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기계학회논문집 권 제 권 제 호A , 34 9 , pp. 1249~1255, 2010 1249

- 기호설명 -

  : 유압펌프 입력동력(Input power of hydraulic

pump

 토출유량: (Discharge flow of the pump)

 압력증가: (Differential Pressure)

 : 검사체적변화량( Variation of control volume)

 : 체적탄성계수(Bulk modulus of the elasticity)

 검사체적: (Control volume)

 직경 변화량: (Variation of diameter)

 길이 변화량: (Variation of length)

 체적 변화량: (Variation of volume)

 후프 응력: (Hoop stress)

 : 반경방향 응력(Radial direction stress)

 : 길이방향 응력(Length direction stress)

서 론1.

초고압 시스템은 산업 분야의 특수시스템에 주

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축압기 호스 조립체 포. , , ,

열 유압펌프 하우징 등의 내압시험 등과 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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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초고압 시스템은 유압동력 발생장치 충격압력 발생장치 초고압부 오일 보충장치 기동 및 제어: , , ,

반 등으로 일반적으로 구성된다 유압동력 발생장치는 초고압 발생기에 유압원을 공급하고 초고압 발. ,

생기에서는 공급되어진 유압원을 이용하여 초고압으로 압력을 증폭한다 기동 및 제어반에서는 시스템.

을 운전하기 위한 전기모터 밸브 센서 등에 대한 제어 및 관찰을 하기 위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 .

초고압 압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제어 방법을 서보밸브를 사용한 유량제어 방식에서 비례 릴리프 밸브

를 사용한 압력제어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하며 초고압 압력 발생기의 압력을 가하는 주기와 유압동력,

발생장치의 작동유의 온도 변화에 따라 충격압력을 발생시키는 성능이 변화하는 특성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An ultra high- pressure system generally consists of a hydraulic power unit, an oil supply unit, an electrical

power supply device, and an electrical control device. The hydraulic power unit supplies the hydraulic power to the

intensifier to create generate ultra high pressure. The intensifier amplifies increases the pressure using the oil supplied

from by the hydraulic power unit. The electrical supply devices and control devices maintain are provided for the

electric motors, valves, and sensors. In this study, instead of a flow-control device, a pressure-control type device was

mounted on a manifold block in the hydraulic power unit instead of the flow-control type. A servo valve was fitted in

the intensifier, and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the intensifier varied according to the variations of in the pressure

cycle and with the temperature of the operating oil in the hydraulic power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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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설비 등의 촉매 주입용 기타 여러 분야,

에서 응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압 시스템 내에서는 밸브조작이나 유압 작동

유의 관성 및 기기의 고유특성 등에 의한 충격적

인 압력이 자주 발생되는데 소형 경량화를 위해

고압화와 회로가 복잡해지는 추세에서 신뢰성 및

내구성이 매우 중시되어지고 있다.(1)

이러한 내구성을 단기간 동안 확인 및 품질관

리를 하기 위해 와 규격 등에서는 충격ISO SAE

압력을 인위적으로 가해 성능 및 내구성 시험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규격을 충족시키.

는 종래의 시험기는 고압펌프나 방향제어 밸브를

사용한 시험기가 개발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러.

한 시험기는 낮은 압력에서 만회 시험 이전에100

고장이 발생하거나 시험 파형의 재현에서 시험자

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고압의 충격압력과.

시험 파형을 재현하는 것으로는 서보밸브 제어에

의한 초고압 발생기가 개발되어 있지만, 200 MPa

이하에서만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

다.(1) 왜냐하면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초고압의

범위로 가면 시험장비에서 재료의 파손과 실링

부위에서 누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고(sealing)

압인 이상의 압력을 구현하기는 기술적200 MPa

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또한 시스템의 충격.

으로 인한 초고압 발생기 내에서의 부품 파손 경

우가 증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압 충격압력 발생기

에 유압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유압동력

발생장치 시스템의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가열장,

치 초고압부의 압력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초,

고압 발생기 등의 기본 설계와 구축된 시험장비,

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압동력 발생장치의

온도와 압력을 변화시켜 주어 성능 및 특성에 대,

하여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초고압.

발생기에 장착되어 있는 서보밸브를 이용하여 서

보제어를 하여 시험한 결과와 유압동력 발생장치

에 비례 릴리프 밸브를 장착하여 시험한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개선된 시험조건을 찾도록 하였다.

실험장치2.

유압동력 발생장치2.1

유압동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전기모터를

이용하여 유압펌프를 구동하여 유압원을 생성한

다 유압원은 초고압 발생기를 전진과 후진을 시.

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은 유압. Table 1

동력발생장치에서 요구되는 시스템 사양이며,

는 유압동력 발생장치에 설치되어 있는 대Fig. 2 3

의 유압펌프를 나타내고 있다 유압동력발생장치.

에는 시스템의 온도를 제어할 목적으로 쿨러와

히터를 설치하여 운전되고 있다 또한 식 은. (1)

유압동력발생장치에서 필요한 압력과 유량을 확

보하기 위해서 계산되어지는 필요 동력에 대한

계산식을 나타내고 있다.

  
×

(1)

또한 유압동력은 초고압 발생기의 압력 증가속도

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유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한다 유량이 적은 경우는 압력의 증가.

속도를 높게 구현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시험.

Table 1 Required design factors for the hydraulic
power unit

No Item Specification

1 Required flow 400 L/min

2 Rated Pressure 42 MPa

3 Type of Relief valve Proportional relief valve

4 Cooling system Air fan cooler

5 Main pump quantity 3 sets

Fig. 1 The hydraulic circuit for the intensifi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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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의 실제 압력 파형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

및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고압 발생기2.2

은 충격압력 발생기의 동작원리를 나타내고Fig. 3

있다 차 압력부는 유압동력발생장치에서 유압동력. 1

을 받아 차 압력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피스톤과2

로드를 사용하여 면적비로 압력을 증가시키는 원리이

다 초고압부는 차 압력부의 압력에 따라 압력의 증. 1

폭 비율이 달라지며 면적비와 행정거리 의 조, (stroke)

정을 통하여 토출되는 유량을 조절할 수 있다.

Fig. 2 Hydraulic power unit

(a)

(b)

Fig. 3 The operating theory of the intensifier (a) before
amplifier (b) after amplifier

초고압을 발생하는 장치 및 시스템에서는 유압

작동유의 압축성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시스. ,

템에서 압력이 상승할수록 유압 작동유는 압축성

유체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 및 제작이,

이루어질 경우 유량 부족으로 인한 압력의 저하,

요인이 발생하여 시스템 작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요인이 많게 된다.

그러므로 식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압축률(2)

을 고려하여 필요 유량을 계산해야 한다.(5)

 


(2)

또한 초고압부에서는 충격압력기의 소재도 체적

의 변화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설계 제작

해야 한다 식 를 초고압부에서의 체. (2), (3), (4)

적변화량을 계산한다. 그렇지만 소재의 경우 유압

작동유 보다는 상대적으로 압축률이 많이 발생하

지는 않는다.

  

      (3)

  

     (4)

  

    (5)

는 충격파형 압력 체적 변화량 등을 고Fig. 4 , ,

려하여 설계할 때 시험 대상물과 보충물 사이,

간격과 실린더의 행정거리 에 따라 초고압(stroke)

발생기에서 유량 확보를 위한 필요한 차 압1

Fig. 4 The results of the calculation for the intens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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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eating tank suppling the hot oil to the system

력부의 직경과 초고압을 발생하는 차 압력부의 피2

스톤 직경을 나타내고 있다 체적이 증가 할수록 유.

압작동유를 압축해야 하는 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유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체적이 작으면 압축해야 하는 체적이 감소하기 때문

에 초고압 발생기의 로드와 보어 직경이 상대적으로

작게 설계되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제어방식은 서보밸브를 사

용한 피드백 제어를 적용하여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으며 제어를 통하여 시스템의 압력을 얻, PID

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비례압력제어밸브를.

유압동력 발생장치 내에 설치하여 압력제어방법

으로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오일 보충장치2.3

는 초고압 발생기에 일정한 온도의 유압Fig. 5

작동유를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이다 초고.

압 시스템에 유압동력 발생장치는 대가 필요하2

다 한 대는 차 압력부에 압력을 가하여 피스톤. 1

을 전 후진 시키는 역할을 하고 다른 것은 차, 2

압력부에 저압 상태에서 압력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하여 사용된다 유압동력 발생시스템.

에 히터와 냉각용 쿨러를 장착하여 가열 및 냉각

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전기 제어반2.4

은 유압동력 발생장치 및 초고압 발생기Fig. 6

의 오일 공급장치 제어반으로 전기적인 부분과

제어의 신호처리를 위하여 설계 제작되었다.

실험 결과 및 고찰3.

공급 압력 증가와 초고압력 성능 특성3.1

초고압 압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유압동력

(a) (b)

Fig. 6 Electric control system

발생장치로부터 유압원을 공급받아 초고압 발생

장치에 공급해 주어야 한다 유압동력 발생장치.

에는 비례제어 릴리프 밸브가 장착되어 있어 원

격으로 압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압펌.

프에서 발생하는 압력은 까지 압력을 증400 bar

가시킬 수 있지만 릴리프 밸브의, 압력 범위는

230 bar 이내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7은 유압펌프에서의 압력증가에 따른 초고압 발생

기의 압력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기본 설계는 1:19의 압력비율로 설계 제작 되

었으나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압력의 그래프는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비교적 정확하게 면

적비율에 따른 압력을 생성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a)는 공급압력이 60 bar인 경우

에 초고압 압력이 1150 bar인 것을 나타내고 있으

며, Fig. 7(b)는 공급압력이 135 bar인 경우에 초고

압 압력이 2500 bar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Fig.

는 공급압력이 인 경우에 초고압 압력7(c) 175 bar

이 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는3200 bar . Fig. 7(d)

공급압력이 인 경우에 초고압 압력이225 bar

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4200 bar . 초고압 압력과

공급압력은 시간지연이 발생하지 않고 추종하는

성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온도 변화에 따른 초고압 발생 특성3.2

초고압 시스템을 활용하여 내압에 대한 내성을 확

인하기 위한 피로 충격 수명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는 초고압 시스템의 지속적인 가동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유압원을 공급하는 유압동력 발생장

치의 기동으로 인하여 시스템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시스템 온도제어 범위는 에서. 35 55℃ ℃

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

스템 온도 변화에 대한 초고압 압력의 변화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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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7 Comparison of the ultra high pressure and
supply pressure (a) Ultra high pressure 1150
bar (b) Ultra high pressure 2500 bar (c)
Ultra high pressure 3200 bar (d) Ultra high
pressure 4200 bar

인 되었다 에서 나타내는 것은 유압동력. Fig. 8

발생장치의 온도가 상승 할수록 초고압을 발생시

키는 압력은 점점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Fig. 8 Ultra high pressure with varying the system
temperature

다 그렇지만 온도를 다시 낮추어 주면 압력은.

올라가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시스템의 온도는,

유압 작동유에 영향을 주어 초고압 발생기 피스

톤부에서 발생하는 누유 현상에 의해서 압력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보

다 일정한 압력을 얻기 위해서는 냉각시스템의 온

도 변화 범위 간격을 좁히면 초고압발생기의 성능

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초고압 발생기 압축 변위와 초고압력 발생3.3

에서 보듯이 초고압을 발생시키기 위해서Fig. 3

는 피스톤 로드부가 전진하여 작동유를 가압하여

초고압이 발생한다 압력이 높아질수록 유압작동.

유는 보다 많은 압축률이 필요하게 됨을 식 를(2)

통하여 알 수 있다 초고압 발생기에는 피스톤의.

전진과 후진 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압동력

발생장치에서 공급되는 부분의 피스톤부분에

가 설치되어 있어 초고압이 발생하는 시작LVDT

점과 완료하는 점에서의 피스톤 전진 상태를 확

인할 수 있도록 발생기가 제작되어 있다 그래서.

얼마의 압축률을 가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에서는 초고압 압력을 주기 위해서 유압Fig. 9

동력 발생장치에 설치되어 있는 비례 압력 제어

밸브의 신호를 의 전압을 인가하여(0~7) V 4200

의 초고압 압력을 나타내었을 경우 초고압 발bar ,

생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값을 확인할 수LVDT

있다 처음에 전기신호를 주었을 경우 약 초의. 1.1

신호 뒤에 압력이 상승하는 시점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초고압 발생기 변위의 증가와 더불어 민감,

하게 초고압 압력은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상승을 완료하는 부분에서도 전기신호가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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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lation with the electrical signal and ultra
high pressure and LVDT displacement

진 후 약 초 후에 최고압력에 도달하는 것을0.6

알 수 있다.

시스템 고장 유무 확인3.4

초고압 발생시스템에서 시험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유무는 배관의 파열이나 시험체의 파

열 또는 시스템에서의 누유현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경우는 시험.

자가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충격으로 인하여 쉽게 감

지할 수 있는 경우일 것이다 그렇지만 초고압.

발생기의 시스템 장치 내부에서 발생하는 누유는

초고압 발생기의 변위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가 어려움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 은 초고압 압력과 의. Fig. 10 LVDT

변위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에서는 초고.

압 압력이 사이클 정도는 정상적인 압력 상태3

에서의 변위와 압력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이후,

에는 초고압 압력이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의 변위도 증가하, LVDT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에서 한 부분의.

꼭지점은 한 사이클의 최고압력을 나타내고 있으

며 변위도 한 사이클에서 최대변위를 나타내고,

있다 일정한 초고압 압력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

한 변위를 나타내어야만 하며 일정하지 않을 경,

우는 시스템의 어느 부분에서 누유가 발생하므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량제어와 압력제어 시스템 특성3.5

초고압 발생기의 제어방식은 유량제어를 통한

방법과 비례 압력제어 방법을 통한 방법으로 구

분하여 적용되었다 유량 제어 방식은 요구되는.

Fig. 10 Increasing the LVDT displacement occurring
with leakage

Fig. 11 Flow control with servo valve system

Fig. 12 Pressure control with proportional relief valve

시험 사이클을 동안 초고압 발생기에 장착되어

있는 서보밸브 PID 제어를 이용하여 시험을 진행

하였다.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유압동력 발생장Fig. 11

치에서 공급해 주는 시스템에는 일정한 압력이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사이클을,

진행하기 위해서 서보밸브를 동작하여 유량을 공

급하는 방법이다 유량제어 방법은 급속한 압력.

변화를 주는 것이 확인 되었지만 유량의 급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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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로 인하여 시스템에 심한 충격으로 지속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에서의 그래프는 압력제어 방법으로 제Fig. 12

어를 진행하였으며 유압동력 발생장치에서 보내,

주는 압력을 추종하였으며 충격과 소음이 유량,

제어 방법과 비교하여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와서 안정적인 시험이 가능하였다.

결 론4.

본 연구에서는 초고압 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초

고압 압력에 변화를 주는 주요 인자인 압력과 온

도의 변화에 따른 초고압 압력 특성의 변화와 유

량제어와 압력제어에 따른 시스템 특성을 연구하

였다.

초고압 발생기에서 압력과 온도 변화를 확(1)

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의 온도

가 증가할수록 초고압 압력은 반비례하여 낮아지

는 것을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유Fig. 8 .

로는 유압작동유의 점도변화에 따라 초고압 발생

기의 내부 누유량이 증가하여 압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초고압 발생기의 제어방법을 서보밸브를 이(2)

용한 유량제어 방법과 비례압력제어밸브를 사용

한 압력제어 방식을 적용하여 시험을 진행하였

다 유량제어 방법은 압력제어 방법에 비하여 순.

간적인 변화를 주기에는 적합하나, 초고압에서는

유압 작동유의 압축으로 인하여 시스템에서 요구하

는 제어를 하기에는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비례제어 밸브를 사용한 압력제어를 사

용한 경우는 시험에서 요구하는 압력을 발생시키

는데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적게 주고 시험을 진

행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압력제어 방법이 초고.

압을 발생시키는 시험의 경우 서보밸브를 사용한

유량제어 방법보다 효율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복잡한 제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보다 개선된 시험

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초고압 압력이 발생 시 압력제어 신호 발생(3)

후 실제적으로 초고압 압력이 상승하는 시점은,

의 경우는 후에 발생하는 것을 확인Fig. 9 1.1 sec

할 수 있었으며 로드부 변위와 초고압 압력은,

시간지연을 나타내지 않고 응답특성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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