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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first step toward reducing surge pressure, and it has another purpose, which is to 

developing an analysis model which can closely analyze a hydraulic circuit and be used in design. For 

development of analysis model, SimulationX, a commercial program, is used. The study progress methods are 

as follows. By analyzing the structure and operating mechanisms of each part of the hydraulic system of the 

pump truck and referring its parameters, develop a single component model. Assemble the developed single 

component model, and make an overall analysis the model. By comparing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developed model and the actual system's test results, validate the reliability of the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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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축물을 시공할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 펌프트럭

은 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의 펌프트럭을 사용한다. 

그 중 붐이 장착된 형태의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고

층 아파트, 형 교량, 체육관과 같은 형 건설물을 

시공할 때 사용한다. 붐은 콘크리트 트럭에 사용하는 

어태치먼트장비 중 하나이며 콘크리트를 압송하는 

수송관이 붙어 보통 접이식 형태로 되어있다. 다른 

형태의 콘크리트 펌프트럭과는 달리 고층에 콘크리

트를 압송하기 때문에 차량의 안정성이 중요시되며 

차체의 진동, 바람 등의 영향에 의해 부하가 작용하

기 때문에 설계 시 다른 종류의 콘크리트 펌프트럭

보다 높은 기술력이 요구된다. 

최근 중국 제조사들은 거 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

로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력 및 기술 투

자를 늘려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였고 유럽의 선진 

제조사를 인수, 합병하여 선진 기술 및 판매력을 흡

수하여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4) 또한 콘크리트 시

장의 급격한 환경변화, 점차 강화되는 안전 규제문제

에 응하기 위해 선진기술개발은 필수과제가 되었

다. 국내에서는 현재 외국 선진사제품과의 기술격차

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선진기술로 분류되는 붐의 

초경량화, 저진동 및 지능화 등의 기술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선진기술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

하며 이를 빠르게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에 

한 정밀한 분석이 이뤄져야한다. 특히 콘크리트를 배

출하는 핵심 부품인 코어펌프에 한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 코어펌프의 성능을 

검토할 수 있는 해석모델이 개발되어야 하고 실제 

코어펌프 시험을 통해 해석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해

야만 한다. 신뢰성이 검증된 해석모델은 다양한 조건

에서 보다 빠르게 해석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제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는 선진기술과의 격차를 줄

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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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ydraulic circuit of core pump system

본 연구는 국내 해석모델 개발 사례가 없는 붐 길

이 70m급 총 중량 60ton이하의 형 펌프트럭의 기

술개발에 앞서 상용화된 붐 길이 55m급 펌프트럭에 

장착된 코어 펌프의 동적거동 및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해석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최종

적으로 붐 길이 70m급 콘크리트 펌프트럭 개발의 초

석이자 붐 길이 55m급에 장착된 코어펌프의 서지압

력 감소를 위한 첫 단계로써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 향상의 

효과도 기 해볼 수 있다.3) 해석모델 개발은 상용소

프트웨어인 SimulationX를 사용하였으며, 단순 부품

은 카탈로그 스펙과 성능 성적서 그리고 주요 부품

은 도면을 기준으로 구조 분석을 진행하여 해석모델

을 개발하였다. 

연구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코어펌프의 유압회

로를 구성하는 각 부품의 구조 및 작동 원리를 분석

하고 명시된 제원을 바탕으로 단품해석모델을 개발

한다. 완성된 단품해석모델을 어셈블리 하여 전체 시

스템 해석모델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 해석을 위한 

환경을 구축한다. 개발한 해석모델의 해석결과와 실

제 장비의 시험 결과와의 모사율을 검토하여 해석모

델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2. 코어 펌 의 작동원리 분석  시스템 

단품해석모델 개발

해석모델 개발에 앞서 작동원리를 분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1-2) 코어펌프는 유압식으로 작동하

며 2개의 실린더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배출구로 

타설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Fig. 1에 보이는 상단 

메인실린더(MCyl1) 양 끝에는 센싱밸브(SV1, SV2)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메인펌프로부터 토출된 유량을 

메인실린더로 공급하면 센싱밸브(SV1, SV2)가 작동

하고 유로를 따라 순서 로 플런저매니폴드밸브

(PMV), 메인매니폴드밸브(MMV)가 전환되어 유량 공

급방향이 바뀐다. 밸브의 전환은 2개의 메인실린더

(MCyl1, MCyl2), 플런저실린더(PCyl1, PCyl2)의 운동

방향을 각각 반 방향으로 동작하도록 제어하고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콘크리트를 배출하도록 

한다. Fig. 1은 코어펌프 시스템의 유압 회로도를 나

타냈으며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과정을 회로도 기준

으로 3단계의 구분동작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내용

은 아래와 같다.  

1) 정지 : Fig. 1의 회로도는 정지 상태를 나타내며 

정지 상태일 때는 스위칭밸브(SwiV1)에 연결된 감압

밸브(PDV1)에 의해 메인펌프의 사판각이 최소가 되

어 유량은 토출되지 않는다. 이때 감압밸브(PDV1)의 

압력은 40bar이다. 메인매니폴드밸브(MMV)와 연결된 

로직밸브(LV1), 스위칭밸브(SwiV3)와 연결된 로직밸

브(LV2)는 스위칭밸브(SwiV3)와 연결된 탱크로 인해 

메인펌프에서 유량을 토출하더라도 탱크로 귀환시키

기 때문에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

2) 작동 : 시스템의 전원을 작동하면 On/Off 밸브

인 스위칭밸브(SwiV1, SwiV2, SwiV3)가 모두 전환된

다. 밸브가 전환되면 메인펌프의 사판각은 다른 감압

밸브(RDV2)에 의해 제어되어 유량을 토출한다. 이때 

감압밸브(RDV2)의 압력은 3-35bar로 메인펌프의 사

판각을 가변 제어하고 3bar일 때는 최 유량, 35bar일 

때는 최소유량을 토출한다. 감압밸브(RDV2)는 메인

펌프의 사판각을 가변 제어함으로써 콘크리트의 분

당 타설 수를 조절한다. 메인펌프로부터 토출된 유량

은 2개의 메인매니폴드밸브(MMV)를 통과하여 하단 

메인실린더(MCyl2)로 공급된다. 하단 메인실린더

(MCyl2)의 피스톤은 좌측으로 거동하며 동시에 수압

면적을 공유하는 피스톤헤드에 의해 상단 메인실린

더(MCyl1)의 피스톤은 우측으로 거동한다. 우측으로 

거동하던 상단 메인피스톤이 실린더 벽에 충돌하기 

직전 상단 메인실린더의 헤드압력에 의해 센싱밸브

(SV2)가 작동하고 센싱유로를 따라 플런저매니폴드

밸브(PMV)의 좌측 파일럿포트로 유량이 유입되어 

밸브를 전환시킨다. 플런저펌프로부터 토출된 유량은 

전환된 플런저매니폴드밸브(PMV)을 통과하여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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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런저실린더(PCyl1)로 공급되어 실린더 운동방향을 

전환하고, 동시에 메인매니폴드밸브(MMV)의 우측 

파일럿포트에도 유입되어 밸브 위치를 우측으로 전

환시켜 메인실린더로 들어가는 유량의 공급 방향을 

전환시킨다. 이 때 2개의 메인매니폴드밸브(MMV)의 

반 편 유량은 전부 탱크로 귀환한다.

3) 반복 : 방향이 전환되면 상단 메인실린더

(MCyl1)로 유량이 공급되고 피스톤은 좌측으로 거동

한다. 마찬가지로 상단 메인피스톤이 좌측 실린더 벽

에 닿기 직전 로드 압력으로 센싱밸브(SV1)가 작동

하고 유량은 플런저매니폴드밸브(PMV)의 우측 파일

럿포트로 유입되어 밸브를 전환시킨다. 플런저펌프의 

토출유량은 플런저매니폴드밸브(PMV)를 통과하여 

우측 플런저실린더(PCyl2)로 들어가 운동방향을 전환

하고 매인매니폴드밸브(MMV)의 좌측 파일럿포트로 

유입되어 밸브를 전환시켜 유량의 공급 방향을 전환

한다. 코어펌프는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콘

크리트를 타설하게 된다.

(a) Main manifold valve’s characteristic curve in 

catalog

(a) Main manifold valve model’s analysis result 

Fig. 2 Base modeling of main manifold valve

(a) Sensing valve drawing

(b) Analysis model

(c) Opening area change 

Fig. 3 Sensing valve’s drawing, analysis model 

and opening area change 

2.1 단품해석모델

앞서 코어펌프 시스템의 작동원리를 분석하였고 

이어 코어펌프를 구성하는 부품의 단품모델링을 개

발하였다. 코어펌프의 핵심부품이라 볼 수 있는 메인

실린더, 센싱밸브, 플런저 실린더는 국내의 자체 생

산 기술로 개발된 제품으로 해석모델 개발 시 도면

의 제원을 바탕으로 구조분석을 통한 컴포넌트 레벨

의 모델링을 진행하여야 하지만 메인실린더, 플런저

실린더는 도면에 있는 제품의 구조가 컴포넌트 레벨

이 필요할 정도의 특수한 구조를 가진 제품이 아니

기 때문에 다른 단품모델과 마찬가지로 도면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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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alysis model of core pump system

만을 가지고 해석프로그램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 엘

리먼트를 사용하여 단품모델링을 진행하였다. 그 외 

부품들은 카탈로그에 명시된 제원 및 스펙과 첨부된 

성능성적서를 기반으로 단품해석모델을 개발하였다. 

Fig. 2에는 코어펌프를 구성하는 여러 부품 중 카탈

로그를 기준으로 진행한 메인매니폴드밸브(MMV)의 

단품모델링을 나타냈다. 유량-압력강하 성능곡선을 

바탕으로 개발한 단품해석모델의 해석결과와 카탈

로그의 성능 곡선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

에 단품해석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2 센싱밸

센싱밸브(SV1, SV2)는 코어펌프 실린더 왕복운동

의 핵심부품이라고 볼 수 있다. 센싱밸브(SV)는 상

단 메인실린더(Mcyl1) 양 끝단에 설치되어 있고 메

인 피스톤이 양측 끝단에 도달하기 직전 밸브가 작

동한다. 센싱밸브(SV)의 도면은 Fig. 3(a)에 나타냈

다. 센싱밸브(SV)의 작동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압

력 P0은 압력 P1과 같은 압력으로 상시 유지되고 있

으며 S포트와 T포트를 연결하고 있다. 메인피스톤이 

끝단으로 오면서 순간적으로 P0포트에 고압유가 들

어오면 수압면적(PA1)에 압력이 가해져 반 방향에 

작용하고 있던 수압면적(PA2)와 스프링력()을 이

기고 센싱밸브의 스풀이 우측으로 밀려 S포트와 T

포트를 단절시킨다. 스풀을 밀고 들어간 작동유는 S

포트로 빠져나가고 각 센싱 위치에 따라 플런저매니

폴드밸브(PMV)의 좌우 파일럿 유로로 들어가 밸브

의 방향을 전환시켜 콘크리트 타설 매카니즘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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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한다. 센싱밸브는 특수한 구조를 가진 

제품이므로 도면을 바탕으로 랩조건을 반영하여 단

품모델링을 개발하였다. 센싱밸브의 단품모델링을 

Fig. 3(b)에 나타냈으며 Fig. 3(c)를 통해 밸브 스풀이 

움직일 때 S-T포트는 단절되고 PA1을 통해 S포트가 

열려 개도면적이 변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개발한 

단품모델이 동작원리 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시뮬 이션 해석 환경 구축  기본 특성 

검토

3.1 시스템 해석모델

앞서 진행한 단품해석모델을 시스템의 작동원리

로 작동하도록 유압 회로도에 맞추어 전체 시스템 

해석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를 Fig. 4에 나타냈다. 코

어펌프는 모든 종류 콘크리트 펌프트럭에 기본적으

로 장착되고 용도에 맞게 각각 다른 어태치먼트를 

사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코어펌프의 해석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콘크리트 

펌프트럭의 해석모델의 신뢰성 평가 기준은 메인펌

프의 토출압력에 있다. 현재 국내연구사례에서 붐이 

장착된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나 코어펌프의 시험결

과와 해석결과의 오차를 연구한 사례가 없다. 이에 

코어펌프 시험 간 측정했던 부분 중에서 코어펌프의 

메인블럭에서 측정되는 메인펌프 토출압력을 비교

하여 신뢰성을 검토하고자하였다. 시험 진행 간 특

이사항으로는 재정적 한계로 인해 실제 콘크리트가 

아닌 물로 시험을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실

제 콘크리트가 아니더라도 무부하 시험에서는 콘크

리트 물성치와 물의 물성치가 메인펌프 토출압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개발한 해석모델의 

성능을 검토하기에는 문제가 없는데다가 엔진 회전

속도는 작업 시 회전속도에 PTO 기어비를 곱하여 

rpm을 계산하였고 메인펌프의 토출유량은 카탈로그

의 PQ선도 이론용적에 계산한 엔진 회전속도를 곱

한 값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측정값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가정 하에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실제 측정값이 아니고 실제로는 메인펌프의 

토출압력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차율을 15% 이내로 제한하였다. 오차율

은 연구과제의 최종 정량적 목표인 85%를 기준으로 

삼았다.

3.2 코어펌  시험

코어펌프의 시험 레이아웃은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에서 볼 수 있듯 우선 시험을 위한 테스트 장

비를 만들고 압력, 변위, 유량 측정 센서를 측정하고

자 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센서는 압력, 유량, 변위

Fig. 5 Test rayout of core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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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리량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다양한 펄스를 

출력한다. 이후 측정을 통해 센서로부터 출력된 여

러 종류의 신호는 compactDAQ System을 거쳐서 산

업용 Laptop으로 보내진다. compactDAQ System에서

는 여러 신호를 하나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작

업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여

기서 계측 프로그램은 LabVIEW를 사용하였으며 이

를 통해 메인시스템 토출 압력, Cylinder 변위 등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코어펌프의 시험은 무부하 조

건으로 4번 진행하였다. 무부하 조건은 메인펌프의 

사판각을 조절하여 분당 타설 수로 기준을 설정하였

고 최소 타설 수인 2~3타, 10타, 20타, 최  타설 수

인 30~32타로 4가지 조건에 따라 시험하였다. 측정 

위치는 메인실린더, 플런저실린더의 변위, 메인실린

더 헤드압력, 메인펌프의 토출압력, 플런저매니폴드

전환 압력 등을 측정하였다.

3.3 시험결과와 해석결과의 비교

개발한 전체 해석모델의 특성을 검토하고 신뢰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 4가지의 시험을 모두 비교하

였다. 우선 무부하 최 타수 조건에서의 해석결과와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Fig. 6을 통해 나타냈다. 

그림은 차례 로 메인실린더와 플런저실린더의 

변위, 메인펌프의 토출압력, 플런저실린더의 토출압

력을 Fig. 6(a), Fig. 6(b), Fig. 6(c), Fig. 6(d)에 나타냈

다. 메인실린더, 플런저실린더의 변위는 시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할 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한쪽 

방향의 결과만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두 그래프를 

비교한 결과 시험결과와 해석결과가 굉장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로 나머지 3가지 조건

에서 시스템 메인압력인 메인펌프의 토출압력을 비

교한 것을 Fig. 7 그림의 Fig. 7(a), Fig. 7(b)에 나타

냈다. 그리고 4가지 조건에서의 비교를 통하여 계산

한 오차율을 Table.1에 정리하였다. Table.1에 정리한 

메인펌프의 토출압력은 최댓값을 확인하여 정리하

였다. Table.1을 통해 4가지 조건 모두 설정한 오차

범위인 15%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비교를 통해 개발한 코어펌프 해석모델의 성

능검토완료 및 무부하 조건에서의 신뢰성을 검증하

였다. 무부하 조건에서의 신뢰성이 검증된 코어펌프 

해석모델은 향후 부하조건 시험에서도 신뢰성을 확

보할 수 있는 모델이라 볼 수 있다. 차후 부하시험

을 진행하고 결과비교를 통해 부하조건에서도 해석

모델의 검증을 마친다면 현재 해석모델은 신뢰성을 

(a) Displacement of right main cylinder

(b) Displacement of right plunger cylinder

(c) Supply pressure of main pump

(d) Supply pressure of plunger pump

Fig. 6 Comparing test result(green) and analysis 

result(red) under unload maximum concrete 

pour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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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일 수 있다. 신뢰성을 갖는 해석모델의 결과는 

실제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코어펌프 특성

을 검토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차후 설계민감도 분

석, 최적화 작업을 통해 기존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

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a) Supply pressure test result of main pump by 

Each unload conditions

(b) Supply pressure analysis result of main pump 

by Each unload conditions

Fig. 7 Comparing supply pressure test results 

and analysis results of main pump under 

each unload concrete pouring condition

Table 1 Error rates of test results and analysis 

results by each condition.

조건
시험결과

[bar]

해석결과

[bar]

오차율

[%]

최소타수 8 0 0

10타수 76 79 3.8

20타수 171 169 1.1

최 타수 272 298 8.7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개발 사례가 없는 70m급 콘

크리트 펌프트럭 개발에 앞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55m급 콘크리트 펌프트럭의 코어펌프 해석모델을 

개발하였다. 그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코어펌프의 작동 메카니

즘을 분석하여 기술하였고 카탈로그, 도면을 바탕으

로 신뢰성을 갖는 단품해석모델을 개발하였다.

2) 코어펌프의 핵심부품인 센싱밸브의 개도면적 

개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동원리 로 동작하는

지 확인하였고 단품모델을 회로도에 맞게 연결하여 

전체해석모델을 개발하였다.

3) 코어펌프 타설 시험 진행방법에 해 순서 로 

기술하였고 무부하 시험을 4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4) 무부하 최 타수 조건에서 메인실린더, 플런저

실린더의 변위, 시스템 메인압력인 메인펌프의 토출

압력, 플런저펌프의 토출압력을 비교하였고 개발한 

전체해석모델의 동적거동이 작동논리 로 구현되는 

것을 확인하며 성능검토를 마쳤다. 

5) 모든 무부하 조건에서의 메인펌프 토출압력이 

설정한 오차범위 이내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해석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무부하 조건에서 신뢰성이 검증된 코어펌프 해석

모델은 부하조건에서도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으리

라 판단된다. 차후 신뢰성을 더 높이기 위해 부하조

건에서의 시험 및 검증을 완료하고 무부하 조건 시

험 시 미 측정했던 메인실린더의 토출 압력, 엔진 

회전속도, 펌프의 토출유량을 실제로 측정하고 오차

율을 줄여 최종적으로 부하조건에서도 신뢰성을 가

진 해석모델을 통해 코어펌프에서 발생하는 서지 압

력을 줄여 기존 코어펌프의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

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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