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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환경문제로 인해 생분해성 유압작동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개발 보고서 및 논문을 검색하면 생분

해성 유압작동유에 관한 고찰(1) 및 환경친화성 오일로써 채
종유에 관한 연구(2), 생분해성 유압작동유 중 합성유에 관
한 실적용 평가에 관한 연구(3)등 생분해성 유압작동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생분해성 유압작동유를 
기존의 유압장비에 적용할 때, 각 부품들의 특성과 장비의 
성능변화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생분해성 유압작동유

(HETG)를 사용하게 되는 장비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은 미
약한 수준이다. 개발되어 있는 장비 및 기기들에 생분해성 
유압작동유를 사용할 때 특성의 변화와 부품 성능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비롯하여 중장비 적용에 관한 적합성도 
규명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분해성 유압

작동유 중 채종유(HETG)에 중점을 두고 실험계획법과 회
귀분석을 이용해 유압부품과의 적합성 실험을 통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근간이 되고자 한다. 

 
2. HETG 의 특성 실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분해성 유압작동유는 카놀라(rape 

seed)를 윤활기유로 하는 채종유(Vegetable oil, HETG)로서 신
유의 경우 Table 1 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Table 1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HETG 

Usual 

condition 

Density 

(kg/m3) 
Viscosity 

(mm2/S) 
@40℃ 

Viscosity 

index 

Pour 

point 

(℃) 

TAN  
(mg 

KOH 
/g) 

Copper 

strip 

corrosion 

test  

(100℃, 3h) 

H2O 

(mg/kg) 

920.7 45.23 209 -20 0.5 1 285 

Time 

to 

replace 

Viscosity (mm2/S) 

@40℃ 
TAN (mg KOH/g) 

Copper strip 

corrosion 

test   

(100℃, 3h) 

46±10% and below 7.0 and below 1 and below 

 
실험 인자는 Table 2 와 같이 시간(500 hr, 1000 hr), 온도

(50℃, 80℃), 수분(0%, 20%)으로 3 인자 2 수준으로 선정하였

으며, 총 8 회(=23) 실험이 수행되었다. 각 실험 완료 후 
HETG 의 특성변화를 분석하였다.  

Table 2 Design factors of HETG 
Time (hr.) Temperature(℃) H2O (%) 

500 50 0 
1000 80 20 

 
Fig. 1 과 Fig. 2 는 정규화 된 실험인자가 생분해성 유압

작동유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전산가(TAN)와 동점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왔으

며, 동점도는 수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반면에 전산가는 
시간과 수분에 영향을 받는다. 전반적으로 HETG 는 사용   

온도 조건과 환경에서 수분이 들어가게 될 경우 많은 영향

을 받는 것을 확인 하였다. 

 
Fig. 1 Effect of kinematic viscosity 

 
Fig. 2 Effect of TAN 

 
3. HETG 와 Seal(VITON)의 적합성 실험 

 
생분해성 유압작동유(HETG)와 Seal(VITON)이 실험인자

(온도, 시간, 시간)에 따른 상호작용과 각각의 특성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압부품에 많이 사용되는 Seal 가운데 
VITON 기반 Seal 을 채택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Seal 의 
제원과 기계적 특성은 Table 3 과 같다. 

Table 3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the VITON 

Diameter 
(mm) 

Weight 
 (g) 

Tensile 
strength 
C(kg/cm2) 

Elongation 
(%) 

Hardness 
(IRHD) 

3.10 1.47 73.3 156 71.5 

 
실험 인자는 Table 4 와 같이 시간(500 hr, 1000 hr), 온도

(50℃, 80℃), 수분(0%, 20%)으로 3 인자 2 수준으로 선정하였

으며, 총 8 회(=23) 실험이 수행되었다. 각 실험 완료 후 
HETG 와 VITON 의 특성변화를 분석 하였다. 

Table 4 Design factors of HETG and VITON 
Time (hr.) Temperature(℃) H2O (%) 

500 50 0 
1000 80 20 

 
3.1 Seal(VITON)의 특성변화 

Seal(VITON)을 생분해성 유압작동유에 침유시킨 후 특
성변화를 실험하였다. Fig. 3은 실험에 사용된 Seal(VITON)
과 실험에 사용하지 않은 Seal(VITON)을 CT 장비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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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촬영한 결과이다. 실험에 사용된 Seal(VITON)을 보면 전
체 크기가 확연하게 증가하였으며, 표면 또한 상당히 부식

이 일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 Change of VITON 

 
3.2 HETG 의 특성변화 
동점도 

동점도의 특성에 대한 정규화 된 실험 인자(온도, 수분, 
시간)에 대한 중요도와 교호작용을 살펴보았다. 1 종오류(α)
를 0.1 로 하였을 때 1 차 요인 설계를 분석한 결과 교호작

용(온도*수분, 시간*수분)이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온도*
수분, 시간*수분을 제외한 후 동점도의 특성에 대한 2 차 
요인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파레토 차트를   
Fig. 4 에 도시하였다. 

 
Fig. 4 Full factorial analysis of kinematic 

◆모든 실험 인자의 주효과는 유의하다. 
◆수분과 관련된 교호작용(온도*수분, 시간*수분)은 유

의하지 않다. 
◆동점도에 미치는 시험인자의 효과는 온도 >시간 > 온

도*시간 > 시간으로 예측 가능하다. 

 

전산가 
전산가의 특성에 대한 정규화 된 실험 인자(온도, 수분, 

시간)에 대한 중요도와 교호작용을 살펴보았다. 1 종오류(α)
를 0.1 로 하였을 때 1 차 요인 설계를 분석한 결과 교호작

용(시간*수분)이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간*수분을 제
외한 후 전산가에 특성에 대한 2 차 요인 설계를 수행하였

으며, 분석한 결과 파레토 차트를 Fig. 5 에 도시하였다. 

 
Fig. 5 Full factorial analysis of TAN 

◆모든 실험 인자의 주효과는 유의하다. 
◆시간*수분의 교호작용은 유의한 반면에 나머지 교호

작용은 유의하지 않다. 
◆전산가에 미치는 시험인자의 효과는 온도 >수분 > 온

도*수분 > 시간 > 시간*수분으로 예측 가능하다. 

 
4. 결론 

 
실험시간 1,000 시간 범위 내에서 생분해성 유압작동유

(HETG)에 시일(VITON)이 혼입되어있을 때 정규화 된 실험

인자(온도, 수분, 시간)는 생분해성 유압작동유(HETG)의 특
성(동점도, 전산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

서는 생분해성 유압작동유와 시일의 적합성 실험을 수행하

여 정규화 된 실험인자가 유압작동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으며 Table  5 와 같다. 
Table 5 Suitability among vegetable(HETG) oil , seal(VITON) and 

experiment factors 

 

HETG 

Viscosity TAN 

Time ▲ ↑ ↑  ↑  

Temperature ▲ ↑ ↑ ↑  ↑ ↑ ↑  

H2O ▲ - ↑ ↑  

Time * Temp ▲ ↑  - 

Time * H2O ▲ - - 

Temp* H2O ▲ - ↑ ↑  

 
Table 5 를 보면 동점도는 시간과 온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온도는 시간에 비해 45% 더 영향을 미친다. 

전산가는 시간에 비해 온도에 62%, 수분에 12% 영향을 

더 받는다. 시간보다 온도와 수분에 의한 영향이 더 크고 

취약한 점이 있다. 전산가와 시일의 특성은 온도와 수분에 
의하여 주로 영향을 받고, 이는 작동유가 보다 높은 온도

에서 수분과 결합되어 산을 발생하여 전산가를 높일 뿐만 
아니라 결국 Seal(VITON)의 특성을 악화시킨다. 

Seal(VITON)은 전반적으로 시간, 온도, 수분이 변함에 
따른 Seal(VITON) 의 단면을 보면 내경이 약 11% 확대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전체에 작동유로 인해서 변형이 
발행한 것이 아닌 표면부분에서 일정한 깊이(직경의 34%)
까지 변형이 발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생분해성 유압작동유와 유압부품의 적합성에 
관해 참고 될 수 있고, 향후 생분해성 유압작동유와 유압

기기(Pump, Motor, Valve)의 적합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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