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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조이스틱과 파일럿 압력 전환밸브에 의한 

굴삭기의 작동도

1. 서론

유압구동식 굴삭기의 조작을 위해 기계식 레버

장치가 전통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여러 개의 레버 

및 발판의 복잡한 인터페이스로 인해 작업자의 

불편함이 크고 쉽게 피곤함을 느껴 최근에는 대부

분 유압식 조이스틱 타입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캐터필러에서 개발한 2개의 조이스틱 중 우측 조이

스틱에서 상하방향은 붐(Boom)의 상승하강, 좌우

방향은 버켓(Bucket)의 방향조절을 수행하고, 좌측 

조이스틱에서 상하방향은 암(Arm)의 상승하강, 그
리고 좌우방향은 선회(Swing)동작을 수행한다. 최
근에 나온 미니굴삭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작업기

는 유압식 조이스틱 타입을 적용하여 조작조건을 

많이 향상시키고 있지만, 역시 조이스틱의 움직임

이 각 실린더의 운동과 매칭되어 사용자의 직관이

라고 하기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제어가 이루어지는 메카니즘을 살펴보면 운전

자가 조이스틱을 통해 조작을 수행하면 메인 컨트

롤 밸브에 공급된 파일럿 유압이 파일럿 방향 전환

밸브에서 감압되어 다시 메인 컨트롤 밸브를 통해 

제어하고자 하는 실린더로 전달되어 굴삭기의 작

업을 수행하게 된다. 제어부에서는 엔진 ECU의 

RPM과 작업자의 조이스틱 조작량에 비례하여 레

귤레이터를 거쳐 적정 파일럿 압력을 공급한다.
굴삭기용 조이스틱과 파일럿 압력 전환밸브(유

압식 조이스틱 밸브)는 국내 중공업이 육성되던 

초기에 일본의 가와사키(KAWASAKI) 제품을 카

피 개발하면서 국산화를 시도하였다. 당시 동명중

공업(현 두산모트롤)에서 시작하여 실패하였지만 

제일유압에서 2년여에 걸쳐 개발에 성공하여 오늘

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개발된 제품의 수준이 가와

사키 제품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품질

적인 수준이 아직까지 굴삭기 운전자들에 의해 

작업 전환시 유압충격이 심하다는 평가로 나타나

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와사키 제품이 제일유압 

제품에 비해 단가가 2배 이상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것도 품질적인 차이를 대변한다. 그나마 이러

한 품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산화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제일유압이 매출 16조의 메이저 업체

인 이튼(Eaton)사에 매각됨으로 인해 그러한 기대

마저 무너지고 당장 두산인프라코어나 현대중공

업에서 제품 공급마저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되었

다. 따라서 유압식 조이스틱 밸브에 대한 국내 중소

부품 공급업체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볼보건

설기계에서도 이제까지 일본의 카와사키

(KAWASAKI) 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았으나 제

조단가를 낮추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최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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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조이스틱 조작에 의한 파일럿 압력 

전환밸브의 작동도

Fig.3. 싸이클로이드 프로파일을 갖는 조이스틱 
레버 캠의 구름접촉

업체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2. 조이스틱 파일럿 압력전환밸브의 작동 원리

유압식 컨트롤 밸브의 제어방식에는 레버를 손

으로 작동하여 레버에 연결된 스풀을 직접 작동시

키는 수동 조작방식과 파일럿 유압을 조이스틱에 

의해 전환시켜주는 파일럿 방식 그리고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 솔레노이드를 제어하는 전자제어 방

식 등이 있다. 레버에 의한 수동조작 방식은 크레인

이나 유압식 사다리 등에 사용되며, 험난한 작업환

경이 요구되는 굴삭기의 특성상 전자제어 방식은 

내구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대부분 조이스틱에 의한 파일럿 압력 전환밸브 

타입이 굴삭기에 사용되고 있다. 
굴삭기의 실린더를 작동하기 위한 조이스틱과 

파일럿 압력 전환밸브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작을 위한 조이스틱 레버에 캠 형상이 부착

되어 있고, 이 캠 형상은 밸브 몸체 내부에 고정 

설치된 고정부를 관통하여 스프링과 밴런스 스프

링으로 지지된 푸시로드 상단과 맞닿아 있다. 조이

스틱 레버를 좌우로 작동시키면 캠플레이터가 좌

우측으로 기울어지면서 푸시로드를 눌러서 아래

쪽으로 이동시킨다. 이 때 푸시로드는 하강하면서 

푸시로드를 받치고 있는 상부 스프링을 통하여 

아래쪽 밴런스 스프링에 의해 탄력적으로 지지되

어 있는 스풀을 눌러 이동시킨다. 밸브 몸체 내부에

서 슬라이드 이동된 스풀은 포트를 선택적으로 

개폐하여 파일럿 유압의 흐름을 제어한다. 

3. 싸이클로이드 레버 캠

기존 조이스틱에서는 레버의 캠이 테이퍼진 형

상으로 스트로크에 따라 사이드 포스(side force)를 

이용하여 푸시로드를 누르는 형상이다. 무수히 많

은 반복 작업을 진행할 경우 푸시로드 틈새가 벌어

져서 파일럿 압력이 누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

에 없다. 또한 전달된 측력 때문에 스풀이 밸브 

바디에 끼이는 사태까지 일으킨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이스틱의 레버 

캠이 푸시로드에 항상 접촉되어 구름 베어링 역할

을 수행하는 사이클로이드 형상으로 설계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사이클로이드 캠 형

상은 미끄럼이 일정하고 마찰과 충격이 적어서 

반복적인 작업에서 충격 진동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감응 속도가 빨라서 운전자에게 부드러운 조작감

을 줄 수 있다. 

4. 결론

일본 가와사키 제품이 국산화된 제품보다 품질

적인 우위를 나타내는 특징은 굴삭기 운전자들을 

통해 필드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첫째, 조이스틱 

조작에 따라 작업 모드 전환시 유압충격이 거의 

없다. 외부의 작업 온도 환경에 따라 유압충격이 

수시로 변화하는 제일유압의 제품에 비해 사계절 

동안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잘 유지되어 굴삭기 

운전자들에게 부드러운 조작감을 제공한다. 둘째, 
과도한 작업환경에서 종종 발생하는 누유 문제가 

가와사키 제품에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셋째, 
가와사키 제품은 유동이 최적화된 파일럿 압력 

전환 밸브의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서 부드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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