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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축식 가변 유압모터의 시스템 모델링  해석

System modeling and analysis of bent axis driving motor

장진석

Jin Seok Jang

1. 서  론

유압모터는 압력을 기계적 회전 운동으로 변환 

시키는 액추에이터이며, 가변제어가 가능한 사축식 

피스톤 유압 모터의 사용성이 증대되고 있다. 유압

시스템의 해석 모델을 구축하여 토크의 발생 및 

각 요소 부품들의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할 필요성

이 있다. 이를 위해 시스템의 성능과 각 구동부품

의 하중, 그리고 운동 특성을 분석 하기위한 다물

체 동역학 시스템 모델링 기술을 소개하고자 하며 

그 해석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Fig. 1은 사축식 

가변 유압모터의 전체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시스템에 대한 동역학 모델링 및 해석을 위해 다

물체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인 FunctionBay 社의 

RecurDyn을 활용하였으며, 기계메커니즘의 다양한 

조거에 대하여 시간영역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이다.

아래 Fig. 2은 사축식 가변 유압모터의 주요 구동 

부품에 대하여 나타내었으며 대표적으로 펌프 플레

이트, 실린더 블록, 피스톤, 피스톤 핀 그리고 구동

을 위한 샤프트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의 구동에 

대한 분석을 위해 주요 구동 부품에 대한 시스템 

모델링이 필요하다.

Fig. 1 Structure configuration of bent axis driving 

motor

Fig. 2 Main components of bent axis driving motor

2. 주행모터 시스템 모델링

2.1 유압모터 시스템의 다물체 동역학 모델링

유압모터 시스템의 모델링의 위해 기구학적 구속

조건과 일부 곡면운동을 하는 피스톤의 접촉 모델, 

유압하중 모델링 등의 과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Fig. 

3는 시스템의 연결도를 나타내었으며 ‘S’, ‘L’ 등 구

속 조건에 대하여 그림에 나타내었다.

주요 모델링 부분을 설명하면 펌프 플레이트에 

In-Line 구속조건을 이용하여 전체 유압 실린더 블

록이 펌프플레이트의 곡면을 따라 운동할 수 있도

록 모델링을 적용하였으며, 실린더 블록이 축의 회

전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회전구속(Revolute 

joint)로 구속하였다. 피스톤 하부 유압에 대한 하중

은 피스톤 하부 면적의 수직한 방향으로 힘 요소

(Axial force)로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작용력의 모델

에 대하여 차후 상세히 설명한다. 피스톤 실린더와 

실린더 블록은 실린더 블록과 피스톤의 회전에 의

해 피스톤의 병진운동이 약간의 곡면을 따라 운동

하게 되며 이를 면대 면의 접촉으로 모델을 구성하

였다. 이어서 피스톤의 상부인 헤드에 대하여 샤프

트 부품에 구면조인트(Spherical joint)로 각각 구속을 

하였다. 샤프트의 회전에 대하여 구면조인트와 

In-Line 구속을 이용하여 샤프트를 지지하는 베어링 

하중을 해석결과로 도출 할 수 있도록 구속식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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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으며, 회전에 대한 타깃 구동속도를 구동모션

으로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유압에 의해 발생한 힘

이 피스톤을 밀어주며, 피스톤 헤드의 작용력을 따

라 샤프트 축 중심으로 토크를 발생시키며 샤프트

를 구동하게 된다. 이에 구동 모션에 대한 작용력을 

산출함으로써 유압, 기울임각에 대한 구동력을 산출

할 수 있다. 

구성된 해석 모델을 바탕으로 각 구속조건에 대

한 작용력을 분석할 수 있으며, 구동력과 더불어 기

울임 각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구동토크, 반력 등을 

해석할 수 있다. 추가로 유압에 대한 식과 더불어 

유량에 대한 체적조건을 반영한다면 구동력, 구동 

rpm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모델이 된다.

 

Fig. 3 System modeling configuration 

2.2 유압 모델링

유압에 대한 하중 모델링은 실린더 블록이 회전

함에 따라 펌프 플레이트에 설계된 홈에 따라 압력

이 가해지고 피스톤 실린더의 면적에 압력이 곱하

여 하중이 결정된다. 특히 Fig. 4에 펌프 플레이트의 

구조를 나타내었으며 실린더 블록이 회전할 때 맥

동유발을 저감하기 위해 V 형 노치 등을 적용하게 

된다. 유압에 대한 특성을 동역학 해석모델에 적용

하기 위해 회전각에 대한 함수로 압력이 천이되는 

구간에 대해 일정한 공차함수를 적용하여 모델링 

할 수 있다.

정격압력 350 bar에 작용면적을 곱한 하중이 일정

한 공차 함수적용을 통해 도출되는 단일 피스톤 실

린더에 가해지는 하중은 Fig. 5와 같이 나타난다. 이

때 회전에 대해 0N에서 약 14 kN 까지 하중 천이 

구간이 공차 함수를 적용한 결과로 하중 변화가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각 피스톤 실린더 하부에 하중을 부여하고, 

펌프 플레이트의 Relief 영역과 압력구간, 그 사이 

천이구간에 대한 위치에 대한 함수로 적용하여 모

델링을 구성하였다. 

Fig. 6는 각 피스톤 실린더에 작용하는 하중이 샤

프트가 발생되는 모멘트에 의해 회전함에 따라 일

정구간에 압력에 대한 하중이 가해지고 다시 Relief 

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7개의 피스톤에 대한 

하중은 회전하는 변위에 따라 발생하고 일정한 각

속도로 회전하는 경우 토크를 발생시킨다. 

Fig. 4 Structure of pump plate

Fig. 5 Applied force at a piston base

Fig. 6 Applied force of each piston bases 

2.3 시스템 구동토크 해석

피스톤 하중과 타깃 구동속도를 입력하여 시스템

의 구동에 대한 구동 토크를 분석하였으며, 아래 

Fig. 7에 구동속도와 토크를 나타내었다. 기울임 최

대 각에서 350 bar 압력이 가해 질 경우 이론적 토

크 값은 445 kN·m 이며, 최대 465 kN·m에서 431 

kN·m 사이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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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otating speed and torque of the driving 

shaft

2.4 샤 트 베어링 설계 하  분석

샤프트의 경우 피스톤의 하중이 샤프트 블록에 

병진방향 하중이 가해지고 중심축까지의 거리에 의

해 토크를 발생시킨다. 이에 각 축에 대한 하중을 

지지하여야 하며 베어링 설계를 위한 하중분석이 

필수적이다. 아래 Fig. 8에 샤프트의 하중분석 축에 

대하여 나타내었으며 x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된다.

샤프트지지의 경우 구조적으로 축방향 하중을 산

출하고 베어링 설계에 적용 할 수 있다. 예를들어 

테이퍼롤러 베어링 설계시 하중산출을 위한 과정으

로 볼 수 있으며 Fig. 9의 경우 하중점에서 발생하

는 Fy, Fz 성분만 존재하게 된다. Fig. 10의 경우 –

Fig. 8 Local axis of driving shaft

Fig. 9 Local axis of driving shaft

Fig. 10 Local axis of driving shaft

40 kN에서 –53 kN 의 하중이 반복적으로 작용하

며 이를 베어링 설계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역학

적으로 z 방향의 하중은 샤프트의 y축 회전 방향의 

굽힘을 야기시키는 하중으로 ‘L’ 지점의 하중과 ‘S’ 

구속의 하중에 반대 적인 경향이 발생하는데 이는 

피스톤의 작용력의 합력이 야기시키는 변동하중이 

된다.

3. 결 론

사축식 가변 유압 모터의 시스템 모델링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았으며, 기구학적 구속 조건, 하중적

용 방법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이를 이용하여 구동

조건에 대한 시스템의 구동특성을 분석할 수 있으

며 해석 결과와 같이 각 부품에 작용하는 하중, 운

동 특성 등을 분석하여 시스템의 부품 선정에 활용 

가능하며 더불어 역학적인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향후, 시스템의 성능 분석, 내구성 해석을 위한 

하중추출이 가능하며, 주요 부품에 대하여 유연다물

체 해석을 적용하여 각부품에 작용하는 응력을 분

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규 해석에 적용가능하

다. 더불어, 피스톤의 세부형상변경 등 다양한 기구

학적인 조건, 하중에 대한 시스템 거동 예측에 활용

이 가능하며 주요 설계인자에 대한 파라미터 분석

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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