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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적은 비용과 시간의 투자로 고성능의 건설 

장비를 개발하기 위한 내용을 다룬다. 연구대상은 유압드

릴이며 건설현장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장비 중 하나이다. 

유압드릴은 주로 터널공사나 대형 토목공사에서 발파작

업을 위해 구멍을 뚫는 용도로 사용된다.

유압드릴의 천공작업은 드리프터라고 하는 코어부품

이 작동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드리프터는 반복타격과 회

전으로 목표물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내․

외에서 드리프터와 같이 반복타격 메카니즘을 갖는 장

비들에 대하여 성능개선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

었다. 드리프터의 경우 동역학 해석모델을 개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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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velop an analysis model to analyze the design parameter sensitivity 

of a high-power drifter suitable for implementation in Korean hydraulic drills.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basis 

for the optimization of the impact performance and stability of a high-power drifter by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each design parameter on the impact performance via design parameter sensitivity analysis. To begin, an 

analysis model of drifter dynamics is developed, and the reliability of the analysis model is verified by comparing 

the analysis results to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drifter is then redesigned for compatibility with Korean 

hydraulic drills. Finally, design parameter sensitivity analysis of the redesigned drifter i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e design parameters on the impact performance, and to extract the high-sensitivity parameters. 

SimulationX, which is multi-physics analysis software, is used to develop the analysis model, and EasyDesign 

is employed for design parameter sensitiv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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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형 유압드릴에 적합한 고출력 드리프터 개발을 위해 해석모델 개발 및 설계변수 민감도 분석을 목표로 한

다. 이러한 연구는 설계변수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설계인자들이 타격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타격성능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최적화 작업에 기틀을 마련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드리프터의 

동역학 해석모델을 개발하고 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해석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그 후 한국형 유압드릴에 적합

하도록 드리프터를 재설계하며, 마지막으로 재설계된 드리프터의 설계변수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타격성능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고 상위민감도를 가진 변수들을 추출한다. 드리프터의 해석모델은 다물리 해석 소프트웨어인 SimulationX를 사용

하여 모델링 하였으며, 설계변수 민감도 분석은 EasyDesign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주요어 : 유압드릴, 드리프터, 해석모델, 민감도 분석, SimulationX, Easy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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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해석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연구(Hustrulid 

and Fairhurst, 1971; Chiang and Elías, 2000; Oh et al., 

2011; Oh et al., 2013; Noh et al., 2014a, 2014b; Oh et 

al., 2016)가 진행되었으며, 해석모델을 통해 국내와 선진

사의 기술력의 차이를 유발하는 인자들을 분석하는 연구

도 진행되었다(Noh et al., 2014c). 또한 국내에서 드리프

터의 타격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연구(Noh et al., 2015)

도 이루어졌지만 실제 이러한 드리프터의 타격성능 최

적화에 관한 연구 진행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고출력

의 드리프터가 충분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 진행

이 미진한 것은 그간 드리프터 개발에서 벤치마킹의 대

상이 되었던 선진사의 제품이 한국형 유압드릴에 매칭

(Matching)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형 유압드릴에서 

드리프터를 작동하기 위해 유압마력을 공급해주는 파워

팩은 대유량(130lpm 이상), 저압(220bar 미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외국 선진사에 비하여 작동압력 영역이 낮

은데 비해 펌프의 용량은 커서 잉여유량이 많은 편이다

(Noh, 2017; SOOSAN drifter catalog; Atlas Copco 

catalog; Roxar catalog). 그렇기에 아무리 타격성능이 뛰

어난 선진사의 드리프터를 국내 유압드릴에 적용해도 우

수한 타격성능을 낼 수 없는 것이다(Oh et al., 2011). 대

유량 펌프를 사용하면서 고압의 설정이 가능하면 제일 

좋겠지만 고압조건에서는 장비의 내구성 확보가 힘들고 

막대한 내부 누유량이 발생하여 타격효율이 현저히 감소

하기 때문에 쉽게 타격압력을 올리지 못한다. 이러한 파

워팩의 성능에 부합하는 고출력 드리프터를 개발하기 위

해서는 드리프터 자체의 설정 압력 대비 공급유량 특성

이 선진사의 제품과 차별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드리프터 자체가 갖는 설정압력 대비 공급유량 특성은 

드리프터의 용량(Capacity)과 관련이 있다. 만약 드리프

터의 용량을 크게 한다면 같은 공급 유량 조건에서 공급

라인의 형성압력이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드리프터의 용

량을 과하게 설계하게 되면 타격주파수가 감소하게 된다. 

타격출력은 타격주파수와 타격에너지의 곱의 형태로써 

타격주파수가 감소하면 타격출력 역시 떨어지는 관계이

기 때문에 마냥 용량을 크게 할 수는 없다. 파워팩의 성

능에 부합하면서 타격출력 역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드

리프터의 용량증가와 함께 설계인자들의 균형이 맞아 들

어가야 한다. 드리프터의 타격성능을 좌우하는 설계인자

는 매우 많지만 각각의 영향도가 다르기 때문에 작은 변

화에도 성능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설계인자들을 

선정하여 균형을 맞춰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형 

유압드릴의 파워팩 조건에 맞는 21kW급의 고출력 드리

프터 개발을 위해서 해석모델을 개발하고, 설계변수 민감

도 분석을 통해 각각의 설계인자들이 타격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최종

적으로 다목적함수 최적화를 활용하여 타격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드리프

터의 동역학 해석모델을 개발하고, 타격성능에 대한 해석

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해석모델의 신뢰성을 확보

한다. 또한 현재 시스템에 적용중인 드리프터의 타격성능

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극복하

기 위한 새로운 설계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해석모델을 

활용하여 재설계된 드리프터를 통해 설계변수 민감도 분

석을 실시하고, 타격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상위

민감도를 가진 변수들을 추출한다.

2. 드리프터의 해석모델 개발 및 성능 검토

2.1 드리프터 해석모델 개발

유압장치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는 개구면적과 수압면적이다. 개구면적은 작동

유의 방향성과 압력강하특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며, 수

압면적은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 발생하는 힘을 생성하여 

질량에 동적거동을 부여한다. 드리프터의 타격피스톤과 

밸브는 많은 포트와 연결되어 있고, 타격피스톤과 밸브스

풀의 움직임에 의해 포트의 여닫힘 관계가 가변되어 작

동유의 흐름 방향을 제어하게 해준다. 그리고 타격피스톤

과 밸브스풀은 수압면적에 가압된 작동유가 접촉하면서 

힘이 발생하여 동적거동을 하게 된다. 이렇듯 드리프터 

역시 일반적인 유압장치 시뮬레이션 모델의 근본 구성요

소인 개구면적과 수압면적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근본 요소를 철저히 고려하여 드리프터 모

델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Figure 1은 드리프터의 타격피스톤과 밸브의 포트에 

이름을 지정한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포트에 이름을 

지정하는 작업은 드리프터와 같이 많은 포트들이 존재하

는 유압장치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

게 해야만 기기의 동적요소에 의해 가변되는 작동유의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

Figure 1을 살펴보면 타격피스톤의 Pp1포트와 Pp2포

트에는 항시 고압의 작동유가 유입되며, Pp4포트는 항상 

저압라인과 연결되어있다. Pp1 및 Pp2, Pp3포트에 고압

의 작동유가 유입되면 그 압력은 타격피스톤을 상승시키

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고, Pp5포트로 고압의 작동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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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ort name of the drifter component

Fig. 2. Analysis model of dri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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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되면 그 압력은 타격피스톤을 하강(타격)시키는 방

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밸브의 P2포트에는 항시 고

압의 작동유가 유입되고, Pout포트는 항상 저압라인과 연

결되어있다. 밸브의 P2포트에 고압의 작동유가 유입되면 

밸브를 좌측으로 밀착시키는 방향으로 그 압력이 작용하

고, P3포트로 고압의 작동유가 유입될 경우 밸브를 우측

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그 압력이 작용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각 포트와 압력이 작용하는 수압면적의 

관계를 바탕으로 유압 드리프터의 작동원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Figure 1에서의 밸브와 타격피스톤의 위치

는 정상적으로 타격을 수행한 직후의 위치를 나타내며, 

Pp2에 항시 유입되는 고압의 작동유는 Pp3포트를 통과

하여 밸브의 P3포트로 유입된다. P3포트로 유입된 고압

의 작동유는 밸브를 우측으로 전환시키게 되고, 이로 인

해 밸브의 Pout포트와 P1포트가 연결되어 P1포트에는 

저압이 형성되게 된다. 이때 Pp5포트는 P1포트와 항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Pp5포트 또한 저압이 형성되어 타

격피스톤은 상승행정으로 전환되게 된다. 타격피스톤이 

상승하게 되면 Pp2포트와 Pp3포트는 닫히게 되고, Pp3

포트는 Pp4포트와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Pp3포트에는 저

압이 형성되게 된다. Pp3포트에 저압이 형성되었기 때문

에 밸브의 P3포트에도 저압이 형성되어 밸브는 다시 좌

측으로 전환되게 된다. 밸브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P1포트와 P2포트가 열림 관계를 형성하여 타격피스톤의 

Pp5포트에 고압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타격피스톤은 다

시 타격행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각 포트와 이들의 

연결 관계, 수압면적 관계로 인하여 밸브가 좌․우측으로 

스위칭 되고, 밸브 스위칭에 따라 타격피스톤은 상승 및 

하강행정을 반복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유압 드리프터의 수압면적

과 각 포트 간의 여닫힘 조건, 작동원리를 파악하여 해석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또한 

유압 드리프터의 각 구성부품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과 

검사체적에서의 유량방정식 및 연속방정식은 Noh(2017)

에 제시된 바 있다. Figure 2에서 점선으로 박스 표기한 

부분은 드리프터의 누유유량을 고려하기 위한 등가 오리

피스를 나타낸다.

2.2 드리프터 성능검토

2.2.1 공급유량과 공급라인 형성압력 특성 및 신뢰성 확보

해외 선진사의 제품들은 종류별로 카탈로그 성능 표기 

방법이 각각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된 요소가 있다. 이는 

타격출력(타격에너지, 타격주파수 포함)과 공급조건(공급

유량 또는 공급압력)이다. 공급유량과 공급압력은 드리프

터의 최대 성능을 내기 위해 필요한 입력조건으로 볼 수 

있다. 드리프터가 장착되는 유압드릴의 파워팩은 명확하

게 성능의 한계가 규정되어 있으며, 파워팩의 성능은 곧 

공급유량과 공급압력으로 볼 수 있다.

드리프터는 설정압력 한계점에서 각각 소화할 수 있는 

유량이 다르다. 이는 결국 드리프터 고유의 압력-유량 특

성이라고 할 수 있다. 드리프터 고유의 압력-유량 특성을 

보기 위해서는 임의의 유량이 공급될 경우 공급라인에 

형성되는 압력의 피크(peak)를 보면 된다. 또한 드리프터

는 일정 유량을 공급하였을 경우 반복타격을 수행하기 

때문에 압력의 맥동이 존재하게 된다.

Figure 3은 공급압력과 공급유량을 제어하여 확보한 

실제 실험결과와 누유유량이 고려된 해석모델의 해석결

과를 비교한 것이다. 비교에 사용된 실험결과는 드리프

터의 순수한 압력맥동 특성을 보기위하여 펌프의 공급

유량맥동이 최소화될 수 있는 특수한 실험 환경을 조성

하여 얻어낸 결과이며, 이때 설정된 공급유량 조건은 각

각 78lpm과 89lpm이다. 또한 실험을 수행할 때 사용된 

유압펌프는 유량-압력 제어형 펌프이므로 위에서 설정된 

공급유량에 따라 설정압력은 각각 201bar 및 215bar로 

설정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유압장비들은 초기 가동시 각 

체적에 형성되는 압력이 불안정하며, 유압 드리프터의 각 

체적과 수압면적에 압력이 온전히 형성될 때 까지는 어

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유압 드리프터의 정확한 타

격성능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드리프터에 작용하는 압력

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야하기 때문에 실험 및 해석을 

통한 데이터의 취득은 밸브 및 타격피스톤에 작용하는 

압력이 안정화 된 이후에 수행되었다. Figure 3에서 시간 

축의 최소값이 0.7s 인 이유도 드리프터에 형성되는 압력

이 안정화 된 이후에 데이터를 비교했기 때문이다.

유압식 타격장치 중 드리프터는 타격주파수가 특히 

높기 때문에 해석모델의 압력파형의 맥동 진폭을 실험

결과와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개

발된 해석모델은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였기

에 Figure 3을 통해 공급압력 맥동의 진폭 해석결과가 실

제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격주파수 역시 해석모델의 신뢰성을 판별하는 중요

한 요소이다. 타격주파수는 해석과 실험결과의 공급압력 

파형을 FFT시켜 산출한 것이며, 공급압력이 안정화 된이

후에 각 유량 및 압력 조건별로 25회 5사이클의 평균값으

로 타격주파수를 산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Table 1



고출력 유압 드리프터 설계를 위한 해석모델 개발 및 민감도 분석

제27권 제2호 2018년 6월 15

Fig. 3. Comparing the supply pressure between analysis result 
and test result

타격주파수
[Q : 78lpm]

[Pset : 201bar] 

타격주파수
[Q : 89lpm]

[Pset : 215bar] 

실험 2880 bpm 3030bpm

시뮬레이션 3120 bpm 3240 bpm

상대오차 8.33 % 6.93 %

Table 1. Comparing the impact frequency between analysis
result and test result

에 나타내었으며, 2가지 공급 조건에서 해석모델과 실험

의 타격주파수가 적은 오차로 잘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

주므로 본 해석모델은 신뢰성을 갖게 된다.

유압 드리프터와 같이 반복타격 메커니즘을 갖는 유압 

브레이커의 선행연구사례를 살펴보면 해석과 실험에서의 

타격주파수 오차가 6.2%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해석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hin and Kwon, 2011). 본 연구에서 나타난 타

격주파수 오차의 최고치는 8.33%로 선행연구사례보다 

더 큰 오차가 발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유압 브레

이커와 유압 드리프터의 기본적인 타격주파수를 비교해

보면 8.33%의 오차 값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 유압 

드리프터의 경우 유압 브레이커보다 타격주파수가 기본

적으로 6~7배 이상 크기 때문에 이는 매우 큰 타격주파

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유압 브레이커

보다 상대적으로 모델링을 통한 유압 드리프터의 동적거

동 구현및 타격주파수 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즉, 이렇

게 큰 타격주파수 차이를 감안한다면 선행연구사례와 비

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산출한 타격주파수 값의 상대 

오차 값으로도 유압 드리프터 해석모델의 신뢰성을 확보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2.2 타격출력과 타격효율 특성

드리프터의 타격성능은 곧 타격출력을 나타내며, 타격

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타격출력이다(Nordlund, 

1989; Sazidy et al., 2010). 타격출력은 타격에너지와 타

격주파수의 곱의 형태이다. 여기서 타격주파수는 타격피

스톤이 1초 동안 왕복하는 횟수이며, 타격에너지는 타격

피스톤이 타격 직전에 갖는 운동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타격에너지는 타격피스톤이 갖는 최고 속도의 제곱에 비

례하기 때문에 가속구간을 늘리는 것이 타격에너지를 증

가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스트로크의 

증가는 타격피스톤이 왕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증가

시키기 때문에 타격주파수를 떨어뜨린다. 즉, 타격에너지

를 증가시키고자 마냥 스트로크를 길게 할 수는 없다. 그

렇기에 타격장치에서 타격에너지와 타격주파수의 상관관

계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신뢰성이 확보된 벤치마킹 제품의 해석모델을 개발하

였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공급조건에서의 타격특성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4는 누유유량을 고려치 않은 공

급유량조건(40~90 lpm ; 10 lpm 간격)에서 설정 압력별

(170~290 bar ; 30 bar 간격)로 타격특성을 해석한 결과

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압력릴리프밸브의 개방 시기에 따

라서 타격특성이 지배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릴리프밸브

가 개방되면 아무리 많은 유량을 공급해도 드리프터의 

운동에 소요되지 못하고 탱크로 귀환하게 된다. 즉, 압력

과 유량이 동시에 증가해야 타격출력이 계속적으로 상승

한다는 것이다. 벤치마킹 제품은 시중에 16 kW급으로 

홍보중인 제품이다. 하지만 이 성능은 드리프터 제조사에 

서 만든 유압드릴에 장착될 경우 보장되는 성능이며, 한

국형 유압드릴의 파워팩 성능은 압력의 한계점(220bar)

이 낮기 때문에 이에 못 미치는 타격출력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형 유압드릴의 파워팩은 한계설정압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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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mpact power according to set pressure of pressure 
relief valve

Fig. 5. Overall impact characteristic

낮지만 대유량을 송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40 lpm

을 토출할 수 있으나, 벤치마킹 제품은 소화 가능한 유량

이 작기 때문에 전혀 대유량 파워팩의 장점을 살리지 못

하게 된다. 대유량 펌프에서 토출된 작동유의 많은 부분

을 타격운동에 활용하지 못하고 탱크로 귀환시켜 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5는 타격특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그래프

이며, 운동에 소요되는 유량과 그 유량이 소요될 때 공급

라인 형성압력의 피크를 나타내어 설정압력에 따른 소요

유량과 타격출력을 함께 볼 수 있게 하였다. Figure 5는 

Figure 4와 다르게 릴리프 밸브의 설정압력에 간섭받지 

않는 순수한 드리프터의 타격특성을 보기 위해 해석모델

에서 릴리프밸브의 설정압력을 간섭이 없는 영역(초고압 

: 500bar)으로 설정하여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때의 

결과는 순수한 드리프터에 관한 타격특성을 살펴보기 위

하여 누유유량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다.

벤치마킹 드리프터에는 공급라인과 리턴라인에 어큐

뮬레이터가 장착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어큐뮬레이터는 

압력맥동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고는 한다. 하지만 드리프

터에서는 압력맥동 뿐만 아니라 타격출력에도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추후 진행할 타격성능 

최적화 과정에서 어큐뮬레이터를 변수로 볼 것인가의 여

부를 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Figure 6은 어큐뮬레이터의 유무에 따른 공급라인 압

력맥동의 진폭에 관한 변화이다. 어큐뮬레이터의 주요 용

도로 알려진 대로 압력 맥동의 진정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드리프터와 유사한 메카니즘을 가진 

브레이커는 안정성을 위하여 압력맥동의 진폭을 60bar 

이내로 규제한다. 하지만 드리프터는 어큐뮬레이터가 존

재하지 않아도 압력맥동의 진폭이 브레이커에 비해 상

대적으로 작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큐뮬레이터의 

주요기능이 안정성에 있지만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7은 어큐뮬레이터 유무에 따른 타격주파수의 변

화이다 소요유량이 변해도 타격주파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타격출력을 형성하는 2

개 요소 중 하나인 타격주파수에는 어큐뮬레이터가 영향

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Figure 8을 보면 

타격에너지에는 어큐뮬레이터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어큐뮬레이터가 압력맥동 뿐만 아니라 타격

출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타격성능 

최적화 과정에서 어큐뮬레이터를 변수로 포함시켜야 하

는 근거가 되며, 본 연구에서 진행되는 설계변수 민감도 

분석에도 어큐뮬레이터의 변수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6. Supply pressure pulsation with or 
without accu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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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mpact frequency with or without accumulator

Fig. 8. Impact energy with or without accumulator

3. 재설계된 드리프터의 성능 분석 및 설계
변수 민감도 분석

타격출력을 분석하면서 벤치마킹제품이 소화할 수 있

는 유량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적은 유량을 공급하

여도 공급라인의 압력이 고압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한계압력을 규제하는 압력릴리프밸브가 개방되어 타격운

동으로 유량을 소요하지 못하고 탱크로 귀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드리프터는 간단히 보면 밸브와 타격피스톤으로 구성

되어 있다. 밸브의 개구면적은 유로의 면적에 비해 크기 

때문에 밸브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은 소요유량을 늘리

는데 큰 도움이 못된다. 따라서 소유유량을 늘리기 위해 

드리프터의 제조사가 수년간 축적한 노하우가 담긴 비

율로 타격피스톤의 크기를 확대하였다. Table 2는 피스

톤에서 포트별 개구면적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기본적

인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타격피스톤의 용량을 확대하

기 위해서 피스톤의 외경과 로드의 치수만을 신뢰성이 

확보된 해석모델에 반영하여 성능분석을 수행하였다. 성

능분석의 대상은 타격에너지(AR1), 타격주파수(AR2), 

공급유량에 따른 공급라인의 형성압력(AR3), 타격체적 

서지압력 수준(AR4)이다.

3.1 재설계된 드리프터의 성능 분석
용량이 재설계된 드리프터는 벤치마킹 제품과 동일한 

해석 절차를 따라 성능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아직 컨셉

만 잡혀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누유유량에 의한 효과는 

배제하고 해석을 진행하였다. 누유유량은 드리프터 내부

의 표면 거칠기가 변화하거나 피스톤에 가공된 그루부 

등이 변화할 때도 큰 폭의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작은 

변동에도 민감하게 변화하는 누유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드리프터 내부누유는 단순한 상사모델로는 예측하

기가 어려우며, 섣부른 추측으로는 실제와 매우 큰 오차

를 갖는 해석을 수행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누유가 

배제된 순수 운동에 소요되는 유량에 의한 타격특성만을 

살펴보았다.

Figure 9는 타격체적에서 나타나는 서지압력 현상을보

여준다. 각각의 공급유량조건에서 타격체적에 발생하는 

압력의 최고점만을 취해서 이어 그린 것이다. 상당히 높

은 수준의 서지압력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타격

피스톤 seal의 내구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Figure 10은 용량이 재설계된 드리프터의 타

격 성능을 한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압력-유량 그래프

는 각 유량조건에 따라 피크압력을 이은 것이다. Figure 

10을 살펴보면 벤치마킹 제품에 비해 동일한 공급라인의 

압력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유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

다. 다시 말해 같은 유량을 공급할 때 공급라인에 형성되

Pp1 Pp1 to Pp2 Pp2 to Pp3 Pp3 to Pp4 Pp4 to Pp3 Pp4 to Pp5 Pp5

기존 276.264 mm2 276.264 mm2 160.221 mm2 160.221 mm2 201.258 mm2 779.311 mm2 779.311 mm2

변경 314.748 mm2 314.748 mm2 270.962 mm2 270.962 mm2 317.497 mm2 817.01 mm2 817.01 mm2

증가율 13.9 % 13.9 % 69.1 % 69.1 % 57.8 % 4.8 % 4.8 %

Table 2. The opening area increase rate of each port of the impact pi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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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소화 가능한 유량이 커진 것

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유압드릴 시스템의 최고 사용압력

인 220bar에서 타격출력이 상승하지는 못했다. 결국 결

과를 종합하여 보면 벤치마킹 제품과 같은 타격출력을 

내기 위해 보다 많은 유압마력의 공급을 필요로 하므로 

타격효율이 나빠졌다고 할 수 있다.

Fig. 9. Surge pressure characteristic of redesigned drifter

Fig. 10. Overall impact characteristic of redesigned drifter 

3.2 설계변수 민감도 분석
드리프터는 타격피스톤의 확장으로 벤치마킹 제품에 

비해 확실히 소화 가능한 유량은 늘었으나 타격출력이 

그대로인 문제점을 보여줬다. 또한 타격체적에서 발생하

는 서지압력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

렇듯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신호이다. 개선을 위해서는 최적화가 필요하며 최적화 과

정을 위해서는 상위민감도를 가진 변수들의 선별이 필요

하다. 설계변수민감도 분석은 공차를 제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모든 치수를 대상으로 진행이 된다. 3수준의 분석

을 수행하며 현재 설계치수를 변동이 가능한 범위 내에

서 가감하여 타격에너지와 타격주파수, 공급압력, 서지압

력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한다. 여

기서 3수준이란, 현재 분석 대상 변수의 값과 이를 증가

시켰을 때의 값, 감소시켰을 때의 값을 지정하여 변수의 

변동 범위를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3수준의 분석

은변수 변동 범위 안에서 나타나는 변수들의 조합으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EasyDesign 

Manual; Lee et al., 2017). 유압 장비는 비선형적인 특성

이 강하여 3수준 이상의 민감도 분석을 필요로 할 때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설계치수의 작은 변화로 최

대의 효과를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변수

의 최대 변동범위를 ±1mm로 규제하였다. 즉 ±1mm의 

작은 범위 내에는 유압장치의 비선형특성이 심화되는 변

곡점이 포함된 구간이 나올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기에 3

수준 이상의 설계변수민감도 분석은 무의미 하다고 판단

된다. 실제로 3수준과 ±1mm이내의 변수 변동범위를 설

정하여 유압 브레이커의 타격성능 개선을 위한 다목적함

수 최적화 연구가 수행되었고, 해당 연구를 통해 타격성

능 및 안정성이 개선된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Lee et 

al., 2017). 

설계변수 민감도 분석은 한국 IDO社에서 개발한 전문

화된 도구인 EasyDesign을 사용하였다.

3.2.1 분석 대상 선정

설계변수민감도 분석에서 분석의 대상을 선정하는 일

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드리프터는 수많은 변수로 이루

어져 있으나 이를 모두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재 해

석소프트웨어의 발전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 모든 요소

를 변수를 삼는 다는 것은 물리계를 통째로 시뮬레이션

으로 구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재료의 변형, 

유막에 의한 윤활 효과, 냉각시스템에 의한 작동유온의 

변화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해석모델은 유

압장치의 동역학관점에서 개발된 해석모델이기 때문에 

개구면적과 수압면적이 핵심이 된다. 때문에 이들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주로 분석대상으로 삼아야 한

다. 이 변수들만 해도 기존 연구들에 비해서는 훨씬 다양

한 변수를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앞

서 언급하였듯 어큐뮬레이터 역시 분석대상에 포함된다.

실제 설계변수 분석대상을 지정할 때에는 변수들 간의

종속관계로 규정한 것이 있는데 이는 분석과정에서설계

변수 가감에 의해 설계자의 의도에 어긋나게 형상이 바

뀌는 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밸브의 운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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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는 수압면적이 기존 설계자의 의도와는 반대로 설

정되는 수압면적 역전이 발생할 경우 밸브스풀은 정상적

인 변환동작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설계의도에 

위배되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변수를 안정적인 

변수에 종속시켜서 원활한 설계변수민감도 분석이 가능

한 환경을 구축하였다.

Figure 11은 밸브의 설계변수 민감도 분석 대상을 나

타낸 것이며, 총 9가지 변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변수는 밸브직경(Vd1~3)과 로드직경(Vrd1~2), 랩조건

(Vlap1~3), 그리고 밸브에 가공된 슬롯의 개구면적 크기

(Vs)이다. 설계변수의 변동범위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1mm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대상의 치수가 1mm 이하

인 경우에는 -1mm를 적용할 경우 설계변수 자체가 소멸

되기 때문에 ±0.3mm를 기준으로 삼았다. 시제품 제작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설계형상을 최대한 

유지하여 금형의 수정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변동범위

를 설정하였다.

Figure 12는 타격피스톤의 설계변수 민감도 분석 대상

을 나타낸 것이며, 총 12가지 변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

다. 변수는 피스톤의 직경(Pd1~2), 피스톤 로드의 직경

(Prd1~3), 그리고 랩조건(Plap1~7)이다. 밸브에서 설정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계변수민감도 분석의 환경을 구

축하였다. Figure 13은 어큐뮬레이터의 설계변수 민감도 

분석 대상을 나타낸 것이며, 총 4가지 변수를 분석 대상

으로 삼았다. 어큐뮬레이터에서 Ap1은 공급라인 어큐뮬

레이터에 충진된 질소가스의 압력이고, Ap2는 리턴 라인 

어큐뮬레이터에 충진된 질소가스의 압력이다. Av1은 공

급라인 어큐뮬레이터에서 작동유를 수용할 수 있는 용적

이고, Av2는 리턴라인 어큐뮬레이터가 작동유를 수용할 

수 있는 용적이다.

Fig. 11. Analysis target variables of valve

Fig. 12. Analysis target variables of impact piston

Fig. 13. Analysis target variables of accumulator

3.2.2 설계변수 민감도 분석 및 최적화대상 변수 추출

설계변수민감도 분석은 다변수를 포함하는 시스템에

서 어떤 변수가 성능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는 것이다. 현재 설계치수와 변동이 가능한 범위의 양

끝 한계점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1가지 변수를 3가지 조

건에서 살펴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3수준의 설계변수민

감도 분석이다.

Table 3은 밸브의 설계변수민감도 분석 대상과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4는 Table 3을 토대로 설계변수 민

감도 분석을 실시한 후 이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후에 Figure 14와 같은 방법으로 

각 성능분석 대상별 상위 민감도를 갖는 변수를 추출하

였다.

대상

변수
Vd1 Vd2 Vd3

Vrd1
~

Vrd2

Vlap1
~

Vlap3
Vs

변동

범위
±1 mm

Vd1
±0.3 mm

Vd1
+Vd2

±0.3 mm
±1 mm ±1 mm ±20 %

Table 3. Analysis target variables and variable range of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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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와 Table6은 각각 타격피스톤의 설계변수 민

감도 분석 대상과 범위, 그리고 어큐뮬레이터의 설계변수 

민감도 분석 대상과 범위를 나타낸다. 타격피스톤과 어큐

뮬레이터 또한 밸브와 동일하게 Table 4 및 Figure 14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상위 민감도를 갖는 변수를 추출하였

으며, 이를 Figure 15와 Figure 16에 나타내었다.

최종적으로 밸브에서 4가지 결과에 대해 상위민감도

를 갖는 변수들은 총 4개(Vd2, Vd3, Vlap1, Vlap2)가 채

택되었으며, 타격피스톤에서 상위민감도를 갖는 변수들

은 총 5개(Prd1, Prd3, Pd1, Pd2, Plap5)가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어큐뮬레이터에서 상위 민감도를 갖는 변수

들은 총 2개(Av1, Ap2)가 추출되었지만 어큐뮬레이터는 

주문 제작이 아닌 기성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질소가스의 

충진압력은 쉽게 바꿀 수 있는데 반해 체적은 바꾸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공급라인 어큐뮬레이터 체적인 Av1은 

최적화 대상 변수에서 제외하고, 리턴라인 질소가스 충진 

압력인 Ap2만을 상위민감도를 갖는 변수로 채택하였다

(Noh, 2017).

Run
Vd1
[mm]

Vd2
[mm]

Vd3
[mm]

Vrd1
[mm]

Vrd2
[mm]

Vlap1
[mm]

Vlap2
[mm]

Vlap3
[mm]

Vs
[%]

Impact
Energy 

[J]

Impact 
Frequency

[bpm]

Pressure 
(In port)

[bar]

Surge
Pressure

[bar]

1 36 0.5 0.5 2 30 6.22 5.72 7.02 100 408.008 2840 278.141 687.522

2 35 0.5 0.5 3 29 7.22 4.72 8.02 80 238.876 3240 184.75 1095.66

3 37 0.5 0.5 1 31 5.22 6.72 6.02 120 361.487 2680 254.649 261.061

4 36 0.2 0.5 3 31 5.22 4.72 8.02 120 476.815 2720 309.872 670.451

5 35 0.2 0.5 1 30 6.22 6.72 6.02 100 470.332 3000 346.25 386.883

6 37 0.2 0.5 2 29 7.22 5.72 7.02 80 336.837 3240 282.633 1298.73

7 36 0.8 0.5 1 29 7.22 6.72 6.02 80 348.16 3160 274.915 688.58

8 35 0.8 0.5 2 31 5.22 5.72 7.02 120 395.268 2640 259.373 304.737

9 37 0.8 0.5 3 30 6.22 4.72 8.02 100 277.072 3000 213.458 1173.19

10 36 0.5 0.2 3 31 7.22 6.72 7.02 100 295.182 2840 222.871 996.634

11 35 0.5 0.2 1 30 5.22 5.72 8.02 80 393.466 2640 265.709 306.1

12 37 0.5 0.2 2 29 6.22 4.72 6.02 120 204.746 2680 143.947 1034.43

13 36 0.2 0.2 1 29 6.22 5.72 8.02 120 404.484 2840 294.918 832.61

14 35 0.2 0.2 2 31 7.22 4.72 6.02 100 265.765 2960 183.253 1084.37

15 37 0.2 0.2 3 30 5.22 6.72 7.02 80 377.997 2120 222.489 234.262

16 36 0.8 0.2 2 30 5.22 4.72 6.02 80 313.648 2520 209.162 878.787

17 35 0.8 0.2 3 29 6.22 6.72 7.02 120 397.983 2440 241.587 305.374

18 37 0.8 0.2 1 31 7.22 5.72 8.02 100 244.813 3320 199.32 924.233

19 36 0.5 0.8 1 29 5.22 4.72 7.02 100 409.865 2960 293.581 450.672

20 35 0.5 0.8 2 31 6.22 6.72 8.02 80 455.956 3000 318.11 362.923

21 37 0.5 0.8 3 30 7.22 5.72 6.02 120 327.347 3120 258.349 1102.69

22 36 0.2 0.8 2 30 7.22 6.72 8.02 120 516.739 3320 388.754 749.344

23 35 0.2 0.8 3 29 5.22 5.72 6.02 100 512.256 2840 332.374 378.596

24 37 0.2 0.8 1 31 6.22 4.72 7.02 80 426.142 3240 340.486 909.239

25 36 0.8 0.8 3 31 6.22 5.72 6.02 80 416.268 2880 283.686 569.248

26 35 0.8 0.8 1 30 7.22 4.72 7.02 120 240.253 3440 217.454 966.522

27 37 0.8 0.8 2 29 5.22 6.72 8.02 100 387.694 2720 255.08 267.417

Table 4. DOE table of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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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R : Impact energy & Impact frequency

(b) AR : Pressure (In port) & Surge pressure

Fig. 14. Upper sensitivity extraction process of valve

대상

변수
Pd1 Pd2

Prd1
~

Prd3

Plap1
~

Plap7

변동

범위
±1 mm

Pd1
±0.3 mm

±1 mm ±1 mm

Table 5. Analysis target variables and variable range of 
impact piston

대상

변수
Ap1 Ap2 Av1 Av2

변동

범위
±50 bar ±5 bar ±0.05 cc ±0.05 cc

Table 6. Analysis target variables and variable range of
accumulator

(a) AR : Impact energy & Impact frequency

(b) AR : Pressure (In port) & Surge pressure

Fig. 15. Upper sensitivity extraction process of Piston

 

(a) AR : Impact energy & Impact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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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R : Pressure (In port) & Surge pressure

Fig. 16. Upper sensitivity extraction process of Accumulator

4. 결론

본 연구는 21kW급의 고출력 유압 드리프터 개발에 발

판이 되는 연구이다. 고출력 유압 드리프터 개발을 위해 

한국형 유압드릴에 맞도록 드리프터를 재설계하고, 이를 

해석모델에 반영하여 타격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설계변수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드리프터의 개구면적과 수압면적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동역학 해석모델을 개발하였다.

2) 타격성능에 대해 해석모델의 해석결과와 실험결과

를 비교하여 해석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3) 해석결과를 통해 벤치마킹 드리프터의 타격성능을 

파악하였고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설계된 드

리프터를 해석모델에 재반영하였다.

4) 추후 드리프터의 타격성능 최적화를 위하여 재설계

된 드리프터의 설계변수 변동가능 범위를 지정하였고, 설

계변수에 변화를 주었을 때 타격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상위민감도를 갖는 변수들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추출한 타격성능 변화에 상위 

민감도를 갖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드리프터의 타격성능 

최적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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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용어설명)>

1. 서지압력 (Surge Pressure) : 특정 구역에서 갑작스럽

게 상승한 압력의 최대치

2. DOE : Design of Experiments

3. DV : Design Variable

4. AR :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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