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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Hydrostatic pumps and motors occupy an important position in hydraulic system. There are a lot of 
researches on characteristics of hydraulic pumps, but not hydraulic motors. So in order to know the characteristics of 
hydraulic motors we had this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nd analyze the theoretical calculation of 
hydraulic axial piston motor torque and torque ripples. Then,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torque ripples with dead 
place and without dead place on the valve plate, and modeling a hydraulic motor with AMESim software. Finally, 
theoretical calculation of hydraulic motor torque ripples was verified from the viewpoint of simulation. 

Key words : AMESim software(아메심 소 트웨어), Torque ripples(토크 맥동), Dead place(사구간), Hydraulic 
axial piston motor(유압 액셜 피스톤 모터), Valve plate(밸  이트)

Nomenclature1)

  : inclination angle of swash plate
 : torque ripples of piston motor
 : dead angle of valve plate
 : angle of instantaneous piston position 
 : included angle between two pistons in valve plate
 : opening angle of notch

1. 서 론

건설기계 분야에서 유압 펌 와 유압 모터는 다

양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성능특성을 악하기 

한 연구가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1,5,6) 이
러한 국내 연구의 흐름에 발맞추기 해 본 연구에

서는 이론 으로 세 가지 조건에 의해 변화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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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토크 맥동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  하나는 사구간(dead place)이 없는 조건으로 

피스톤이 밸  이트의 사 을 지나가자마자 흡

입과 토출 동작이 바로 시작되는 조건이다. 두 번째 
조건은 사구간이 있는 조건으로 사구간 내에서 흡

입과 토출 행정 이 에 작동유의 압축과 감압이 이

루어지게 된다. 세 번째 조건은 사구간 안에 노치를 
용하는 조건으로 두 번째 조건에서 발생하게 되

는 피크압력 형성과 같은 이상 상을 보완하는 조

건이다.
이러한 세가지 조건에서 토크맥동에 한 특성을 

집 으로 해석할 것이다.
해석 방법은 상용소 트웨어인 AMESim3)을 이

용하여  조건에 맞게 만들어진 해석모델로부터 

도출한 토크맥동 형의 해석결과와 이론 인 계산 

결과를 비교 검토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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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인 검토

Fig. 1에서는 사구간이 없는 조건일 때의 밸  

이트를 나타낸 것이고, Fig. 2에서는 사구간이 있
을 때의 밸  이트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먼 , 
Fig. 1에 나타낸 조건의 모터에 하여 이론 인 토

크를 해석하고자 한다. 이상 인 피스톤 모터는 사

을 지나가자마자 고압 작동유의 압력과 사 에서 

받는 반력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회  방향으

로 합력 가 발생하여 회 하게 되고 이런 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사 을 기 으로 각도 

만큼 회 하여 생긴 토크는 다음과 같다.2,4)

  

sin (1)

여기서, 는 각도 에서 피스톤의 순간 토크이

고, 는 피스톤의 직경이고, 은 실린더의 피치원
반지름, 는 고압 쪽에 들어가는 압력이다, 는 사
의 경사각을 나타낸다. 
여기서 은 고압 쪽에 있는 피스톤의 갯수를 나

타낸 것으로 순간 으로 발생한 체 토크는

  





 sin  (2)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sin는 모터의 
피스톤 수 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즉, 는 홀수와 
짝수의 조건에 따라 변한다. 여기서 두 개 피스톤 사
이에 각도를   로 하면,

       ⋅

만약 가 짝수 일 때는,      

  

sin

cos  (3)

만일에 가 홀수일 때는,   ±,
즉,      일 때는   가 된다. 따

라서

  



sin


cos



 (4)

Fig. 1 Valve plate without dead place

Fig. 2 Valve plate with dead place

Fig. 3 Force on the piston of motor

이고,     일 때는   가 된다.

  



sin


cos



 (5)

이 되고, 총 피스톤 수에 따른 평균 이론 토크는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6) 

이때 모터의 토크 맥동의 크기는:



maxmi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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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짝수일 때:  

⋅tan

  (8)

홀수일 때: 

⋅tan

  (9)

로 나타낼 수 있다. 의 식 (8)과 (9)를 비교하여 보
면 유압모터의 토크맥동의 크기는 모터의 피스톤 

수만으로도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맥동 특성
을 검토하기 해 모터 피스톤의 수를 7개에서 10개 
까지 증가시켰을 때 각각의 토크 맥동 크기에 한 

계산결과를 Table1에 나타내었다.
Table 1을 보면 피스톤의 수가 증가할수록 토크 

맥동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피스

톤의 수가 짝수 보다 홀수일 때 토크맥동이 훨씬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장에서 모
터를 생산할 때 피스톤의 수를 홀수로 하여 생산하

고 있는 사실과 일치한다.
이상은 이상 으로 사구간을 설치하지 않은 조건

이고 실제로는 설계 원칙에 따라 원활한 압력의 형

성을 해 사구간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사구
간 각도 가 있으며 고압 구역에 있는 피스톤의 수

도 변화된다. 그 이유로 사구간에 피스톤이 있더라
도 이 피스톤은 토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고압 역에 있는 피스톤의 수를 계산할 때는 를 고

려하여야 한다. 에 나타낸 식 (1)과 (2)를 이용하면
피스톤 개수 가 짝수일 때,
①    →  

  

tan

cos  (10)

②    →  

  

sin

cos  (11)

③    →  

  

tan

cos  (12)

피스톤의 수 가 홀수일 때

①    →   

  



sin


cos



 (13)

Table 1 Torque ripples of piston motor according to piston 
number

Piston No. 7 8 9 10
Ripples 0.025 0.078 0.015 0.049

②    →   

  



sin


cos



 (14)

③    →   

  



sin


cos



 (15)

그리하여 에 나타낸 식 (10) ~ (15)을 정리하면 
모터의 평균 토크는

 
 





⋅ 

cos (16)

과 같다. 한 모터의 토크 맥동은



maxmin  (17)

짝수일 때: sincos
coscos  (18)

홀수 일 때: 
sin


cos

cos



 (19)

식 (18)과 (19)에서 사구간이 있을 때 모터의 토크 
맥동은 피스톤의 수와 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밸

 이트에서 사구간 각도의 크기와 계도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사구간 각도를 Ф=5°
로 하 을 경우 피스톤의 수에 따른 토크 맥동의 크

기를 계산하 고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1과 2를 비교해보면 피스톤의 수가 같은 조

건 일 때 사구간이 있는 경우 모터의 토크 맥동이 훨

씬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사구간이 있더
라도 피스톤의 수가 8개일 때가 9개일 때 보다 토크
맥동이 거의 2배 이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
로부터 유압모터의 피스톤의 수를 결정할 때 7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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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로 선정하여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밸  이트에 사구간

이 있는 경우 모터의 토크 맥동이 분명히 커지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토크 맥동과 압력 피크
(pressure peak)를 이기 해 밸  이트를 설

계할 때 노치(notch)를 가공한다. 이런 노치의 형상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삼각형으로 

설계된 노치가 있는 경우로 Fig. 4와 5에 자세히 나
타내었다.
여기서 노치의 열림 각도 를 16도로 하고 길이 x

를 5 mm로 하면 작동유가 통과하는 최  면 은 다

음과 같다.

  × tan

 (20)

Table 2 Torque ripples of piston motor according to piston 
number

Piston No. 7 8 9 10
Ripples 0.048 0.082 0.034 0.053

Fig. 4 Valve plate of motor with notch

Fig. 5 Notch with triangular shape

Fig. 6 Modeling of piston motor with 1 piston

3. 유압 피스톤 모터의 모델링

상용 소 트웨어인 AMESim S/W를 이용하여 유
압 모터를 모델링 하 다. 피스톤 한 개에 한 모델
링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이 모델링에서 피스톤의 
치는 피드백 함수를 통해 정의하고 피스톤에 작

동유의 공 과 토출 동작은 밸  이트의 오리

피스로 제어된다. 즉, 피스톤이 고압 역에 있을 때 
입구의 오리피스를 열고 압 역에 있을 때 출구

의 오리피스를 열고 입구의 오리피스를 닫게 된다. 
의 피스톤 사이에 각도 에 따라 남은 피스톤의 

치를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이 모델링에서 펌 는 

일정한 유량을 가지고 있다. 이때 펌 의 토출 유량

은 8.4 cc/rev로 설정하 고 회 속도는 1200 rpm로 
설정했다. 모터에 한 회  부하의 회  성 크기

는 으로 결정하 다. 해석에 필요한 몇 가
지 자료를 Table 3과 4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체 유압 모터에 한 모델링을 Fig. 7에 나타

내었다. 체 모델링에서 피스톤의 수를 각각 6개
부터 10개까지 모델링 하 다. 여기에서도 유압모
터의 입구와 출구에 유량 오리피스를 설치하 고 

오리피스의 열림 조건은 회 각도 범 에 따라 변

화된다. 사구간이 없을 때 오리피스의 단면 은 0°
에서 180°까지 열림 조건이고 사구간이 있는 경우
는 사구간의 각도를 5°로 하 을 때 열림 구간은 

5°에서 175°로 변경되고 그  5°에서 10° 역은 

노치(notch)구간으로 설정하여 모델링했다는 것
이다.
다시 말해 피스톤의 치가 5°에서부터 공  동작

을 시작하고 185°부터 토출하는 것으로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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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ameters of piston pump
Piston pump Parameters

Pump displacement 8.4 cc/rev
Speed of pump 1200 rpm

Table 4 Parameters of rotary load
Rotary load Parameters

Moment of inertia 

Coefficient of friction 1 0.01 Nm/rpm
Coefficient of friction 2 0.03 Nm/rpm

Fig. 7 Modeling of piston motor with 9 pistons

4. 결과  고찰

상용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피스톤의 수가 9개
인 유압 모터에 하여 해석을 실시한 결과를 다음

에 나타내었다.
Fig. 8과 9는 사구간이 없는 경우로 Table 3과 4에 

나타낸 조건으로 해석했을 때 모터의 회 속도와 

토크를 나타낸 것이다. 다른 조건의 부하를 용하
기 해서 마찰계수에 변화를 주었다. 그래 에서 

선으로 표시된 선이 실선으로 표시된 선에 비해 

큰 부하를 용했을 경우이다. 즉 부하가 커질수록 
모터의 회 시작시 에서 회 속도와 토크의 변화

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산업 장에

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터는 출구 측의 성하

으로 인하여 토크 맥동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해

석결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다. 한, 사구간이 없
는 경우 피스톤의 수를 6개에서 10개까지 변경하여 
각각을 시뮬 이션 하 을 때 유압 모터 축에서 발

생된 토크의 크기를 비교하여 Fig. 10에 나타내었다.

Fig. 8 Shaft speed of piston motor

Fig. 9 Shaft torque of piston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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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haft torque of motor without dead place

Fig. 11 Shaft torque with dead place and shaft torque 
without dead place

그림에서 보면 피스톤의 수가 짝수인 경우 토크 맥

동의 크기가 홀수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고 토출용량의 증가에 따라 체 토

크의 크기도 피스톤 수의 증가에 따라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에는 피스톤의 수가 9개일 때 밸  이

트에 사구간의 유무에 따른 토크 맥동의 크기를 비

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결과에서 보면 사구간이 없
을 때보다 사구간이 있을 때 토크 맥동의 크기가 커

진다는 것을 해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구
간이 없을 때는 맥동의 크기 변화가 어 안정성이 

좋지만 밸  이트의 가공과 설이 과다하여 

실 으로는 용이 불가능하다. 
Fig. 12는 밸  이트에 사구간이 있는 경우 

토크 맥동의 크기를 해석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것
을 Fig. 10과 비교해 보면 사구간이 있는 경우에 유
압 모터의 토크 맥동 크기가 분명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2 Shaft torque of motor with dead place

Fig. 13 Shaft torque with notch & shaft torque without notch

Fig. 14 Pressure in piston chamber without notch in dead 
place

Fig. 13과 Fig. 14, 15는 피스톤이 9개인 해석모델
을 기 으로 하며 여기에 사구간이 용 될 때 Fig. 5
와 같은 노치(notch)의 유무에 따른 해석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Fig. 13에서 토크 맥동의 크기는 노치
가 있는 경우가 더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Fig. 14와 같이 노치

를 용하지 않은 조건에서 한 개 피스톤 내부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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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Pressure in piston chamber with notch in dead place

력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Fig. 15는 노치를 용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 두 개의 그래 를 비교하여 보

면 압력의 오버슈트가 사라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밸  이트에 가공된 노치는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론 으로 유압 피스톤 모터에 

장착되어 있는 밸  이트(valve plate)에 사구간
이(dead place)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조건에 따라 
각각 모터의 토크와 토크 맥동을 정확하게 계산하

고 피스톤의 수에 따라 토크 맥동특성이 어떻게 변

화하는지 분석하 다. 그리고 AMESim 상용 소 트

웨어를 이용하여 유압 모터에 한 모델링을 개발

하 고 피스톤의 수에 따라 각 모터에서 발생된 토

크를 해석하고 그 각각을 비교 검토하 다. 결과
으로 피스톤 모터의 밸  이트는 사구간을 필

요로 한다. 이것으로 인해 토크 맥동에 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피스톤의

수가 홀수인 9개로 제작하 을 때 토크 맥동의 크기

가 매우 작다는 것을 해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
리고 밸  이트에 사구간이 있을 때 토크 맥동을 

이기 해 노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에는 다양한 노치의 형상이 토크 맥동의 크

기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좀 더 많

은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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