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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ycle time and power saving effect of a hydraulic hybrid injection molding machine using a servo 

motor are considered in this paper. In order to verify control characteristics, such as pressure and speed, 

experiments were performed with the hydraulic hybrid injection molding machine, clamping force of 110 ton. The 

power consumption and production cycle time of a conventional hydraulic injection molding machine were 

measured to compare its performances with the hydraulic hybrid injection molding machine. An injection molding 

machine with a clamping force of 1300 ton was used as the conventional machine, the hybrid machine was 

implemented by replacing its induction motors with servo motors. In the remodeled hybrid machine,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how the displacement of the mold clamping pump affects the power consumption 

and production cycle tim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duction cycle time of the hybrid injection molding is 

similar to a conventional hydraulic injection molding machine but with a significant energy saving of about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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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출성형기는 플라스틱 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이것을 용해시켜(가소화), 적당한 유동상

태로 만든 것을 높은 압력(사출압력)으로 폐쇄된 

금형 내에 고속으로 유입시킨 후, 충분하게 고화

시켜서 원하는 성형품을 만드는 기계이다. 일반

적인 사출성형기의 1 사이클 동작은 형체실린더

에 의해 금형을 닫고 고압으로 금형을 밀착시키

는 형폐(close), 사출실린더로 스크류를 전진시켜 

용융재료를 금형 내에 주입하는 사출(inject), 사

출이 완료된 후에 압력을 가하면서 일정시간 유

지하는 보압(hold), 유압모터로 스크류를 회전시

켜 재료를 용융시키고 계량하는 계량(charge), 금

형내의 재료를 냉각시켜 고형화하는 냉각(cooling), 

형체실린더에 의해 금형을 개방하는 형개(open), 

취출실린더에 의해 제품을 취출시키는 취출

(eject)의 순서로 진행된다.1)

사출성형기는 구동 방식에 따라 유압식, 전동

식, 유압 하이브리드식으로 구분된다. 유압식은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써 전동기로 유압펌프를 

회전시켜 발생한 유압에너지로 액추에이터를 구

동하여 출력을 부하에 전달하는 것으로, 유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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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유압펌프는 항상 일정

량의 유량을 토출하게 되며, 액추에이터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압에너지는 모두 릴리프 

밸브를 통해 유압탱크로 돌아가므로 에너지 손

실이 매우 크고 유온이 상승하여 냉각 장치의 용

량이 커지게 된다.2)

전동식은 서보모터와 볼스크류로 각각의 액추

에이터를 구동하는 방식으로써 서보모터의 높은 

제어성과 응답성으로 정확한 반복 작동에 의해 

안정된 정밀 성형을 실현하고, 작동유 누설 등의 

오염원이 없으므로 청결하고, 작동 소음이 낮고, 

필요한 공정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시켜 소

비전력이 유압식에 비해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

으나 구동시스템이 대형화 될 경우에는 서보모

터의 용량이 상승하므로 투자비용이 매우 높아

지고 각각의 서보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장

치의 구성도 복잡하게 된다.2)

유압 하이브리드식은 하이브리드라는 용어 외

에도 절전형, 회전수제어, ES(Energy Saving) 사

출성형기로 통용되고 있다. 유압펌프를 이용하여 

액추에이터를 구동하는 방식은 유압식과 동일하

나 서보모터로 유압펌프를 구동시켜 서보모터의 

회전속도 변화에 의해 압력과 유량을 제어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인 것으로, 유압식과 전동식의 

장점인 고출력, 고응답, 고효율, 저소음 특성을 

모두 가지면서 비용은 유압식과 전동식의 중간 

정도이다.3) 

기존 유압시스템의 문제점인 낮은 에너지 효

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유압펌프를 

구동하는 유도전동기의 회전속도를 인버터

(inverter)에 의해 제어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

며,4-5) 최근에는 서보모터의 회전속도를 제어하여 

유압펌프를 구동하는 EHA(Electro Hydrostatic 

Actuator)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6-9) 

EHA는 일체의 배관과 제어용 밸브를 사용하

지 않고 액추에이터, 양방향형 유압펌프, 서보모

터를 집적화한 것으로, 서보모터의 회전방향을 

제어함으로써 유압실린더의 작동방향을 제어하

고, 서보모터의 회전속도를 제어함으로써 유압실

린더의 속도를 제어하며, 서보모터에 인가되는 

토크를 제어하여 유압실린더의 압력을 제어한다. 

항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된 EHA는 항공

기 및 유도무기에 주로 적용이 되었으나 서보모

터 및 양방향형 기어펌프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철도차량, 특장차량, 선박의 액추에이터 

등의 일반 산업분야에 적용이 가속화되었다.10) 

산업기계 분야에서 사출성형기의 경우에는 각 

액추에이터에 EHA를 적용하여 형체력(clamping 

force)이 3000 ton인 사출성형기를 개발한 사례가 

있지만,2) 전동식 사출성형기와 같이 투자비용이 

높고 각각의 서보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장

치의 구성이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유압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서보모터의 회전속

도를 제어하여 유압펌프를 구동한다는 점에서 

EHA와 유사하지만, 단방향형 유압펌프를 사용하

여 액추에이터의 방향은 방향제어밸브로 제어하

고, 여러 개의 액추에이터를 하나의 유압원으로 

제어하게 되므로, 기존의 일반 유압시스템에 적

용하는 경우에는 EHA를 적용하는 것에 비해 쉽

게 서보모터로 유압펌프를 구동하는 장점을 얻

을 수 있다. 따라서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외에도 

고무 사출성형기 및 유압 프레스 등에 널리 적용

되고 있다. 또한 노후된 유압식 사출성형기 및 

일반 유압장치를 유압 하이브리드식으로 개조하

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유압장치 개조사업이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유압 하이브리드 시스

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압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전에 유압식을 개조하

여 하나의 서보모터와 펌프로 구성된 형체력 

110 ton인 유압 하이브리드식 사출성형기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고, 산업현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조건에서 유압식과 유압 하이브리드식의 공정시

간(cycle time)과 소비전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형체력 1300 ton인 유압식 사출성형기를 유압 하

이브리드식으로 개조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또한 

금형이 닫힌 후에 높은 압력으로 증압하여 금형

을 밀착(mold clamping)시켜 형체력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증압용 펌프의 용적량 변화가 공정

시간과 소비전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

험하여, 유압식을 유압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개조함에 있어서 공정시간의 변화와 절전효과

(power saving effect)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유압 하이 리드 시스템

Fig. 1과 같이 유압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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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에서 출력되는 압력과 회전속도의 2채널 아

날로그 지령신호에 대해서 압력과 토출유량을 

서보모터에 의한 펌프의 회전속도로 제어하며, 

속도제어는 서보모터의 엔코더, 압력제어는 유압

회로의 압력센서를 통해 검출하여 각각 피드백 

제어를 한다. 속도제어를 하는 경우에 압력은 속

도제어에 따르는 부하 압력으로 주어지면서 속

도에 대한 지령신호를 추종하여 서보모터가 회

전하게 되고, 압력제어를 하는 경우는 서보모터

의 회전속도가 압력제어에 필요한 펌프의 회전

속도로 제어되면서 부하압력이 지령신호와 같아

지도록 한다.

Fig. 2와 같이 유도전동기를 사용하는 일반 유

압시스템에서는 유량, 압력, 방향 제어밸브를 사

용하여 액추에이터의 속도, 추력, 방향을 제어하

Fig. 1 Schematic diagram of hydraulic hybrid 

system11)

(a) Constant displacement pump system

(b) Variable displacement pump system

Fig. 2 Conventional hydraulic system11)

며 사이클 대기 중에도 모터의 회전에 의해 고압

의 압유를 탱크로 귀환시켜 에너지 손실과 유온 

상승이 발생한다. 유도전동기 자체의 소음이 크

기 때문에 소음이 최고 85dB 수준이며 높은 제

어성능을 얻기 위해 서보밸브를 사용하지만 소

음, 효율, 유온 상승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는 단점이 있다.11)

Fig. 3과 같이 서보모터를 이용하는 유압 하이

브리드 시스템은 서보모터에 의해 액추에이터의 

속도와 추력을 제어하기 때문에 방향을 제어하

기 위한 밸브만 필요하게 된다. 사이클 대기 중

에는 지령신호를 0으로 하여 모터가 약 20 rpm 

이하의 속도로 회전하므로 에너지 손실이 적고, 

불필요한 유온 상승을 줄일 수 있다. 부하 동작 

중에도 소음이 최고 79 dB 이하로 작업 환경이 

개선되고, 서보모터의 높은 제어성능이 그대로 

유압회로에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일반 유

압식 시스템과 비교하여 성형 조건에 따라 유압 

하이브리드식은 절전율을 최대 80%까지 실현 가

능하다고 알려져 있다.11-12)

Fig. 3 Servomotor and constant displacement 

pump system11)

 

3. 속도, 압력 제어 실험

3.1 실험장치 구성

유압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속도, 압력 제어 실

험장치의 구성을 Fig. 4에 나타내었다. 실험장치

의 주요 파라미터는 Table 1에 표기되어 있다. 서

보모터에 체결된 유압펌프의 흡입구와 토출구를 

각각 형체력 110 ton인 사출성형기의 유압탱크와 

중앙블록에 연결하였다. 서보모터를 구동하는 서

보드라이버의 아날로그 입력 단자에는 사출성형

기의 컨트롤러에서 출력되는 압력과 속도의 두 

가지 지령신호(0~10 VDC), 사출성형기의 중앙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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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에 설치되어 펌프의 토출압력을 검출하는 압

력센서의 출력, 모터의 회전속도를 검출하는 센

서(resolver)의 출력이 인가되도록 하여 Fig. 1의 

구성을 실현하였다. 

실험데이터는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압력

과 속도의 지령신호, 토출압력, 서보모터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였다. 컨트롤러에서 출력되는 지령

Table 1 Parameters of hydraulic hybrid injection 

molding machine 

Mold clamping force 110 ton

Displacement of single vane pump 70.3 cc/rev

 Max. rotational speed 

of servo motor at 10V input
1800 rev/min

Max. reverse rotational speed 

of servo motor
360 rev/min

Max. injection pressure at 10V input 140 bar

Min. injection pressure at 0V input 2 bar

 

(a) Servo drive and measuring device

(b) Servo motor and hydraulic parts

Fig. 4 Test equipment of hydraulic hybrid system 

for injection molding machine

신호는 압력을 100 bar, 속도를 최고속도의 50 %

로 설정하였다. 속도제어 실험은 사출실린더로 

스크류를 전진시키는 사출 동작에 대해서 수행

되었다. 압력제어실험은 사출 동작이 완료된 후

에 압력을 유지하는 보압 동작에서, 압력의 지령

신호가 계단입력으로 주어지는 조건과 순차적으

로 상승하는 조건에 대해서 수행되었다. 사출성

형기의 사출과 보압 동작은 사출실린더를 제어

하는 방향제어밸브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실험에

서는 이 밸브가 개방된 후에 지령신호가 인가되

도록 하여 속도 및 압력 응답을 측정하였다. 압

력의 지령신호와 비교하여 펌프의 토출압력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서보모터는 순간적으로 역회

전을 하여 압력을 낮추게 되는데, 이 때의 속도

는 최고 속도의 20%로 제한하였다.  

3.2 실험  결과

Fig. 5는 유압 하이브리드식으로 개조하기 전

의 유압식 사출성형기에서 유압 동력부와 사출 

및 계랑부의 유압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유량과 

압력의 지령신호에 의해 사판의 각도와 릴리프

밸브의 파일럿 압력을 조절하여 유량과 압력을 

제어하는 가변용량형 피스톤펌프와 유도전동기

를 Fig. 3과 같이 서보모터와 고정용량형 베인펌

프로 변경하여 유압 하이브리드식 사출성형기를 

구현하였다. 유압식 사출성형기는 적은 유량이 

필요한 경우에 Fig. 5와 같이 가변용량형 펌프를 

이용하여 구성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유량을 필요로 하므로 여러 개의 고정용량형 펌

프로 유량을 합류시키고 카트리지밸브와 비례 

압력 및 유량 제어밸브로 압력과 유량을 제어한

다. 유압 하이브리드식 사출성형기의 유압회로는 

유압식의 회로에서 비례 압력 및 유량 제어밸브

를 제거한 회로가 되며, 유압실린더의 전진과 후

진은 방향제어밸브로 제어된다. Fig. 5에서 Sol. 1

의 a가 on이 되면 사출실린더에 의해 스크류가 

전진하여 사출과 압력을 유지시키는 보압이 이

루어지고, Sol. 1의 b가 on이 되면 유압모터를 회

전시켜 계량이 이루어진다. Sol. 2는 계량이 완료

된 후에 스크류를 지정된 거리만큼 후진시켜 수

지가 노즐로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흘림방

지(suck back) 동작을 위한 밸브이다. 유압 하이

브리드 시스템의 속도제어 실험은 스크류를 후

진시킨 상태에서 Sol. 1의 a를 on 시켜 사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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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행되고, 압력제어 실험은 스크류가 완전

히 전진한 상태에서 Sol. 1의 a를 on 시켜 보압 

동작에서 수행되었다. 

스크류가 후진된 상태에서 사출을 시작하면 

Sol. 1의 a를 on 시키는 신호와 동시에 서보모터

를 구동하기 위한 압력과 속도의 지령신호가 인

가되는데, 이 때 유격작용(oil hammer)에 의한 충

격과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충격

은 Sol. 1의 절환시간(transfer time)과 비교하여 

서보드라이버에 지령신호가 인가되면 서보모터

가 회전하여 Sol. 1의 입구측에 유량을 공급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출성형기의 컨트

롤러에서 Sol. 1에 절환신호가 인가되면, 100 

msec 후에 서보드라이버에 지령신호가 인가되도

록 지연시간을 설정하였다. 유압식 사출성형기의 

각 동작에서는 솔레노이드 구동형 방향제어밸브

에 절환신호가 인가되면, 설정된 지연시간 후에 

비례 압력 및 유량 제어밸브에 지령신호가 인가

된다. 실험에서는 서보드라이버로 인가되는 압력

과 속도에 대한 지령신호의 지연시간을 개조하

기 전의 유압식 사출성형기와 동일하게 설정하

였다. 유압식과 유압 하이브리드식 사출성형기에

Fig. 5 Conventional hydraulic circuit of injection 

molding machine used in experiment11)

서 방향제어밸브의 절환신호가 인가된 후에, 압

력과 유량의 지령신호가 인가되므로 이 지령신

호에 대한 응답성능이 공정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실험에서 확인한 유격작용을 통해 

서보모터에 의한 유량응답이 방향제어밸브의 절

환시간에 비하여 빠르고, 제품 생산의 1 사이클

에서 유압식의 비례제어밸브와 비교하여 유량응

답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이 작으므로, 유압식을 

유압 하이브리드식 사출성형기로 대체하여도 공

정시간의 변화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Fig. 6은 사출실린더로 스크류를 전진시키는 

속도제어의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압력과 

속도의 지령신호가 인가되면 서보모터가 회전하

며 사출실린더가 전진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압

력은 지령신호와 무관하며 속도제어에 필요한 

부하 압력으로 주어진다. 서보드라이버에 지령신

호가 인가되고 서보모터의 회전속도가 지령신호

의 100 %에 도달하는 상승시간(rising time)은 80 

msec로 나타난다. 

Fig. 6 Speed control operation in speed and 

pressure target signals

Fig. 7은 사출실린더 전진이 완료된 후에 압력

을 유지하는 보압 동작에서 압력제어의 실험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유압회로의 압력이 상승하

게 되면 서보모터는 감속하여 압력제어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서보모터는 압력유지에 필요

한 회전속도로 저속 운전을 하게 된다. 압력과 

속도의 지령신호가 모두 0이 되면 모터는 압력

을 낮추기 위해 순간적으로 역회전을 한다. 속도

응답 그래프에서 모터가 역회전할 때 부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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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은 엔코더의 출력을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서보드라이버 기능상의 문제로 확인되었다. 실험

결과에서 압력응답이 지령신호인 100 bar에 도달

하는 상승시간은 155 msec, 모터가 역회전하여 

시스템의 최저 설정압력인 2 bar에 도달하는 하

강시간은 150 msec인 것을 보여준다. 

Fig. 8은 압력의 지령신호가 50 bar, 100 bar, 

140 bar의 3단으로 인가되는 보압 동작에서 압력

제어의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서보모터는 

저속 운전을 하며 압력을 유지하는 중에 압력에 

대한 지령신호가 변경되면 고속으로 회전하여 

압력의 지령신호를 추종하는 것을 보여준다. 압

력의 상승시간은 50 bar에서 150 msec, 100 bar에

서 165 msec, 140 bar에서 175 msec이며, 압력의 

Fig. 7 Pressure control operation in speed and 

pressure target signals

Fig. 8 Pressure control operation in speed and 

multi-stage pressure target signals

하강시간은 160 msec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속도제어 응답, 압력제어 응답, 다단 압력제어 

응답 실험을 통해서 유압식을 유압 하이브리드

식 사출성형기로 대체하여도 공정시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유압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압력제어 운전을 하는 동안 압력유지에 필요한 

최소의 속도로 회전한다는 점이 일반 유압식에 

비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

인하였다. 

4. 공정시간, 소비 력 측정 실험

4.1 유압식 사출성형기 측정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조건에서 유압식과 

유압 하이브리드식 사출성형기의 에너지 소비를 

비교하기 위해 선정한 유압식 사출성형기의 주

요 파라미터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제품을 성

형하면서 금형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체력을 발생시키는 형체장치는 직압식, 토글

식, 복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본 실험에서는 유

압실린더를 이용한 직압식 형체장치가 적용된 

형체력 1300 ton의 사출성형기가 사용되었다. 실

험에 사용된 유압식 사출성형기의 모터와 펌프

의 구성은 Fig. 9에서 보여준다. 유도전동기에 의

해 구동되는 3개의 2연 베인펌프(double vane 

pump)는 각각 대용량펌프 187 LPM, 소용량펌프 

78 LPM의 유량이 토출된다. 펌프 1, 2의 유량과 

펌프 3의 대용량펌프 유량은 합류되어 최대 140 

bar의 압력으로 사출성형기의 전체 공정 중에서 

형개폐, 사출, 보압, 계량, 취출 공정에 사용된다. 

Table 2 System parameters of hydraulic injection 

molding machine 

Mold clamping force 1300 ton

Max. injection pressure 140 bar

Max. mold clamping pressure 210 bar

Power source
3 Phase 380 VAC 

60 Hz

Flow rate 
of double vane Pump 1

187 l/min
78 l/min

Flow rate 
of double vane Pump 2

187 l/min
78 l/min

Flow rate 
of double vane Pump 3

187 l/min
78 l/min

Total Flow rate 795 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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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umps and motors of hydraulic injection 

molding machine

펌프 3의 소용량펌프 유량 78 LPM은 형개폐, 취

출 공정에서 제어 유량과 합류되고, 금형이 닫힌 

후에 최대 210 bar의 압력으로 증압하여 금형을 

밀착시켜 형체력을 형성하는데 사용된다. 

펌프 1, 2, 3을 구동하는 유도전동기의 소비전

력 측정 과정을 Fig. 10에서 보여준다. 사출성형

기에서 가열실린더를 가열하여 성형 재료를 유

동 상태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가열기(heater)의 

영향을 무시하고 순수한 유압 동력부의 소비전

력을 측정하기 위해 전력분석기(digital power meter)

의 3상 전압 측정 프로브를 전기 제어반 내의 메

인 차단기에 연결하고, 전류 측정 프로브를 Y-  

결선으로 기동되는 유도전동기의 메인 전자접촉

기(magnetic contactor) 1차측에 연결하였다. 

사출 성형 제품을 생산하면서 1시간 동안 메인 

전압과 전동기의 전류값을 전력분석기로 측정하

여 적산하고, 이 과정을 각 전동기 별로 반복하

여 나타낸 소비전력량 데이터와 사출성형기의 

생산속도 비교를 위해 측정한 공정시간은 Table 

3에 표기되어 있다. 

Table 3 Test results of hydraulic injection molding 

machine

Cycle time 49.5 sec

Power consumption 

of Induction Motor 1
22.413 kWh

Power consumption 

of Induction Motor 2
15.174 kWh

Power consumption 

of Induction Motor 3
22.380 kWh

Total power consumption 59.967 kWh

Fig. 10 Measuring power consumption of induction 

motor

4.2 유압 하이 리드식 사출성형기 측정 1

4.1절에서 유압식 사출성형기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여 얻은 소비전력, 공정시간 측정 데이터

와 비교하기 위해 형체력 1300 ton인 유압식 사

출성형기의 유압 동력부를 개조하여 유압 하이

브리드식 사출성형기로 변경한 주요 파라미터는 

Table 4에 표기되어 있다. 

Table 4 System parameters of hydraulic hybrid  

injection molding machine 

Mold clamping force 1300 ton

Max. injection pressure 140 bar

Max. mold clamping 
pressure

210 bar

Power source
3 Phase 

380 VAC 60 Hz

 Max. rotational speed 
of Servo motor 1, 2, 3

1800 rev/min

Induction motor
for mold clamping precess

18.5 kW 6 Pole
380VAC 60 Hz

Displacement 
of double vane Pump 1

95.0 cc/rev (171 l/min)
52.5 cc/rev (94.5 l/min)

Displacement 
of double vane Pump 2

95.0 cc/rev (171 l/min)
52.5 cc/rev (94.5 l/min)

Displacement 
of single vane Pump 3

118.0 cc/rev
(212.4 l/min)

Displacement 
of single vane Pump 4

for mold clamping process

52.5 cc/rev
(63 l/min)

Total Flow rate 806.4 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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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에서 나타낸 개조전의 구성을 변경한 유

압 하이브리드식 사출성형기의 모터와 펌프 구

성은 Fig. 11에서 보여준다. 펌프 1, 2, 3과 유도

전동기 1, 2, 3을 제거하고, 서보모터 1, 2에는 2

연 베인펌프 1, 2를 연결하였다. 변경된 펌프 1, 

2의 개별 토출유량은 대용량펌프 171 LPM과 소

용량펌프 94.5 LPM을 합류시켜 265.5 LPM이 되

도록 서보모터의 최대 회전속도를 1800 rpm으로 

설정하여 개조전의 펌프 1, 2의 개별 토출유량 

265 LPM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하였다. 기존의 펌

프 3에서 대용량펌프에 해당되는 유량은 서보모

터 3에 연결된 1연 베인펌프 3으로 대체하고, 소

용량펌프에 해당되는 유량은 최대 210 bar의 높

은 압력으로 증압하여 형체력을 형성하는데 사

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유도전동기에 의해 구동

되는 1연 베인펌프 4로 대체하였다. 기존의 펌프 

3의 토출유량은 대용량펌프 187 LPM과 증압용 

소용량펌프 78 LPM을 더하여 265 LPM이고, 변

경된 펌프 3의 212.4 LPM과 증압용 펌프 4의 63 

LPM을 더하면 275.4 LPM이 되는데, 기존보다 

10.4 LPM 증가된 유량으로 사출 및 계량 공정의 

속도가 개선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60 Hz 전원 

주파수에 의해 증압용 펌프 4를 구동하는 6극

(pole) 유도전동기의 회전속도는 슬립(slip)을 무

시하고 1200 rpm으로 가정하였다. 개조전의 유압

식 사출성형기와 비교하면 모든 펌프의 유량을 

더한 전체 토출유량은 11.4 LPM이 증가되었는

데, 증가된 유량에 의해 시간당 제품의 생산 주

기가 짧아지므로 공정시간은 개선되지만 소비전

력은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 

펌프 1, 2, 3을 구동하는 서보모터의 소비전력 

측정 과정을 Fig. 12에서 보여준다. 기존의 유도

전동기를 제거하고 서보모터를 사용하므로 서보

드라이버 및 제동저항(braking resistor), 제동유닛

Fig. 11 Pumps and motors of hydraulic hybrid 

injection molding machine 

(brake unit), 노이즈필터(noise filter)를 별도의 제

어반을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서보모터의 소비전력을 측정하기 위해 전력분

석기의 3상 전압 측정 프로브를 사출성형기 전기 

제어반 내의 메인 차단기에 연결하고, 서보드라

이버 3대의 입력 전류를 합산하여 측정하기 위해 

전류 측정 프로브를 서보드라이버의 입력측에 연

결하였다. 4.1절의 실험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

며 1시간 동안 서보모터의 소비전력을 측정한 후

에, 전류 측정 프로브를 증압용 펌프 4를 구동하

는 유도전동기의 메인 차단기에 연결하고, 동일

한 조건에서 1시간 동안 유도전동기의 소비전력

을 측정하여 나타낸 서보모터와 유도전동기의 소

비전력량과 공정시간은 Table 5에 표기되어 있다. 

Table 5 Test results of hydraulic hybrid injection 

molding machine

Cycle time 49.1 sec

Power consumption 

of Servo Motor 1, 2, 3
25.158 kWh

Power consumption 

of Induction Motor
12.916 kWh

Total power consumption 38.074 kWh

(a) Measuring voltage

(b) Measuring current

Fig. 12 Measuring power consumption of servo 

mo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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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압 하이 리드식 사출성형기 측정 2

4.2절에서 수행한 실험에서 유도전동기로 구동

되는 증압용 펌프 4의 용적량이 공정시간과 소

비전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경된 유압 하이브리드식 사출성형기에서 증압

용 펌프를 교체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펌프 용

적량 52.5 cc/rev으로 1200 rev/min의 속도로 회전

하여 63 LPM의 유량이 토출되는 펌프를 용적량 

43.3 cc/rev으로 52 LPM의 유량이 토출되는 펌프

로 교체하였다. 4.2절의 실험과 동일하게 서보모

터의 소비전력과 증압용 펌프 4를 구동하는 유

도전동기의 소비전력을 각각 1시간 동안 측정하

여 얻은 소비전력량과 공정시간은 Table 6에 표

기되어 있다. 

Table 6 Test results using changed Pump 4 of 

hybrid type injection molding machine

Cycle time 50.4 sec

Power consumption 

of Servo Motor 1, 2, 3
24.405 kWh

Power consumption 

of Induction Motor
11.508 kWh

Total power consumption 35.913 kWh

4.4 실험결과 분석

4.1절, 4.2절, 4.3절에서 수행한 유압식, 용적량 

52.5 cc/rev 증압용 펌프를 사용한 유압 하이브리

드식, 용적량 43.3 cc/rev 증압용 펌프를 사용한 

유압 하이브리드식 사출성형기의 분석 및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Table 7, 8, 9, 10, 11에 나타내

었다.  

Table 7, 8에 나타낸 것처럼 52.5 cc/rev 증압용 

펌프를 사용한 유압 하이브리드식 사출성형기는 

유압식에 비해 증압용 펌프의 토출유량은 15 

LPM이 적지만 전체 토출유량은 11.4 LPM 많다. 

실험을 통해 공정시간은 49.1 sec로 0.4 sec 개선

되고 소비전력은 36.51 % 절감되어 유압식에 비

해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Table 9, 10, 1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압용 펌프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유압 하

이브리드식 사출성형기의 용적량 52.5 cc/rev인 

증압용 펌프를 용적량 43.3 cc/rev의 펌프로 교체

한 실험에서 증압용 펌프의 토출유량은 유압식

에 비해 26 LPM 적지만 전체 토출유량은 0.4 

LPM 많다. 실험을 통해 공정시간은 50.4 sec로 

0.9 sec 지연되었지만 소비전력은 40.11 % 개선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유량은 유압식의 

795 LPM에 비해 795.4 LPM으로 거의 동일하지

만 공정시간이 0.9 sec 지연된 이유는 유압식 사

출성형기를 유압 하이브리드식으로 변경하면서 

2연 베인펌프 3의 증압용 유량을 적게 할당하여 

사출성형기의 각 공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전체 토출유량이 적고, 제품 생산 주

기가 길어진 영향으로, 용적량 52.5 cc/rev 증압용 

펌프를 적용한 경우보다 전력 절감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7 Comparison of total flow rate

Hydraulic machine 795.0 l/min

Hydraulic hybrid machine

using 52.5 cc/rev Pump 4
806.4 l/min

Hydraulic hybrid machine

using 43.3 cc/rev Pump 4
795.4 l/min

Table 8 Comparison of Flow rate for mold 

clamping process

Hydraulic machine 78 l/min

Hydraulic hybrid machine

using 52.5 cc/rev Pump 4
63 l/min

Hydraulic hybrid machine

using 43.3 cc/rev Pump 4
52 l/min

Table 9 Comparison of cycle time

Hydraulic machine 49.5 sec

Hydraulic hybrid machine

using 52.5 cc/rev Pump 4
49.1 sec

Hydraulic hybrid machine

using 43.3 cc/rev Pump 4
50.4 sec

Table 10 Comparison of power consumption

Hydraulic machine 59.967 kWh

Hydraulic hybrid machine

using 52.5 cc/rev Pump 4
38.074 kWh

Hydraulic hybrid machine

using 43.3 cc/rev Pump 4
35.913 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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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mparison of Power saving effect

Hydraulic hybrid machine

using 52.5 cc/rev Pump 4
36.51 %

Hydraulic hybrid machine

using 43.3 cc/rev Pump 4
40.11 %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서보모터를 이용한 유압 하이

브리드식 사출성형기의 공정시간 및 절전효과를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전에 유압식을 개조한 

형체력 110 ton인 유압 하이브리드식 사출성형기

를 대상으로 속도제어, 압력의 상승과 하강 제어 

실험을 통해 유압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제어성

능을 평가하고, 유압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압력

제어 운전을 하는 동안 압력유지에 필요한 최소

의 속도로 회전한다는 점이 소비전력을 절감시

키는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출성형 제품을 생산하는 조건에서 유압식과 

유압 하이브리드식의 공정시간과 소비전력을 비

교, 분석하기 위해 형체력 1300 ton인 유압식 사

출성형기의 공정시간 및 소비전력량을 측정한 

후에, 유도전동기와 펌프를 서보모터 및 이에 대

응하는 펌프로 교체하고 서보드라이버 제어반을 

구성하여 유압식을 유압 하이브리드식 사출성형

기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시스템에서 공정시간의 

개선과 전력 절감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증압용 

펌프의 교체 실험을 통해 유압 하이브리드식 사

출성형기에서 유도전동기로 구동되는 증압용 펌

프의 용적량 변화가 공정시간 및 절전효과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공급하는 여러 기

업의 자료에서는 유압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절

전효과를 유압식에 비해 최대 80% 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증압용 펌프의 

용적량에 따라 36.51 %, 40.11 %의 두 가지 결과

를 확인하였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유압식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의 유압 동력부에는 

일반적으로 솔레노이드 구동형 방향제어밸브와 

릴리프밸브를 조합하여 유압펌프의 공급압력을 

로딩(loading), 언로딩(unloading)하는 회로가 구성

되므로, 절전효과는 40 % 내외에서 제품의 성형

조건에 따라 약 30 ~ 60 %로 나타난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기업이 신제품의 유압 

하이브리드식 장치를 도입하는 것 외에도 노후

된 유압식 장치를 유압 하이브리드식으로 개조

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장치 개조 사업이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유압 하이브리드 시

스템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이나 이를 공급하는 

기업이 기존의 유압식 장치와 비교하여 유압 하

이브리드식 장치의 절전효과와 투자비용에 대한 

이익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요기업은 비용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

서 신규로 유압 하이브리드식 장치를 도입하거

나 노후된 유압식 장치를 유압 하이브리드식 장

치로 개조하기 전에 제품의 성형조건에 따른 절

전효과를 예측하여 산업 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향후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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