. 2 Designs of test valve plates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토출압력의 영향 

Fig. 3은 예압축 구간이 0°인 밸브 플레이트 

VP1을 대상으로 하나의 실린더가 밸브 플레이트 

위를 회전할 때 나타나는 토출압력에 따른 폐입

구간에서 압력변동들을 측정한 결과 그래프이다. 

Fig. 3 Variations of pressure fluctuation at 

trapping region(15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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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각은 360° 즉, 실린더 블록이 1회전하는 경

우이고, 토출압력은 5∼30MPa 까지 5MPa씩 증가

시켰다. 그래프 상에 표시한 토출영역(discharge 
region) 이외의 영역은 흡입영역이다. 실린더가 토

출영역을 지나는 동안 몇 번의 압력변동이 발생

한다. 이것은 피스톤 수가 유한개이고, 펌프 토출

영역에 존재하는 피스톤 수가 순간적으로 변화하

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펌프의 피스톤 수는 9개로 이것의 반절인 4개 반 

정도의 압력변동이 토출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토출영역에서의 압력변동은 토출압력

이 5MPa에서 30MPa로 증가함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그 원인은 토출압력이 증가하면 실

린더가 겪어야 하는 흡입압력과 토출압력의 차가 

커지고, 동일조건에서 더 급격한 압력상승이 이

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흡입영역에서 저압의 

작동유를 포함하고 있던 실린더가 토출영역으로 

전환되면서 갑자기 고압의 작동유와 만나게 되어 

나타나는 서지압력도 그 원인이 된다.

Fig. 4 Pressure rising slopes at trapping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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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Fig. 3의 그래프에서 실린더 내부 압력

이 흡입압력에서 토출압력으로 상승되는 폐입구

간에서의 현상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확

대한 그래프이다. 토출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폐

입구간에서 압력 상승기울기의 증가 현상이 뚜렷

이 관찰된다. 또한, 압력이 상승된 직후 서지압력

에 의한 압력 오버슈트(overshoot) 현상도 나타난

다. 이 오버슈트의 크기는 토출압력이 5MPa에서 

20MPa까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Fig. 5는 Fig. 3의 그래프에서 실린더 내부 압력

이 토출압력에서 흡입압력으로 하강하는 폐입구

간에서의 압렵변동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확대한 그래프이다. 토출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토출압력에서 흡입압력으로 하강하는 폐입구간에

서 하강 기울기가 점점 급하게 나타나며, 토춮압

력증가에 따라 더욱더 갑작스런 압력변동이 발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 Pressure dropping slopes at trapping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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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회전수 영향

Fig. 6은 토출압력 20MPa의 동일 조건에서 회

전속도를 500rpm, 1000rpm, 1500rpm 으로 변화시

켰을 때 나타나는 폐입구간 및 실린더 내부 압력

변동의 차이를 비교해 나타낸 그림이다. 회전속

도의 증가에 따라 폐입구간에서 압력상승 초기에 

나타나는 오버슈트(overshoot)가 증가되고, 압력변

동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는 회전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폐입구간을 통과하는 실린더의 순간속

도가 증가되고 실린더 내부 피스톤의 순간 압축

율도 증가되며, 따라서 작동유의 압축이 더욱 빠

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압력변동 폭의 증가율이 회전속도의 증가율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즉, Fig. 6에서 회전속도가 500rpm에서 1000rpm

으로 상승함에 따라서는 압력변동 폭의 증가가 

미세하지만, 1000rpm에서 1500rpm으로 상승하면 

압력변동 폭이 크게 증가한다. 이것은 토출된 작

동유가 흘러가는 토출라인의 배관 및 밸브 등이 

일정한 용량으로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

는 현상이다. 즉, 회전속도가 증가하면 토출라인

을 흘러가는 작동유의 유량이 증가하여 배관 및 

밸브 등에 의해 더 큰 저항을 받게 되어 압력변

동 폭의 증가를 초래한다. 또한, 그 증가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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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된 배관 및 밸브의 용량을 근접하는 순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되어 나타난다. 이로 인해 

회전속도의 증가에 따라 폐입구간 및 실린더 내

부 압력변동이 어느 회전속도를 기점으로 큰 폭

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펌프 정격용량에 맞

는 토출라인의 설계가 압력변동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Fig. 6 Comparison of pressure fluctuation at 

trapping region with speed of rotation(2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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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원인으로는 회전속도의 증가에 따라 

펌프 흡입 및 토출 측에서 캐비테이션 발생 위험

성이 증가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면 흡입성능이 저하하고, 토출유량이 감소

하면서 토출압력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된다. 
따라서 회전속도의 증가에 따른 캐비테이션의 발

생도 압력변동의 원인으로 고려해야한다. 

3.3 예압축(폐입)의 영향 

밸브 플레이트에 예압축 구간(폐입구간)을 설계

하면, 피스톤이 토출행정을 시작하여 이 예압축 

구간을 지나는 동안 작동유를 강제 압축함으로써 

실린더 내부 압력이 상승하고, 그 상승압력이 토

출압력과 같을 때 실린더 포트가 토출포트에 연

결되도록 하면 압력변동이 원활해진다.
Fig. 4.7∼Fig. 9는 예압축 구간이 0°(VP1),  예

압축 구간이 5°(VP2), 예압축 구간이 13°(VP3)을 

대상으로 각각 실린더 블록이 1 회전하는 동안 

토출압력에 따른 실린더 내부 압력변동을 측정한 

결과 그래프들이다. 회전각 360°는 실린더 블록의 

1회전을 의미하고, 토출압력은 5에서 30MPa까지 

5MPa씩 증가시키며 실린더 내부 압력변동을 측

정하였다. Fig. 4.7∼Fig. 4.9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토출압력 범위에 걸쳐 동일 토출압력 조건에서 

VP1의 압력변동 폭에 비해 VP2, VP3의 압력변동 

폭이 크게 감소하여 나타난다. 토출압력 20MPa의 

경우, VP1의 압력변동 폭은 3.05MPa 이고, VP3
의 압력변동 폭은 1.92MPa 이다. 예압축 구간이 

없는 VP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의 예압축 구

간을 갖는 VP3의 압력변동 폭은 전체적으로 37% 
정도 감소한다. 

Fig. 7 Variations of pressure fluctuation at 

trapping region(1500rpm, V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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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ariations of pressure fluctuation at 

trapping region(1500rpm, V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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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은 회전속도 1500rpm, 토출압력 20MPa

의 조건에서 VP1, VP2, VP3의 폐입구간에서 압

력변동의 차이를 비교해본 그래프이다. 저압의 

흡입 역에서 고압의 토출 역으로 전환하는 압

력상승의 기울기가 뚜렷이 차이를 보인다. VP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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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VP2, VP3의 압력상승 기울기가 훨씬 완만

하게 나타난다. 압력 상승기울기를 시간으로 환

산해 보았다. VP1의 경우 흡입압력에서 토출압력

까지 상승하는 시간이 6 10− 4 (s)이고, VP의 

경우는 15.5 10− 4(s)이다. 13°의 예압축 구간

을 설계하면, 압력상승 시간은 약 2.6배 정도 느

려지게 되어 보다 원만한 압력변동이 이루어짐으

로써 실린더 내부변동압력 폭이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압축 구간의 설계는 펌프의 

정격 토출압력, 회전속도, 작동유 등에 따라 변화

하기 때문에 설계시 주의하지 않으면 않된다.

Fig. 9 Variations of pressure fluctuation at 

trapping region(1500rpm, VP3)

Fig. 10 Comparison of pressure rising times at 

trapping region(2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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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유압 액셜 피스톤 펌프의 폐입구간에서 발생하

는 압력변동 특성을 실험적으로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폐입구간에서 토출 압력의 증가에 따라 압

력 상승 및 하강 기울기가 증가하고, 상승초기 

압력 오버슈트도 증가하여 압력변동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
2) 폐입구간에서 회전속도의 증가에 따라 압력

변동이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것은 회전속

도 증가에 따른 작동유의 순간 압축속도의 증가

에 의한 압력 상승 시작점에서의 압력 오버슈트

의 증가 및 펌프 토출라인의 배관 등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3) 밸브 플레이트에 예압축 구간(폐입구간)을 

적절히 설계하면 압력변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

으며 압력변동 폭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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