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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다목적함수 최적화를 통해 고출력 유압 드

리프터를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룬다. 유압 드리프터

는 유압드릴의 코어부품이며, 유압드릴이란 대형 토목공

사 또는 터널공사에서 발파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장

비이다. 유압 드리프터는 반복타격과 회전으로 목표물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 회전은 단순히 타격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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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mestic hydraulic drifters till now have been developed by benchmarking products from overseas leading 

companies. However, they do not have excellent impact performance as they are not suitable for characteristics 

(large flow rate and low pressure) of Korean hydraulic drill power pack, and therefore, research on the optimum 

design has not made much headway. This study performs multi-objective function optimization for hydraulic 

drifters whose capacity has been redesigned to deal with the large flow rate, and also with the help of this 

function, it aims to improve impact power and reduce supply and surge pressure. A summary of the research 

study is as follows: First, we set goals for improving impact power, supply pressure, and surge pressure, and 

then perform multi-objective function optimization on them. After that, we secure the reliability of the optimized 

analytical model by comparing the test results of the prototype built by the optimized design with the analysis 

results of the analytical model. This study used SimulationX, that is the hydraulic system analysis software, and 

EasyDesign, which is a multi-objective function optimization program. Through this research, we have achieved 

the results that satisfy the goal of developing high power drifters suitable for Korean type hydraulic dr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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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그간 국내 유압 드리프터는 해외 선진사의 제품을 벤치마킹하여 개발되었지만, 이는 한국형 유압드릴 파워팩 특성(대유량, 

저압)에 적합하지 않아 우수한 타격성능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최적설계에 대한 연구 진행도 미진한 상태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유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용량이 재설계된 유압 드리프터에 대해 다목적함수 최적화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타격출력 향상과 공급압력 및 서지압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진행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타격출력과 공급압력 및 서지압력 개선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다목적함수 최적화를 수행한다. 이후 

최적화된 설계치로 제작된 시제품의 시험결과와 해석모델의 해석결과 비교를 통해 최적화된 해석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압시스템 해석 소프트웨어인 SimulationX와 다목적함수 최적화 프로그램인 EasyDesign이 사용되었으며,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한국형 유압드릴에 적합한 고출력 드리프터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주요어 : 유압 드리프터, 타격성능, 다목적함수 최적화, SimulationX, EasyDesign

* 본 논문은 노대경의 박사학위논문의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하고 보완한 것임.

Received: 17 August 2018, Revised: 24 April 2019,
Accepted: 7 May 2019

†Corresponding Author: Dong-Won Lee
E-mail: dwlee@kisti.re.kr
Daegu, Gyeongbuk Branch.,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Daegu, Korea



노대경･이대희 ･장주섭 ･윤주섭･이동원

36 한국시뮬레이션학회 논문지

스톤의 하우징 외부에 장착된 기성품 유압모터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타격장치로 범위를 제한하

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Figure 1은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유압 드리프터의 

도면을 나타낸다. Figure 1의 밸브가 전환됨에 따라 타격

피스톤은 왕복운동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반복타격작업

을 수행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작동원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 있다(Noh et al., 2018). 또한 Figure 1과 구성

은 조금 상이하지만 Noh et al.(2014a)와 Noh et al. 

(2014b)에서도 유압 드리프터의 구조 및 자세한 작동원

리를 확인할 수 있다.

Fig. 1. Drawing of drifter

유압 드리프터와 같이 반복타격 메커니즘을 갖는 장비 

중 하나인 유압 브레이커에 대해서는 최적화 기법을 이

용하여 타격출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여러 연구들을 수

행해왔다(Baek et al., 2005; Kwak and Chang, 2008; 

Ryoo and Chang, 2010; Shin and Kwon, 2011; Lee et 

al., 2017). 유압 드리프터의 경우 타격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화 연구(Noh et al., 2015)도 존재하지만 유압 

브레이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유압 드리프터가 장착되는 시스템 

조건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유압 브레이커는 여러 종류의 굴삭기에 장착이 

가능한 어태치먼트(Attachment)이기 때문에 굴삭기의 특

성과는 별개로 유압 브레이커 자체의 타격출력 향상을 

위한 최적화가 진행된다. 반면에 유압 드리프터는 유압브

레이커와 같은 반복타격장치로 볼 수 있지만 장착되는 

시스템의 조건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 즉, 드리프터 구

동에 필요한 유압마력을 공급하는 파워팩의 한계성능이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압브레이커와는 달리 

드리프터만을 별개로 개선설계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

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국내 유압 장비들은 해외 선진사 

제품을 벤치마킹하며, 유압 드리프터도 마찬가지로 해외 

제품을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서 문제가 되

는 것은 그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던 해외 선진사의 

유압 드리프터가 해외 유압드릴 파워팩 성능과 매칭

(Matching)되도록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즉, 앞서 언급하

였듯이 유압 드리프터는 하나로 고정되어있는 파워팩 성

능에 매칭되도록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아무리 

좋은 선진사 제품을 벤치마킹 하여도 한국형 유압드릴에 

적용되어 있는 파워팩 성능과는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형 유압드릴의 파워팩은 대유량(130lpm 이

상), 저압(220bar 미만)의 특성을 가지는 반면에 해외 선

진사의 파워팩 특성은 상대적으로 작동압력이 높다. 또

한 한국형 파워팩은 작동압력이 낮은데 비해 펌프 유량

이 크기 때문에 잉여유량이 상대적으로 많다(Noh, 2017; 

SOOSAN drifter catalog; Atlas Copco catalog; Roxar 

catalog). 따라서 유압 드리프터는 장착되는 시스템 조

건이 하나로 고정 되어있는 것과, 이와 더불어 한국형 

유압드릴 파워팩에 매칭이 되지 않는 설계로 인해 타격

출력 향상을 위한 최적화 연구 수행이 미진할 수밖에 없

는 것이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드리프터에 유압 해석기술

과 최적화 기술을 융합․적용하여 한국형 유압드릴 파워

팩의 대유량(130lpm 이상) - 저압(220bar 미만) 특성에 

적합한 고성능 드리프터(21kW급)를 개발하는데 있다. 

이와 같이 드리프터의 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화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드리프터가 장착되는 유압드

릴의 파워팩 특성까지 고려를 해야한다는 것을 위에 언

급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드리프터의 구동은 

이러한 파워팩의 한계성능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타격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화를 진행할 때도 파워팩 

한계성능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유압드릴에 적합하게 개선설

계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타격출력(타격에너지, 타격주

파수)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공급라인에 형성되는 압

력의 감소와 서지압력 감소를 다목적함수로 설정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최적화 대상은 벤치마킹 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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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대유량 파워팩 특성에 맞게 기존 벤치마킹 제품의 

타격피스톤 크기를 확장하여 재설계 한 드리프터이다

(Noh, 2017).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가능하다. 신뢰성이 

확보된 해석모델(재설계된 드리프터)과 설계변수민감도 

분석에서 추출한 타격성능에 대해 상위민감도를 갖는 변

수를 활용하여 타격성능 최적화를 수행한다. 이후 최적화 

검증을 위해 시제품을 제작하여 타격실험을 수행하고, 이

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드리프터의 한계성능을 최적화 전

과 비교한다.

Figure 2는 본 연구에 활용된 해석모델이며, 해석모델 

개발 및 설계변수민감도 분석에 관한 내용은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Noh et al., 2018).

Fig. 2. Analysis model of drifter

2. 최적화 설계

2.1 다목적함수 최적화

다목적함수 최적화는 여러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

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최적화 방법이다. 

일반적인 다목적함수의 최적화 문제는 다음 식 (1)로 

제안된다(Hwang and Park., 2010; Marler, R.T. and 

Arora, J.S., 2004). 는 설계변수의 벡터이고, 는 목적

함수의 개수를 나타낸다. 은 설계변수에서 부등의 제

한조건의 수를 나타내고, 는 설계변수에서 등의 제한조

건의 수를 나타낸다. 는 부등의 제한조건이고, 은 등

의 제한조건이다. 이러한 다목적함수의 최적화 문제를 고

전적인 수치최적화 이론을 접목하여 풀기 위해서는 다목

적함수를 선호함수라고 하는 하나의 등가범함수의 형태

  Find 

  to minimize   
 

         
  
  subject to    ≤    

                     (1)

 

로 치환해야만 한다(EasyDesign user manual., 2016). 각 

목적함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적해를 구하기 위해서

는 식 (2)와 같은 형태의 선호함수로 치환해야하며, 이를 

가중치 최소-최대 방법이라 한다(Marler, R.T. and Arora, 

J.S., 2004). 

  max (2)
      

하지만 가중치 최소-최대 방법에는 단점이 존재한다. 

만약 다목적함수를 구성하는 각 목적함수가 과  2

개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함수 과 가 동일하게 

정규화 되어있을 때 식 (3)과 같은 상황이 오면 수학적으

로 도함수를 구할 수 없다. 이를 구배의 비평활 문제라고 

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EasyDesign에서는 일반구배 

근사화 기법이 적용되었다(EasyDesign user manual., 2016). 

    (3)

이러한 이론적 방법으로 다목적함수를 단목적함수로 

치환하였으며, 최적화과정은 크게 초기과정과 반복과정으

로 나누어진다. 최적화 초기과정에는 다변수를 대상으로 

한 최적화에서 초기메타모델 생성에 유리한 알고리즘인 

불완전축소합성설계-Ⅱ를 적용하였고, 반복과정에서는 타

격장치에서 다변수․다목적 최적화에 유효성이 검증된 

확장 라그랑지 승수기법을 적용하였다(Noh et al., 2016).

유압 드리프터의 타격성능 개선을 위해 설정한 다목적

함수는 타격주파수와 타격에너지 증가, 공급라인 형성압

력과 타격체적 서지압력 감소로 총 4가지이다. 최적화에 

사용된 변수는 설계변수민감도 분석을 통해 추출된 4가

지 목적함수에 상위 민감도를 갖는 변수이며, 총 변수의 

개수는 10개이다. 설계변수민감도 분석을 통해 타격피스

톤에서는 외경(Pd1, Pd2) 및 내경(Prd1, Prd3), 랩(lap)조

건(Plap5), 밸브에서는 직경(Vd2, Vd3) 및 랩(lap)조건

(Vlap1, Vlap2), 리턴라인 어큐뮬레이터에서는 질소가스 

충진 압력(Ap2)이 최적화 수행에 사용되는 변수로 추출

되었다(No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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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Energy

[J]

Impact
Frequency

[bpm]

Pressure
(In port)

[bar]

Surge 
Pressure

[bar]

현재 408.047 2840 278.159 687.42

목표 469 3120 250 300

비교 15% 개선 10% 개선 10% 개선 44% 개선

Table 1. Multi-objective function optimization goal setting

2.1.1 최적화 목표 설정

Table 1은 현재 수준과 최적화 목표의 비교를 나타낸 

것이며, 최적화의 기준이 되는 공급유량은 순수운동에 소

요되는 유량인 85lpm이다. 이와 같은 기준은 공급라인 

형성압력의 최고점이 최적화 후 유압드릴 파워팩의 한계

공급조건 안에 들어가게끔 하는 조건이다. 여기서 공급

라인 형성압력의 경우 최적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250bar로 내려가게 되지만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시스템 

한계 사용압력(220bar)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설

정 값이 잘못 설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설

정된 목표 압력보다 더 낮은 압력이 형성되며, 이러한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유압식 타격장치에서의 압력파형은 통

상적으로 타격을 준비하기 위한 상승 동작에서 압력이 

상승하게 된다. 이때 암반을 타격하여 발생하는 외력(반

발력)이 타격피스톤에 작용하게 되는데 그 방향이 상승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공급라인의 형성 압력이 내려

가게 된다. 즉, Table 1에서 공급라인 형성압력의 목표는

순수 유압에 의한 운동에서 얻을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

한 것이며, 실제로 반발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게 된다면 

공급라인의 형성압력은 시스템의 한계설정압력 안에 무

난하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타격에너지는 현재수준에서 15% 증가를 목표로 삼았

으며, 올바른 타격출력 상승을 위하여 타격주파수 상승 

또한 다목적함수에 포함하였다. 타격주파수의 증가 목표 

비율은 타격에너지보다는 낮게 설정하였다. 이는 타격에

너지와 타격주파수를 동시에 증가시킨 선행연구사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타격체적에서 발생하는 서지압

력 수준은 타격체적 뒤에 장착된 seal의 권장허용압력인 

300bar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1.2 초기메타모델 생성 및 순차적 근사 최적화

Table 2는 선택된 변수로 최적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메타모델 생성과정이다. 표에서 13번째 해석결과는 

현재 설계치수(용량이 재설계된 드리프터)에 관한 해석

결과이며, 4가지 다목적함수의 방향성을 잘 추정하고 있

는 결과는 7번째 해석결과이다. 7번째 해석결과를 살펴

보면 타격에너지와 타격주파수는 증가하고, 공급라인 형

성압력과 타격체적의 서지압력은 낮아졌다. 하지만 형성

되는 공급압력의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7번째에 해당

되는 변수 조합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제시된 결과와 같

이 높은 타격출력을 낼 수 없다. 7번째 해석결과를 제외

한 나머지 결과들을 살펴보면 각각의 목적 함수에는 만

족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목적

함수를 만족하는 방향의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초기 메타모델 결과를 분석하였을 때 내삽문제가 아닌 

외삽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7번째 해석

결과는 4가지 목적함수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최적화의 결과물이 적어도 해에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Table 3은 초기메타모델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순차적 근사 최적화 과정이 진행된 것을 나타낸 것이며, 

50회의 최적화 과정을 모두 표시하지 않고 추후 언급할 

조합이 표시되도록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순차

적 근사최적화(SAO) 과정을 총 50회 진행하였지만 다목

Run
Prd1
[mm]

Prd3
[mm]

Pd1
[mm]

Pd2
[mm]

Plap5
[mm]

Vd2
[mm]

Vd3
[mm]

Vlap1
[mm]

Vlap2
[mm]

Ap2
[bar]

Imact
Energy

[J]

Impact
Frequency

[bpm]

Pressure
(In port)

[bar]

Surge 
Pressure

[bar] 

1 56.5 49 60 0.2 25 0.2 0.8 5.22 6.72 5 286.36 2280 188.949 200.941

2 54.5 51 60 0.8 23 0.2 0.8 5.22 6.72 15 389.007 2680 351.765 391.92

⦙
7 56.5 49 58 0.8 23 0.8 0.8 5.22 4.72 15 441.119 3120 274.159 306.188

⦙
13 55.5 50 59 0.5 24 0.5 0.5 6.22 5.72 10 408.005 2840 278.102 687.371

Table 2. Creation process of the initial met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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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함수에서 제안한 목표점에 온전히 도달한 조합은 존재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목적함수의 방향성에는 충족하는 

변수 조합을 얻었을 수 있었다. 최적화 과정에서 온전히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공급조건을 줄이고 출력

을 증가 시키는데 충돌이 일어나 효율증가 관점에서 임

계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예측된다. 즉, 변수변동범위 안

에서는 최적화를 통해 최상의 효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이렇듯 해

에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해와 근접한 변수 조합

을 찾아야 한다.

Figure 3은 순차적 근사최적화를 통해 얻은 결과들이 

해에 얼마나 근접한지를 알려주는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

에 의하면 23, 27, 41, 45번째 최적화 과정에서 얻은 변

수조합이 다목적함수에 가장 근접한 것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Table 3을 확인해보면 이 4가지 조합에서 공급라인 

형성압력이 최적화의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스템의 한계조건에서의 정확

한 타격출력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시스템 한계조건 안에

서 가장 큰 타격출력을 갖는 변수조합을 선택하기 위하여 

4가지 변수조합에 한해서만 한계조건 안에서 재해석을 

수행하였다. 시스템 한계조건은 앞서 220bar로 언급하였

지만 비례압력제어밸브의 입력전류를 달리하면 데드헤드 

압력을 240bar까지 설정할 수 있고, 이때 공급라인의 형

성압력은 230bar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20bar로

Fig. 3. Convergency history in optimization process

한계조건을 제한했던 이유는 파워팩에 연결되어있는 다

른 유압장비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추후 

안정성 검증이 끝나면 공급라인의 형성압력이 230bar 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설정압력 230bar 조건에서 재해

석을 수행하였다.

Figure 4는 누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공급

유량 85lpm, 설정압력 230bar 조건에서 4가지 변수조합

의 타격에너지와 타격주파수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시스

템 한계공급 조건에서 타격출력을 산출해보면 23번째 최

적화 조합은 17.82kW, 27번째 최적화 조합은 17.85kW, 

41번째 최적화 조합은 17.98kW, 45번째 최적화 조합은 

17.87kW인 것을 알 수 있다. 미세한 차이지만 41번째 최

Run
Prd1
[mm]

Prd3
[mm]

Pd1
[mm]

Pd2
[mm]

Plap5
[mm]

Vd2
[mm]

Vd3
[mm]

Vlap1
[mm]

Vlap2
[mm]

Ap2
[bar]

Imact
Energy

[J]

Impact
Frequency

[bpm]

Pressure
(In port)

[bar]

Surge 
Pressure

[bar] 

1 54.78628 49 58.87629 0.8 23 0.8 0.8 5.69667 6.72 9.78152 286.559 2840 217.812 240.673

2 55.69634 49 59.15166 0.8 23.18441 0.57334 0.79977 5.41542 5.67279 14.992 275.394 2960 203.685 246.976

3 55.75527 50.46 60 0.7062 23 0.8 0.8 6.57985 6.72 6.37909 324.104 2920 250.152 354.649

⦙
23 56.5 49.01078 58.1752 0.7982 23 0.5694 0.8 5.23425 4.95087 14.99402 428.7 3080 268.344 295.169

⦙
27 56.5 49.09045 58.25795 0.8 23.95149 0.8 0.8 6.0439 5.9086 14.65985 401.975 3080 253.519 284.971

⦙
41 security 49 security security 24.78896 0.8 0.71096 security security 15 410.325 2960 250.512 259.311

⦙
47 56.09214 50.29782 59.6908 0.79262 23.67314 0.2 0.64795 5.67335 6.72 15 362.894 2960 269.624 294.277

⦙
50 55.95572 50.88264 59.82043 0.8 24.36173 0.39112 0.8 5.31333 6.72 14.96977 336.047 2880 253.952 270.559

Table 3. Process of sequential approximate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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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 조합에서 얻은 타격출력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Table 3을 통해 서지압력 수준도 41번째 최적화 

과정에서 얻은 결과가 가장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를 통해 안정성과 성능 모두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41번

째 최적화 과정에서 얻은 변수조합이 우세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해당 변수 조합을 선택하였다.

(a) Impact energy

(b) Impact frequency

Fig. 4. Comparison of Impact energy and impact frequency in 
4 variable combinations

2.2 최적화 전․후 타격성능 비교
본 연구에서 최적화를 진행할 때에는 하나의 공급유량 

조건(85lpm)에서만 진행을 하였지만 실제 드리프터는 다

양한 공급유량 조건에서 사용된다. 이는 타격압력을 제어

하게 될 때 릴리프밸브에 설정된 압력이 가변되면서 다

양한 공급유량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에 최적화 전후 

성능비교는 다양한 공급유량조건에 대하여 수행하였으

며, 40~90lpm의 공급유량 영역을 지정하여 5lpm 간격으

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유량변화에 따른 드리프터의 

순수한 압력특성을 보기 위하여 릴리프밸브 설정압력을 

간섭(형성압력이 크래킹압력에 도달)이 일어나지 않는 

영역(초고압)으로 설정하였다. 타격성능 비교의 대상은 

다목적함수로 구성하였던 4가지 요소(타격에너지, 타격

주파수, 공급라인에 형성되는 압력, 타격체적에서 발생하

는 서지압력)이다.

현재 최적화로 도출해낸 설계치수는 0.1  단위로 

결정이 되어있다. 하지만 이는 정밀 가공장비로도 가공이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가공이 가능한 치수로 설계치

를 재정립해야 한다. 현재 드리프터의 재조공정에서 사용

되는 가공장비는 0.1mm의 단위까지 가공이 가능하다. 

따라서 최적화로 도출해낸 설계치수를 이에 맞게 반올림

하여 치수를 재정립하였다. 또한 타격동작 직후 유압 드

리프터에는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때의 반발이 고

반발일수록 타격성능이 증대된다. 이와 같은 이유는 타격

직후 발생하는 반발력이 타격피스톤의 상승방향으로 작

용하고, 이는 다음타격을 준비하는 동작시간이 줄어들어 

타격주파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적화 전후 타

격성능 비교에서는 고반발에 의한 타격성능 증대효과를 

없애고 순수 유압에 의한 타격성능만을 비교하기 위하여 

반발계수를 0으로 설정하고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2.2.1 타격출력 및 타격체적 서지압력 수준 비교

Figure 5는 최적화 전후의 타격에너지를 비교한 것이

며, 저유량 조건에서는 차이가 확실하지만 대유량으로 갈

수록 그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준다. 비록 대유량 

조건에서는 차이가 줄어들지만 최대유량조건에서도 여전

히 최적화 후가 우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6

은 타격주파수의 비교이며, 전 유량조건에서 확연한 차이

를 보여주고 있다. 타격에너지와 같이 유량이 증가할수록 

차이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육안으로도 쉽게 확

인이 가능할 만큼 차이가 확실하다.

Figure 5를 확대해보면 최적화 전후 타격에너지의 격

차가 최저로 나타났을 때 그 차이가 0.3%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의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실제 이

차이는 매우 크다. 그 이유는 대유량조건에서 형성되는 

Fig. 5. Comparison of impact energy before and 
after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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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impact frequency before and 
after optimization

(a) Overall impact performance before optimization

(b) Overall impact performance after optimization

Fig. 7. Comparison of overall impact performance before and 
after optimization

공급라인 압력의 수준에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최적

화 전에는 대유량조건에서 공급라인에 형성되는 압력의 

수준이 최적화 전보다 높기 때문에 유량을 운동에 소요하

지 못한다. 이는 릴리프밸브의 크래킹압력 이상이 될 때 

더 이상의 유량증가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Figure 7을 

보면 이러한 차이를 정량화 할 수 있으며, 230bar에 도달

할 때 운동에 소요되는 유량은 최적화 전이 77lpm이고, 

최적화 후가 80lpm이다. 최적화를 통해 보다 더 많은 유

량을 운동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이때의 타격출력 역시 

14.4kW에서 17.9.kW로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8은 타격체적에서 발생하는 서지압력의 수준

에 대하여 최적화 전후를 비교한 것이다. 서지압력은 밸

브의 오버랩 설계로 인하여 타격피스톤이 운동하는 도중

에 타격체적이 순간적으로 폐구간이 되면서 발생하는 것

이다. 이에 대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여 폐구간이 되는 밸

브의 오버랩 조건에 언더랩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지압력 문제를 극복한 것을 보여준다. Figure 7과 

Figure 8을 통해서 서지압력을 seal의 권장사용압력인 

300bar미만으로 이동시켜 seal의 기대수명을 늘렸으며, 이

와 동시에 타격출력을 상승시켰으므로 안정적인 방향의 

최적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Fig. 8. Comparison of surge pressure before and 
after optimization

2.2.2 타격효율 비교

Figure 9는 벤치마킹제품(Benchmarking)과 용량개선

제품(Current), 최적화제품(Optimization)의 운동소요유

량 대비 공급라인 형성압력을 비교한 것이다. 용량개선제

품은 소화 가능한 유량을 늘리기 위해 벤치마킹제품에서 

타격피스톤의 직경을 확장한 것이며, 최적화제품은 타격

성능 개선을 위하여 용량개선제품에서 4가지 다목적함수 

를 설정하여 최적화를 수행한 것이다. Figure 10은 공급

동력 대비 타격출력을 나타낸 것이며, 공급동력은 Figure 

9를 통해 소요유량과 공급라인 형성압력을 곱하여 구할

수 있다. Figure 9로부터 한계압력 조건(230bar)에서의 

공급동력을 정량화 할 수 있으며, 벤치마킹 제품은 27.8kW, 

용량개선제품은 29.9kW, 최적화제품은 30.6kW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해 최적화 제품이 소요할 수 있는 유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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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supply line formation pressure 
characteristics

Fig. 10. Comparison of input-output power characteristic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한계압력조건에

서 한계타격출력을 Figure 10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벤

치마킹 제품은 14.5kW, 용량개선제품은 14.4kW, 최적화 

제품은 17.9kW로 나타났다. 용량개선제품(Current)는 벤

치마킹제품에 비하여 2.1kW의 공급동력을 소화할 수 있

으나, 오히려 타격출력은 0.1kW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적화제품은 벤치마킹제품에 비하여 2.8kW의 

공급동력을 더 소화할 수 있고, 타격출력은 3.4kW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급동력의 증가분에 비하여 타

격출력의 증가분이 더 큼으로 타격효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11은 타격출력 대비 타격효율을 나타낸 것이

며, 벤치마킹제품과 용량개선제품, 최적화제품 각각의 타

격출력 한계점을 표시하였다. 한계타격출력은 한계공급

조건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높아질 수는 없다. 

유압 드리프터는 타격압력을 제어하게 되면 한계타격출

력보다 낮은 타격출력을 얻을 수 있는데, Figure 11에서 

알 수 있듯이 벤치마킹제품과 용량개선제품은 낮은 타격

출력(저유량 공급 조건)에서 타격효율이 더 감소하는 반

면 최적화 제품은 타격효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타격성능 비교는 누유유량을 고려하지 않은 상

태에서 진행한 것이지만 위와 같은 결과에서 누유유량을 

반영한다면 타격효율은 훨씬 더 낮은 영역으로 갈 것이

다. 하지만 벤치마킹제품과 용량개선제품, 최적화제품 모

두 누유유량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추후 누유

유량을 반영한다 하여도 최적화 제품의 타격효율이 더 

우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Fig. 11. Comparison of impact efficiency

3. 타격성능 최적화 시제품 실험

제조업체에서 시제품 제작횟수를 줄인다는 것은 그만

큼의 개발비용 절감과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제품의 제작횟수를 

1회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타격성능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수들을 이용하여 타격성능 최적화를 수행

하였다. 타격성능 최적화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행된 것

이므로 최적화된 설계치수가 유효성을 갖는지에 대하여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제품의 검증절차는 테스트벤

치와 실차에서 진행이 되는데, 테스트벤치와 실차는 구성

부품(밸브, 펌프 등)들이 다르다. 이와 같은 이유는 드리

프터의 안정성을 보기 위함이다. 만약 구성부품 조합에 

따라 드리프터의 성능편차가 많이 나타난다면 평준화된 

타격성능을 규정하기 어려우며, 추후에 양산하여 판매할 

때 카탈로그의 타격성능을 표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시제품 제작과 테스트 벤치 및 실차에서의 

실험 목적은 최적화 설계치수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드리

프터의 성능이 다양한 작동조건에서 안정화되는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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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데 있다. 

3.1 타격성능 실험을 통한 최적화 모델 신뢰성 검토
드리프터가 거동할 때 내부에서 발생하는 틈새누유는 

해석적으로 예측이 어렵다. 하지만 시제품을 실험하면 공

급유량 대비 형성압력과 타격주파수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를 활용하면 누유량의 예측이 가능하다. 다만 어느 틈

새에서 얼마만큼 누유가 발생하는지 미시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으며, 공급유량에서 운동에 소요되지 못하는 총 

누유량은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유압드리프

터 해석모델에 2.5mm의 등가오리피스를 적용하면 시제

품과 비교하였을 때 형성압력과 타격주파수의 오차가 최

소가 된다. 이렇듯 총 누유량을 볼 수 있는 등가오리피스

를 적용한 해석모델을 통해 최적화모델의 신뢰성을 검토

하였다. 

우선적으로 시제품은 Figure 12와 같이 테스트벤치에 

올려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테스트벤치는 실차에 비하

여 작은 펌프(최대 토출유량 105lpm)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유량 조건의 테스트에 적합하다. 실험에 사용된 압력센

서는 HYDAC사의 HDA4400시리즈이며, 계측 가능한 

압력범위는 0~400bar이다. 압력센서의 장착위치는 드리

프터의 공급라인과 밸브의 스위칭포트이며, 타격주파수

가 빠른 드리프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0.2ms 간격으로 데

이터를 취득하였다. 유량센서는 HYDAC사의 EVS3100

시리즈를 사용하였으며, 계측 가능한 유량범위는 15~300 

lpm이다. 유량센서의 장착위치는 펌프의 토출구이며, 데

이터 취득 주기는 압력센서와 동일하게 0.2ms이다. 실

험은 실제 천공작업과 같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타

격압력을 가변하며 실험하였으며, 가변 단계는 총 4단계

(110bar, 130bar, 150bar, Pmax)로 설정하였다. 또한 실

제 타격대상인 암반은 강도의 불균일성으로 인해 타격성

능이 안정화되지 않으므로, 강도가 균일하고 변형이 되지 

Fig. 12. Test bench experiment

않는 철판타격실험을 수행하였다. 철판을 암반으로 생각

한다면 1회의 타격으로는 파괴되지 않는 초강암의 타격

조건과 유사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작업자 또한 

드리프터의 타격성능을 논할 때 고강도 암반의 천공작

업속도를 기준으로 논하기 때문에 철판타격조건이 적절

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Cho et al., 2016; Gorodilov, 

2000; Alphin et al., 2010).

테스트 벤치는 공급펌프의 배제용적이 작기 때문에 저

유량 조건에서의 테스트에 적합하지만 실제 드리프터가 

운용되는 조건은 테스트벤치에서 구현할 수 없는 대유량

조건이다. 즉, 대유량 조건에서의 타격성능이 검증되어야 

최적화된 설계변수들을 양산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테스트벤치 시험과 더불어 Figure 13과 같이 실차 실험

을 수행하였다. 우선 실차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는 유압

드릴에서 구현이 가능한 한계공급조건을 규정하기 위하

여 타격압력제어 릴리프밸브를 한계조건(220bar)으로 설

정하고 펌프의 압력-유량특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릴리프 

밸브에 공급되는 전류량을 높이면 220bar보다 높은 압력

의 설정이 가능하나 앞서 2.1.2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드리

프터 이외에 다른 장비들의 내구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

로 해당 영역 내에서만 타격실험을 수행하였다. 타격압

력은 총 6단계(110bar, 130bar, 150bar, 170bar, 190bar, 

Pmax)로 가변시켰다.

Fig. 13. Hydraulic drill experiment

테스트벤치와 실차에서의 실험결과와 시뮬레이션의 

실험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총 누유량이 반영된 해석모

델에서 실험조건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여 재해석을 수

행하였다. 테스트벤치, 유압드릴 실차, 시뮬레이션, 이 3

가지의 압력-유량 특성과 타격주파수를 각각 하나의 그

래프로 그려 Figure 14에 나타내었다. 또한 실험을 수행

한 각 유량조건(타격압력제어에 따른 평균 공급유량)에

서 시뮬레이션과의 상대오차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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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of drifter’s P-Q characteristic

(b) Comparison of drifter’s impact frequency

Fig. 14. Comparison of drifter’s characteristic between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일반적으로 유압장비의 동역학 해석모델에서 신뢰성을 

평가할 때 하나의 공급조건에서 10%의 상대오차 안에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최적화를 수행하여 적용한 

본 해석모델은 테스트벤치와 실차의 총 10가지 실험조건

에 대해서 실험조건의 오차가 모두 10%안에 들어오므로 

높은 신뢰성을 가진 해석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

이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부 누유량

을 산출하는 등가오리피스의 정확한 치수를 해석모델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국내에서 수행된 가장 높

은 신뢰성을 가진 드리프터 해석모델의 선행연구사례에 

비해서도 더 높은 신뢰성을 갖는다(Noh et al., 2014). 이

렇게 해석모델이 높은 신뢰성을 갖는다는 것은 다목적함

수 최적화가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험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석모델에 총 누유량이 고려된 

등가오리피스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이 해석모델을 활용

하면 실험으로 수행할 수 없었던 고압영역에서의 성능예

측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신뢰성이 확보된 해석모델을 

바탕으로 누유량이 고려된 드리프터의 종합 타격성능 그

래프를 Figure 15에 나타내었다. 

Experiment 
Equipment

Input 
Flow rate

[lpm]

Input 
Pressure 

Tolerance
[%]

Impact 
Frequency 
Tolerance

[%]

TestBench

76.5 7.97 2.89

87 4.26 7.36

99.8 5.96 1.01

102.5 7.60 0.59

Rock Drill

86.8 5.18 0

98.2 7.05 6.02

102.1 1.97 1.01

111.5 0.86 0.38

122 1.14 3.36

126.5 3.48 3.7

Table 4. Comparison of relative error between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Fig. 15. Overall impact performance of drifter 
considering leakage

3.2 한계성능 정의

드리프터와 같은 유압식 타격장치의 한게성능을 규정

하기 위해서는 초강암 타격조건이 구현되어야 한다. 즉, 

반발에 의해 타격피스톤의 복귀속도가 가장 빠른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신뢰성 평가를 위한 실험조

건은 모두 금속판을 타격하는 것이었으므로, 초강암 타격

조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유압드릴 실차 실험에서는 데드헤드 압력을 220ba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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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었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유압드릴 파워팩에 

따른 시스템 한계압력 조건이다. 하지만 본 논문의 2.1.2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타격압력 제어밸브에 인가되는 전

류량을 제어한다면 데드헤드 압력을 240bar 까지 설정 

가능하다. 최적화된 유압 드리프터는 대유량에서 운용될 

수 있게 설계되었으므로 데드헤드 압력이 240bar로 증가

하여도 실제로 공급라인에 형성되는 압력의 최고점은 이

보다 훨씬 낮은 압력(217.6bar 수준)이 된다. 다만 드리프

터를 제외한 공급라인을 공유하는 다른 유압장비들의 고

압내구성이 검증되지 않아 신뢰성 검증 실험에서는 구현

하지 못했을 뿐이다. 만약 다른 장비의 고압내구성이 검

증된다면 데드헤드 압력이 240bar인 펌프로 특성을 변경

시킬 수 있다. 이러한 펌프 특성을 적용하였을 때 유압드

릴 실차에서 구현이 가능한 잠재적인 한계성능을 파악하

기 위하여 최적화 전․후 해석모델에 변경된 펌프 특성

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에는 공급라인 형성압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펌프의 한계곡선에 의해 지배받으므로 해당 

해석에서는 의미가 없어 언급하지 않았다.

Table 5를 통해 최적화 전후 한계성능특성을 정량적으

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최적화를 통하여 타격에너지는 

19.2%증가, 타격주파수는 16.2%증가, 타격출력은 38.5%

증가, 타격체적에서 발생하는 서지압력은 63.7% 감소한 

결과를 보여준다(Noh, 2017).

Current Optimization

Impact Energy 309.9 J 369.4 J

Impact Frequency 49.3 Hz 57.3 Hz

Surge Pressure 610.8 bar 221.8 bar

Table 5. Comparison of potential limit performance before 
and after optimization

4. 결론

본 연구는 유압 드리프터 타격성능변화에 상위 민감도

를 갖는 10가지의 변수들을 사용하여 타격성능 최적화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한국형 유압드릴에 적합한 고출력 

유압 드리프터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

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타격에너지 및 타격주파수 증가, 공급라인 형성압

력 및 서지압력 감소의 목표를 만족시키는 다목적

함수 최적화를 수행하였으며, 타격물체에 반발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하에서 한계압력을 230bar로 

설정하였을 때 타격출력은 14.4kW에서 17.9kW로 

증가하였으며, 서지압력 또한 seal의 권장사용압력

인 300bar 이내로 수렴하는 결과를 얻었다.

3) 최적화된 드리프터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을 제

작하였으며, 해석모델과 테스트벤치(4가지 공급유

량조건)에서 형성압력의 최고점에 대한 평균상대오

차는 6.45%, 타격주파수는 2.96%이고, 실차(6가지 

공급유량조건)에서 형성압력의 최고점에 대한 평균

상대오차는 3.28%, 타격주파수는 2.41%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최적화에 대하여 높은 신뢰성을 확보

하였다.

4) 해석모델을 활용하여 유압드릴시스템 내에서 최

적화 전․후 드리프터의 잠재적인 한계성능을 파

악하였다. 그 결과, 최적화 후에는 타격에너지가 

19.2%증가, 타격주파수는 16.2%증가, 타격출력은 

38.5%증가, 타격체적에서 발생하는 서지압력은 

63.7%로 감소하였다.

최종적으로 최적화를 마친 드리프터는 한계공급조건

에서 132.6lpm의 대유량을 소화하며, 이때 형성되는 공

급라인의 압력은 217.6bar이다. 또한 이때의 타격출력은 

21.2kW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한국형 유압드릴 파

워팩 조건(130lpm이상의 유량에서 운용가능, 공급라인 

형성압력은 220bar미만)을 만족하는 21kW급의 고출력 

드리프터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과정을 통해 다양한 변수를 

튜닝 하였을 때의 결과들을 메타모델에 반영하여 안정성

과 출력을 동시에 증가시킨 결과를 얻었다. 만약 이러한 

해석기술과 최적화기술의 융합 없이 동일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설계변수민감도 분석과 최적화과정에서 수행한 

해석의 횟수만큼 시제품을 만들어야한다. 비록 시제품 하

나 없이 컴퓨터시뮬레이션 안에서 모든 설계를 마치는 

제로 목업 디자인(Zero Mock-up Desgin)까지는 아니지

만 단 1대의 시제품 제작만으로 위와 같은 결과를 얻어냈

으므로 본 연구는 충분한 기술적 가치를 가진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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