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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공학
작성 : 윤 천 한

유압의 원리

 

1. 정지 액체의 성질

   유압은 현재 널리 산업에 사용되어 현저하게 보급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액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밀폐된 용기에 액체를 채우고 위에서 힘을 가하면, 액

체는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체적을 줄이려고 하는 압력이 발생한다.

정지하고 있는 액체에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다.

  (1) 정지액체와 접하고 있는 면에 가해진 압력은 그 면에 수직하게 작용한다.

  (2) 정지액체의 한 점에서의 압력의 크기는 여러 방향에서 동일하다.

  (3) 정지액체가 그 중량에 의해 용기의 면에 미치는 압력은 액면의 높이로 결정되

고 용기의 형상에는 무관하다.

  (4) 밀폐용기 중의 정지액체의 한 쪽에 가해진 압력은 액체 내의 여러 부분에 동

일한 압력으로 전달된다.(파스칼의 원리)

 

2. 압력의 이용

   연통관의 양쪽 입구의 단면적의 비를 1:50으로 하면, 작은 피스톤에 2의 힘을 

가했을 때, 큰 피스톤에서는 100의 힘을 받는다. 이것은 지렛대의 원리와 동일하게 

액체에서도 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면적 A, B의 두 개의 피스톤 중 A 피스톤에 F의 힘을 가하면, A 실린더 내에는

 

 

 

의 힘이 발생한다. 이 의 압력은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 단면 B의 B 피스톤으로도 

전달된다.

B 피스톤에 하중 W을 가하여 균형을 잡으면

 

 

 

예를 들어 A=1cm2, B=50cm2, F=2kgf, W=100kgf 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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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1 = P2

로 되어 파스칼의 원리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작업을 수행하는 것의 출력, 즉 에너지는, 그 형태는 변하지만, 전체는 항상 일정

하다. 이것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한다.  윗 그림에서 작은 피스톤을 50밀어 

올리면 50의 액체가 큰 피스톤으로 이동하고 큰 피스톤은 1만큼 상승한다. 그러나 

어느 쪽의 피스톤도 행한 일은 동일하다.

 

  작은 피스톤의 일= 2kgf × 50cm = 100kgf·cm

  큰 피스톤의 일 = 100kgf × 1cm = 100kgf·cm

 

   면적비 B/A을 크게 하면, 작은 힘 F에 의해, 큰 하중 W를 용이하게 지지할 수 

있다. 피스톤의 변위를 각각 h1, h2로 하면 A 실린더에서 밀어낸 액체의 양과 B 실

린더로 보내진 액체의 양은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Ah1 = Bh2

    작은 피스톤 대신 유압 펌프를 사용하여 큰 피스톤에 압력 2의 기름 50을 보내

면 전술한 예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유압과 유압기기

1. 기름의 제어

  기계는 자동화, 성력화(省力化), 고정도화 등의 여러 요구에 의해 기구가 복잡해지

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분해하면 힘, 속도, 방향의 세 가지 기본적인 제어로 분해된

다.

유압회로에서는 실린더의 추력, 속도 및 움직이는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해 제어밸브가 사용된다.

  (1) 힘의 크기 제어 : 압력제어밸브

  (2) 속도의 제어 : 유량제어밸브

  (3) 방향의 제어 : 방향제어밸브

 

2. 유압장치의 구성에 필요한 기기

  유압장치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유압 기기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기름 탱크 - 유압장치에서 작동유를 저장하는 용기

      ◎ 발생한 열을 방출하여 기름의 온도 상승을 방지

      ◎기포가 유압 펌프에 흡입되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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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압 펌프 - 기계적인 일을 유체 에너지로 변환한다.

 (3) 제어밸브 - 일의 크기, 속도, 방향의 제어를 하여 기름을 액츄에이터에 보낸다.

 (4) 액츄에이터 - 유체의 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변환한다.

 (5) 기타 기기 - 필터, 압력계, 어큐뮬레이터, 냉각기, 공기제거기, 유화계, 주유구 

등 유압장치에 필요한 부속품

 

3. 유압의 특징

 (1) 장점

      ◎소형으로 출력이 크다.

      ◎광범위한 무단 변속을 쉽게 할 수 있다.

      ◎과부하 방지가 용이하다.

      ◎작동이 원활하다.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응답성이 양호하다.

      ◎출력제어가 자유롭다.

      ◎출력의 조정이 용이하다.

 

 (2) 단점

      ◎기름의 누설 우려가 있다.

      ◎기름의 온도변화로 액츄에이터의 속도가 변한다.

      ◎먼지나 오염물질의 혼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작동유(석유계)는 가연성이다.

공압의 장단점

장점

대부분의 생산설비에서 압축공기 제공

유압기기에 비해 저가, 설치, 유지, 보수 용이

비교적 저압을 사용하므로 스톨(stalled)상태에서 기기파손 위험 낮음

화재의 위험이 적고, 대기 방출, 탱크 불필요

시스템이 청결

단점

공기의 압축성이 커서 정밀제어 곤란

관내에서의 공기속도 제한

압력이 10bar이하로 제한되므로 유압시스템보다 저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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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의 성질과 법칙

  유압 장치나 유압 회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압 기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과 함께, 에너지의 변환을 전달하는 유체 역학적인 성질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

다. 

 

1. 단위

  단위는 모두 SI 단위 및 SI 단위와 병용하기 쉬운 단위를 사용하였다. 

2. 밀도, 비중량

  밀도를 ρ(kgf/cm3) , 비중량을 γ(kgf/cm3), 중력가속도를 g 라 하면

  γ=ρg  

3. 연속방정식

  유체는 정상류와 비정상류가 있다. 흐름의 상태(속도, 압력, 밀도, 온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을 정상류라 하고, 흐름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비정상류라고 한

다.

유압관로 중에서는, 엄밀하게 정상류가 아닌 경

우가 많지만, 일정한 조건에서 운전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상류로 취급한다. 정상류에서는, 

관로 임의의 단면을 통과하는 유량은 어느 단면

에서도 일정하다(위 그림 참조). 

Q=υ1A1=υ2A2

여기서,  A1, A2 : 단면적 (cm2)

  υ1  : 단면 A1에서 속도

  υ2  : 단면 A2에서 속도

이것을 연속방정식이라고 한다.

4. 베르누이의 정리

  액체는 운동 에너지, 압력 에너지 및 위치 에너지의 세 가지 형태의 에너지를 가

지고 있다. 정상류에서 에너지의 변화가 없는 경우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흐르고 

있는 액체의 다음 상태가 변하더라도 운동 에너지, 압력 에너지 및 위치 에너지의 

총합은 변하지 않는다.

베르누이의 정리는 다음식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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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수두

       : 압력수두

     h  : 위치수두

     υ1  , υ2  : 유속

     P1, P2  : 압력

      γ  : 유체의 비중량

      g  : 중력의 가속도

  단면적이 작은 곳에서는 유속이 증가하지만, 압력은 감소한다. 이것은 압력 에너

지의 일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압력 에너지와 운동 에

너지는 서로 변환되는 것으로부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 

5. 층류, 난류

  흐름에는 규칙적인 흐름인 층류와 불규칙한 흐름인 난류가 있다. 층류와 난류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며, 중간적으로 안정한 흐름의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층류는 

점도가 높고, 속도가 비교적 작아서 협소한 구멍이나 가는 관을 통과할 때 발생하기 

쉽다. 난류는 점도가 낮고, 유속이 큰 넓은 관을 흐를 때 발생한다. 층류는 각 부분

의 흐름 방향이 평행이기 때문에 열손실은 적다. 관 내 흐름이 난류로 되면 유체의 

마찰저항이 급격히 증가한다. 층류와 난류를 판별하기 위해 레이놀즈수(Re)라고 하

는 무차원 수가 사용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d : 관의 내경

             υ : 관내 평균유속

             ν  : 동점도

레이놀즈수가 2000 이하에서는 층류역이지만, 약 2000 일 때의 관로흐름에서 층류

는 난류로 천이한다.

6. 저항이 있는 통로를 흐를 때의 압력

(1) 평행한 유로일 때

  유체는 항상 저항이 작은 쪽으로 흐른다. 저항이 다른 몇 개의 회로가 있을 때, 

펌프 출구에 발생하는 압력은 저항이 작은 방향의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이다.

(2) 유로가 직렬일 때

  세 개의 밸브를 직렬로 접속한 유로에 기름이 흐를 경우, 펌프 출구의 압력은 세 

개 각각의 밸브를 닫기에 필요한 압력을 가한 압력으로 된다.

7. 관로 내의 흐름에 의한 압력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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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가 흐를 경우, 상류와 하류에서는 압력차가 있다. 이 압력차는 유로 중의 마

찰을 극복하고자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압력차가 없어지면 액체는 수평으로 되려고 한다. 또, 압력이 한 쪽에 작용하면 그 

압력에 상당하는 만큼 액면은 상승한다.

8. 오리피스

  유로가 단면에 비해 현저하게 짧은 교축으로, 유체가 이곳을 통과하는 것을 오리

피스라고 한다(아래 그림 참조). 압력강하가 액체의 점도에 의한 영향을 그다지 받

지 않는 특징이 있다. 오리피스에 기름이 흐르면 오리피스의 전후에 압력차가 발생

한다. 오리피스 전후의 압력차가 커지면, 유량은 증가한다. 오리피스를 통과할 때 유

로를 막으면 압력은 상승하고 오리피스 전후의 압력차는 동일하게 된다.

오리피스 통과유량 는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P1, P2  : 오리피스 전·후의 압력 (kgf/cm2)

       A : 단면적 (cm2)

       C : 유량계수

       γ : 비중량 (kgf/cm3)

9. Choke

  유로가 단면적에 비해 비교적 긴 경우의 교축으로(아래 그림 참조), 압력강하는 

유체의 점도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다. 유량 Q는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P1 , P2 : 쵸크 전후의 압력(kgf/cm2)

    μ   : 점성계수

    L  : 관로의 길이 (cm)

    d : 관로의 직경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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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소 간극에서의 흐름

  유압기기는 접동부분의 윤활을 위해 또는 제어 밸브에 의한 압력제어나 유량제어

에서 간극이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다. 간극은 기기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라고 할 수 있다.

11. 평행 간극 내의 흐름

  평행한 간극 내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두께 δ가 작기 때문에, 층류의 상태로서 계

산할 수 있다.

(1) 양평면 고정일 경우

δ를 간극, z를 기준면으로부터의 거리라 하고, L을 그 흐름 방향의 길이라고 하면, 

유속 U (cm/s)는 z와 δ의 함수이다.

최대유속 U 는 

의 점에서 발생한다.

단위폭당의 유량 Q, 평균유속 ω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평면 Z=0이 고정, 평면 Z=δ가 X방향으로 U0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경우, 속

도분포는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또, 압력구배(ΔP/itl)가 없는 경우는 위 식에서 제 1항은 0으로 되기 때문에 

 

유량 Q 및 평균유속 ω는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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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상간극 내의 흐름

  

협소한 환상간극(윗 그림 참조)의 경우는 평행간극 흐름에서의 간극의 횡폭을 원주

의 길이라 하면, 유량 Q 는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상기의 식은 동심의 경우인 환상간극 내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구멍과 스풀이 최

대로 편심된 경우는 동심인 경우의 약 2.5 배의 유량으로 된다.

13. Cavitation

  일반적으로 석유계 작동유에는 약 6∼12%(체적비)의 공기가 용해되어 있다. 액체

의 흐름에 있어서 유속이 커지고 그 결과 압력이 저하된 부분이 나타나면, 액체 중

에 용해되어 있는 기체가 분리되어 기포를 발생시켜 공동현상을 일으킨다. 이 현상

을 cavitation이라 부른다. Cavitation이 발생하면 재료의 괴식, 소음, 진동 등과 같

은 유압기기에 악영향을 준다.

14. Chattering(자려진동)

  스프링에 의해 압력을 설정하는 밸브에 발생하기 쉬운 현상이다. 압력이 증가하거

나 감소하는 것에 의해 밸브가 밸브 시트를 두들기는 일종의 자려진동이다. A 부의 

압력 에너지로 인해 포펫이 밀려 올라가 B 부에서 속도 에너지로 변하기 때문에 급

격히 압력이 줄어들게 되어 포펫이 부딪힌다(아래 그림 참조). 이와 같은 현상이 소

음을 발생하면서 반복된다. 이것을 chattering이라고 한다.

15. Surge 압력

  유체의 흐름이 제어밸브 등의 조작에 의해 급격하게 변할 때, 그 유체의 운동 에

너지가 압력 에너지로 변하기 때문에 급격한 압력변동이 발생한다. 이 압력은 그 유

체 중의 음파의 전파속도로 전달된다. 이와 같이 유압회로 중에 과도적으로 발생한 

이상압력변동의 최대치를 통상 surge 압력이라고 한다. 유압회로에서는 릴리프 밸

브의 작동지연이나, 전자절환밸브의 조작 등에 의해 기름의 흐름이 급변할 때 

surge 압력의 발생이 나타난다.

이러한 압력의 변동은 기름 중의 공기의 혼입정도, 점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

문에, 실제에서는 각각의 경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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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유체고착(Hydraulic Lock)

  스풀 밸브 등을 가압한 후에 다음으로 움

직이려 움직이지 않는 때가 있다. 이것은 

내부 유체의 흐름이 부등성이기 때문에 압

력분포의 불평형에 의해 스풀이 밸브 body

에 강하게 밀려 붙어서 작동불능으로 되는 

현상이다. 이 고착현상의 발생을 완전히 방

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스풀의 원주 상에 

많은 기구를 만들어 스풀의 압력평형을 유

지하여 유막의 끊어짐을 방지하는 것도 유

효한 대책의 한 가지로 된다(아래 그림 참

조).

상기의 대책을 취해도 가압상태에서 장시간 유지했을 때 고착현상이 발생하기도 한

다. 이것은 기름 중에 혼입되어 있는 먼지에 의한 것으로 먼지가 밸브의 간극을 불

균등하게 하는 한 형태가 되어 흐름의 불평형력이 발생하여 고착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17. 유체력

  절환밸브에는 전술한 유체고착 이외에 기름의 흐름에 의해 특이한 힘이 발생하는

데, 이것은 분류에 의해 기인하는 스풀의 축 방향의 힘으로 이것을 유체력(Flow 

force)라고 한다. 스풀 밸브를 절환할 때 스풀과 본체에서 교축된 압유는 분류로 되

어 흐른다. 베르누이의 정리로부터 유속이 빨라지면 유체의 압력은 감소하기 때문에 

스풀에 작용하는 유체력은 개구부를 막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18. 유격( 油 擊 )

  유압회로 내를 흐르고 있는 기름을 급격하게 절환밸브 등에 의해 닫으면 급격한 

압력 상승이 발생한다. 이것은 유체의 운동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로 절환 되었기 때

문이다. 이렇게 발생한 충격적인 압력 상승은 압력파로 되어 관로 내를 전파한다. 

이러한 현상을 유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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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압시스템의구성부품

유압시스템

오일탱크:tankorreservoir
유압펌프

원동기:전기모터,엔진

유압밸브:방향,압력,유량제어

작동기:유압실린더,유압모터

유압배관:유압탱크로이송

공압시스템

공기탱크

압축기(compressor)
원동기:전기모터,엔진

공압밸브:방향,압력,유량제어

작동기:공압실린더,공압모터

공압배관:공기중으로배출

유압펌프 종류와 성능

유압펌프는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기어펌프 (gear pump)

(2) 베인펌프 (vane pump)

(3) 액시얼 피스톤 펌프 (axial piston pump)

(4) 레이디얼 피스톤 펌프 (radial piston pump)

 

  기어펌프는 케이싱 내에 상호 물림을 하고 있는 기어의 회전에 의하여, 이의 홈에 

들어온 기름을 토출하게 된다. 베인펌프는 케이싱(캠링)내의 로터가 회전함에 따라 

2개의 베인 사이에 들어온 기름을 토출하게 된다. 액셜 피스톤  펌프는 축방향으로 

배치되어진 여러 개의 피스톤을 왕복운동시켜 기름을 토출시키게 된다. 레이디얼 피

스톤 펌프는 반경방향으로 배치되어진 여러 개의 피스톤을 왕복운동시켜 펌프작용

을 하게 한다. 이외에도, 2∼3개의 나사가 물려있는 기구에 의하여 송출시키는 나사

펌프(screw pump)와 크랭크형 또는 캠형의 왕복동 펌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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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분

류

1회전당 

토출유량 

[cc/rev]

 최고압력 

[kgf/㎠]

 최고회전

속도

[rpm]

 최고효율 

[%]

컨테미넌

트(이물질)

에 대한  

민감도

흡입성능

기

어

펌

프

외

접

형

1∼500 10∼250
 900∼

4000
70∼85

이 물 질 의 

영향이 적

어 작업환

경이 좋지 

않 은 것 에

도 사용가

능

 

 허용 흡

입 진 공 도

가 높다

(1800rpm

에서  -20

내

접
1∼500  5∼300

1200∼

4000
65∼90

 

각종 유압펌프의 1회전당의 토출유량, 최고압력, 최고 회전수, 최고 효율의 범위는 

다음표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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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이의 마모

와 더불어 

효율저하

∼

-40cmHg 

 까지 허

용됨)

베

인

펌

프

축

대

칭

평

형

형

1∼350
1200∼

3000
35∼400 70∼90   비 교 적 

민감, 청정

유 공 급 필

요. 베인이 

마 모 되 어

도 효율은 

저 하 되 지 

않음

큰 진공도

를 허용하

지 않 음 

(1800rpm

에 서 

    - 1 0 ∼

-20cmHg)

축

대

칭

비

평

형

형

10∼230 35∼140
1 2 0 0 ∼

1800
60∼70

액

시

얼 

피

스

톤 

펌

프

사

축

식

10∼1000 210∼400
750∼

3600
88∼95

작동유 이

물질에 대

하여 펌프

중 가장 

민감. 특

히. 밸브플

레 이 트 가 

손 상 되 어 

효 율 저 하 

됨

허용 흡입 

가공도 작

음

( 

1800rpm

에서 -3∼

0cmHg )

사

판

식

4∼500 210∼400
750∼

3600
85∼92

사 축 식 보

다 더욱 

민 감 , 밸브

플 레 이트 ,

슈의 손상

으로 효율

저하

사 축 식 보

다 허용진

공도가 작

다

회 5∼300 140∼560 1000∼ 85∼90 이 물 질 의 사 축 식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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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

판

식

5000
영향을 많

이 받음

비슷한 정

도임

레

이

디

얼 

피

스

톤 

펌

프

회

전

실

린

더

형

6∼500 140∼250
1000∼

1800
85∼90

액시얼 피

스톤 펌프

와 비슷. 

단, 분배축

은 밸브플

레 이 트 보

다는 손상

이 적다

 

 1800rpm

에 서 - 3 ∼

0cmHg정

도

고

정

실

린

더

형

10∼200 140∼250
1000∼

1800
80∼92

1. 압력제어 밸브

1)  Relief valve

 

유압밸브

 

압력제어 valve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의 2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a) 회로 내의 압력을 설정치 이하로 유지하는 valve

  (b) 회로 내의 압력이 설정치에 도달하면 회로의 절환을 행하는 valve 

  

 

유압 펌프에 의해 발생한 유압력으로, 실린더를 조작하는 경우, 실린더가 stroke 끝

에 도달했을 때는, 회로내의 압력은 유압장치가 파손할 때까지 상승한다. Relief 

valve는 이와 같은 과부하 방지와 회로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유압 모터의 토크

와 실린더의 추력을 제어하는 valve이다. 성능이 좋은 relief valve는 다음으로 평가

한다. 

  (a) 이전 누설이 작아서 압력 override 특성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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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loading relief valve

  (b) 응답성이 좋다. 

  (c) 진동소음이 작다.

 

(1) 구조 및 작동

Relief valve에는 직동형과 balance piston형이 있다. 여기서는 주로 balance 

piston형 relief valve에 대해서 서술한다.

직동형 relief valve는 ball 또한 poppet을 조정 가능한 스프링으로 seat에 눌려진 

간단한 구조이다. 소유량의 압력제어와 이 기능을 이용해서 balance piston형 relief 

valve 및 감압 valve의 pilot부로써 많이 이용되고 있다.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유압 damper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chattering 현상에 의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

우가 있다. Balance piston형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안정한 성능을 가지며 특히 

고압, 대유량 및 압력 override 특성에 있어서 우수하다.

Balance piston형의 주요 구성부분은 잉여 오일을 오일탱크로 흘려 보내는 피스톤

과 압력설정을 행하는 pilot부로 구성되어 있다. 펌프에서의 회로압력이 설정압력 이

하인 경우는 피스톤은 스프링에 의해 seat에 눌려 있으며, 오일 탱크로 접속시키는 

port는 닫혀 있다.

회로압력이 설정압력 이상이 되면, 피스톤의 교축을 통해서 pilot부의 poppet을 지

나간 압력은 poppet을 열어 흐르기 시작한다. 다시 회로압력이 상승하면, 피스톤의 

교축에 의한 압력강하로 피스톤 상하면에 압력차가 생기고 피스톤은 스프링력을 이

기고 윗 방향으로 이동한다. 회로의 오일은 피스톤과 seat 사이보다 탱크 접속 port

로 흐른다.

피스톤은 피스톤 상하면에 작용하는 압력차와 스프링력에 의해 평형상태를 유지한

다.

  

Balance piston형 unloading relief valve는 주로 accumulator 회로에 사용된다. 이

러한 valve에 의해 회로의 압력이 cut-out 압력에 달하면 자동적으로 펌프는 

unload되며, cut-in 압력이 되면 자동적으로 on-load된다.

 

(1) 구조 

이 valve는 unload 압력을 설정하는 pilot valve 부분, balance piston 부분, 압력

유 입구에서 유압회로 접속구로 압유를 흘려보내며, 역류를 방지하는 check valve 

부분의 3가지 주요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Pilot valve 부분 및 balance piston 부분은 앞에서 기술한 relief valve 부분과 동

일한 부품이다. 또한, check valve 부분은 poppet, 스프링에 의해 유압회로로부터 

펌프측으로의 역류를 방지한다.

 

(2) 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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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력 스위치

유입구보다 회로측으로 압유가 흐르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유실 W, X, Z 내의 

압력은 등압이다. Plunger는 압력평행상태, 피스톤은 스프링에 의해 seat에 압착되

어 있다. 이 상태는 아직 회로압력이 valve의 설정압력치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이

다.  압유가 tank 접속구로 환류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X실 압력이 상승하여 

스프링과의 사이에서 불균형이 발생하면 poppet(2)은 seat에서 밀려 떨어져 Z실의 

오일은 가는 구멍을 통해서 X실로 유입된다. poppet(2)부를 통과해서 흐르는 X실 

내의 오일은 피스톤 중앙부로 관통된 통로를 통해서 tank로 되돌아간다. 피스톤을 

seat에서 밀어 올리는 동작은 relief valve의 경우와 전부 같다. 이 때, plunger 양

단에 작용하는 압력의 평형이 깨져서 plunger에서 poppet(2)가 또한 seat에서 떨어

져 피스톤은 크게 seat에서 밀려 분리되어 유입구는 탱크 접속구에 대해서 크게 구

멍이 열린다. 이 동작이 완료되면 동시에 poppet(1)을 통과하는 유압회로에의 오일

흐름은 멈춘다. 

(3) 사용상의 주의

이 valve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accumulator와 이 valve 사이의 관

로 길이를 가능한 한 짧게 하는 것이다. Accumulator와 이 valve 사이의 관로의 압

력강하가 cut-out 압력과 cut-in 압력의 차에 근접해지면 hunting 현상이 발생한다. 

이 경우는 accumulator에 가깝기 때문에 pilot 압력을 취하여 외부 pilot로 해서 직

접 W의 방에 접속시키면 좋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valve는 plunger 등의 존

재에 의해 작동유 점도의 영향을 받기 쉽다. 따라서, 작동유의 점도가 43∼65cst인 

경우는 하이벤트형을 추천하여 장려한다. Cut-out 압력의 불안정은 charging 시간

에도 관계가 있지만, plunger부의 배압, 작동유 점도의 영향 등도 고려된다. 이 대

책으로써는 check valve에 cracking 압력이 큰 스프링을 사용하여 차압을 크게 하

면 좋다. 또한 cut-in 압력의 불안정에는 보다 강한 스프링(V-스프링)을 사용하면 

좋다.

  

 

(1 ) 구조 및 작동

압력 스위치는 유압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적인 부분과 전기적인 스위치로 되어 있

다. 그리고 압력 수감부의 구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 벨로즈형 압력 스위치

  (b) 부르돈관형 압력 스위치

  (c) 플런저형 압력 스위치

벨로즈형에는 유효 수압면적을 크게 취할 수 있으며, 유체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검

출정도는 높지만, 주로 저압용이다. 

부르돈관형은 벨로즈형보다 고압인 것에 사용된다. 그러나 부르돈관형은 발생 토크

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전기 스위치도 절환력이 작은 수은 스위치 등을 사용하여 

부르돈관 단의 움직임을 확대시켜 작동시킨다. 여기서 기술하는 것은 plunger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 구조를 오른쪽 그림에 나타내었다. Plung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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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시닝 센터

그 단면에 압력을 받으며, 그 반대단면은 스프링에 눌려 있다. 압력이 상승하면 

plunger는 스프링에 저항해서 이동한다. 이 움직임을 마이크로 스위치에서 검출한

다. 압력 설정은 하부의 조정나사에서 행한다.

압력 스위치는 두 개 연속인 plunger와 스프링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2조의 검

출을 행하는 것에 의해 압력의 상한과 하한의 폭을 좁게 잡도록 고안되어 있다.

(2 ) 사용상의 주의

  (a) 동일한 설정 스프링의 압력 스위치를 회로 내의 가까운 곳에 다수 사용하면 

공진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b) 교축 valve의 직후와 가까운 곳에서 사용하면 부압이 되기 때문에 작동 불량

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c) 오일의 오염에 의해 압력 검출에 오차를 발생시키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유압회로

구멍뚫기 가공이나 태핑, 밀링 가공 등 여러 가지 가공을 1대의 기계로 고정밀도/고

능률로 하는 것이 머시닝 센터이다. 유압화의 포인트는 광범위한 회전수를 가진 절

삭공구의 회전을 어떻게 안정시키는가 하는 점에 있다.

 

고출력하에서의 절삭공구 회전의 고정밀도화와 안정성

절삭공구를 직접 회전시키는 유압 모터는 고출력하에 넓은 회전수 범위에서도 회전

이 원활한 것이 요구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변 피스톤 펌프와 고속 응답 전자 밸

르에 의한 ON/OFF 무단계 유량제어를 사용하여 간단한 시스템으로 고정밀도의 제

어를 가증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절삭 저항의 변화에 대해서도 회전 불균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유압시스템에 강성을 갖게 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화/저소음화

절삭공구의 회전수에 적합한 양의 유량을 펌프로부터 토출시킴과 동시에 절삭공구

의 회전 정지중은 펌프를 무부하 운전시키는 등 정치의 에너지 절약화를 꾀하고 있

다. 또한, 장치의 완전가동, 사이클 상승, 작업환경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면, 

펌프는 효율이 높고, 저소음인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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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 연삭기

  

 

제어방식

평면연삭기에 있어서 유압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①테이블의 좌우 이송, ②테이블

의 앞뒤 이송, ③클램프 등이다. AC/DC 펄스 모터의 발달에 의해 유압을 이용한 제

어부는 감소하고 있으나, 테이블의 좌우 이송에는 유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좌우 

이송의 제어 방식으로는 ①메커니컬 밸브 + 유압밸브, ②솔레노이드 밸브(+ 유압밸

브), ③비례제어 밸브 등이 있는데, 현재는 ②,③의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테이블용 실린더

테이블의 구동은 ①양 로드 타입 실린더 1개라든가 ②한쪽 로드 실린더 2개 대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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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의한 것이 많다.

  

압력과 유량

테이블의 중량이나 미끄럼 운동면의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움

직임을 얻으려면 압력을 낮게하고 유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 보통 테이블 이송의 압

력은 10-20kgf/cm2 정도로, 높은 것이 20-30kgf/cm2  정도이다. 또한, 테이블의 

미끄럼 운동 저항을 줄이기 위해 유압 작동유의 일부를 미끄럼 운동면에 보내주는 

강제 윤활 방식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 미끄럼 운동면을 보호하기 위해 

라인 필터를 통해서 기름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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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형 브로칭 머신

브로칭 머신은 브로치라고 불리는 절삭공구를 드로잉 또는 펀칭함으로써 공작물의 

내경 및 외경을 극히 짧은 시간에 가공할 수 있는 공작기계이다. 또한, 복잡한 형상

의 구멍을 가공할 수 있는 고능률릐 기계라고 할 수 있다. 유압화로 할 때에는 노킹

의 방지, 절삭 속도의 무단 변속이 포인트가 된다. 출력의 자유로운 증감, 부르러운 

운동, 절삭 할 때의 쉬운 무단 변속등 유압의 잇점을 살려서 브로칭 머신은 거의가 

유압식으로 되어있다. 

 

가공때의 노킹

브로치 가공에서는 브로치의 형상으로부터 가공중의 절삭저항 변화가 커서 고정밀

도의 제품을 얻기 위해서는 노킹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는 노킹 방지를 위해 

카운터 밸런스 밸브로 배압을 주어 유압라인의 진동계수를 바꾸고 있다. 또한, 아래 

회로예는 수직형 브로칭 머신이므로 브로치의 자중 낙하 방지의 역할도 하고 있다. 

공기의 혼입은 노킹의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공기빼기를 할 필요가 있

다. 

 

무단계로 속도를 조정

브로칭 머신의 절삭속도는 3 m/min 가 일반적이지만, 5-10 m/min 라는 고속의 것

도 있다. 또한, 귀환속도는 10-40 m/min의 것이 보통이다. 브리드 오프로 구성된 

유량제어 밸브에 의해 부드러운 무단변속을 실현하고 있으며, 열발생량을 최소한으

로 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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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톤 판금 프레스

  

판금 프레스는 위쪽과 아래쪽 금형의 형상을 바꾸는 것으로 형압, 전단, 펀칭 등의 

폭넓은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레스이다.

 

택트 타임의 단축

램의 급속 하강으로 실현한다. 램의 중량이 큰 경우는 자중 하강이 좋지만, 중량이 

작을 때는 ①차동회로, ②저압 대용량 펌프, ③키커 실린더 등을 사용한다. 아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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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예에서는 ①,②를 병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전동기의 선정

프레스는 펌프가 대용량이기 때문에 피크시에 극히 큰 출력을 요구되는 한편, 사이

클 상에 무부하 공정과 아이들 타임이 적지 않다. 따라서 제곱 평균법에 의해 소요 

출력을 결정하면 효과적인 전동기를 선정할 수 있다. 

 

실린더 복귀 때의 쇼크 방지

100통 이상의 프레스 기계에서는 가압 때에 축적된 에너지를 일시에 개방하면 큰 

쇼크를 발생하기 때문에 복귀 공정으로 옮길 때에는 압력 빼기(디컴프레션)이 필요

하다. 압력빼기는 유닛 전체의 회로 구성에 따라 정해지며, 밸브의 용량은 압력빼기 

시간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 시간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나, 보

통 0.5-7 s 로 생각하면 된다.

 

전단 블랭킹 쇼크 방지

전단 블랭킹의 경우는 디컴프레션으로는 쇼크를 방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통은 

배관을 튼튼한 것으로 하는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는 힘이 

빠짐과 동시에 실린더에 배압을 거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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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압 굴삭기

유압 굴삭기는 붐, 암, 버킷이라는 인간의 팔에 상당하는 동작을 하는 프론트 어태

치먼트와 선회/주행의 기능을 갖고 있다. 작업자는 이들의 기능을 구사하여, 마치 작

업자 자신의 동작과 같이 선단의 버킷으로 흙을 파거나, 깎거나 퍼올릴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작업시/주차시 안전성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복합동작의 원활화

회로예는 2펌프 시스템에 의한 것이다. 제어 밸브는 일반적으로 합계 6-8개의 스풀

을 필요로 하고, 이들을 반씩의 그룹으로 분할하여 사용한다. 좌우의 주행모터는 2

개의 펌프로부터 독립적으로 구동되고 있기 때문에 직진성이 좋고, 피봇 회전, 스핀 

회전의 어느 것도 가능하다. 또 큰 출력을 요구하는 붐 실린더는 2개 회로를 합류하

여 사용할 수 있고, 1펌프 구동의 저속과, 2펌프 구동의 소속의 2단 변속이 가능하

게 되어 있다. 암 실린더와 버킷 실린더도 각각의 펌프로 구동되고 있기 때문에 동

시 조작시에도 서로 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한 동작을 할 수 있어,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원활한 선회/주행을 위하여

선회, 주행 모터와 제어 밸브 사이에는 쿠션 밸브를 사용하여, 기동/정지시의 쇼크 

완화와 함께 선회의 흐름, 주행시의 벗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캐비테이션을 방

지하고, 유압모터도 보호된다. 이 쿠션 밸브는 일반적으로는 크로스 어버 릴리프 밸

브와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조합한 것으로 구성한다.

  

미끄럼 사고 방지

유압 굴삭기를 고갯길 등에 주차할 때의 브레이크 작동은 종래는 카운터 밸런스 밸

브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장시간 주차시 유압 모터의 내부 누설로 인하여 미끄러

짐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현재는 주행축계에 기계적 브레이크를 설치하는 것

이 의무화 되어있다(미니 타입은 제외). 일반적으로는 유압 모터의 출력축에 다판 

브레이크를 내장하여, 정지 중에 스프링의 힘으로 다판을 밀어 붙여 브레이크 작용

을 갖게하고, 기동시는 유압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해제되는 구조의 것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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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조정 밸브와 스로틀 밸브

  

전 스트로크 영역의 하중 변동이 작고, 적재 하중도 일정한 경우는 스로틀 밸브로 

좋다. 그러나 스트로크 도중에 하물을 싣거나 하물의 종류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속

도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압력 보상형 유량제어 밸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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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시스템

 

 기타 유압장치

 Data의 획득은 토오크, 압력, 유량, 온도, 회전수, 소음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압력, 유량, 온도에 대한 Data 획득은 유압 라인상에 장착된 센서들을 이용하여 

Data를 획득하여 AMP를 통해 증폭시켜 A/D 컨버터를 통하여 PC로 전달하는 구조

로 이루어지며 PC에서는 그래픽 화면상에 획득된 Data를 디지털 값으로 표현하고 

동시에 그래프로써 나타내고 각 단계의 합격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또한 측정된 

Data량은 File로 저장되어 언제라도 Data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Print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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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출력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Data를 실시간으로 받아 처리할 

수 있어 고속으로 다량의 Data처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Data의 신뢰성 역

시 매우 높다.

토오크는 토오크 미터로부터 신호를 받아 그 값이 CRT 패널상에 나타나도록 되

어 있으며, 회전수는 통상적인 방법인 Tacometer를 이용하여 테스트 펌프의 축 회

전수를 체크하여 회전수 지시계를 통해 CRT패널상에 나타나도록 하였다.

 

특  징

다양한 종류의 유압펌프에 대해서 시험이 가능

각각의 성능실험 공정에서 판정항목에 대한 합격/불합격 여부 및 전 공정을 통한 

종합판정

진공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캐비테이션 현상을 억제시켜 실험의 정확성을 증대

고온유 공급 유니트와 2중 열교환기 시스템을 도입하여 작동유 온도를 항상 일정온

도로  유지시킴

Solenoid valve의 ON/OFF Sequence control를 Personal computer에서 

Program을 통해 제어

기어식 유량계를 사용하여 높은 응답의 유량계측이 가능

실시간 Data 획득 및 그래픽처리로 보다 정확하고 쉬운 분석이 가능

각종 경보시스템의 설치로 고장의 검색 및 보완을 수월하게 함

PC를 사용하여 여러 작동변수를 통합적으로 하나의 program를 통하여 제어하여 

편리성도모 

 

자동성능시험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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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큐뮬레이터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은행과 같은 것으로 돈 대신에 유압력을 저장하는 유

압기기이다. 압력 에너지를 항상 보존하고 있다가 미량의 기름이 누설되는 경우에도 

압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바로 압력유를 보충하거나, 충격적으로 발생하는 압력(서지

압)을 흡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단시간에 펌프를 대신하는 긴급시 보조압력으로서 

즉, 안전장치로서의 역할도 한다. 

종류는 스프링식, 重垂하중식, 가스식 등이 있다. 重垂하중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 

축적된 기름이 유출되어도 그 유압력이 변화되지 않고 항상 일정한 유압력이 얻어

지는 특징이 있다. 가스식은 부라더라고 불리우는 곳에 질소가스를 주입하여 가스의 

팽창을 이용해서 유압력을 얻는 것으로서 이 방식의 어큐뮬레이터가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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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 실린더
 

유압 실린더는 유압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선형운동을 하는 유압

요소로서 압력과 유량을 제어하여 추력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1. 단동 실린더

단동 실린더(single acting cylinder)에서는 피스톤측 면적으로만 유압이 작용하

므로 부하에 대하여 한 방향으로만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단동 실린더의 동작원리는 유압유가 피스톤측으로 흘러 들어가면 부하로 인하여 압

력이 상승하게 되고 이 압력으로 인한 힘이 부하를 이기고 피스톤을 전진 운동시키

게 된다. 후진 운동시에는 피스톤 측이 방향제어 밸브를 통하여 탱크와 연결된다. 

후진행정은 스프링이나 외력 또는 작은 지름의 보조 실린더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물론 이러한 힘들은 실린더, 배관, 밸브 등의 마찰력 합보다 커야만 한다. 보통 피스

톤 로드의 단면적은 실린더의 1/2 이상이다. 

 

2. 복동 실린더

복동 실린더(double acting cylinder)의 경우에는 피스톤 양측에 압력이 걸릴 수 있

다. 그러므로 양쪽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유압유가 피스톤측 면적으로 흘러 들어가서 피스톤에 압력을 가하게 되고 압력과 

면적의 곱인 추력이 형성된다. 이 힘이 외력 및 마찰력을 극복하게 되면 피스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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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 전진운동을 하게 된다. 유압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변경되고 그 결과가 최

종 부하에 작용한다. 후진작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동된다. 피스톤이 전진운동을 

할 경우에는 피스톤 로드측의 유압유가 탱크로 귀환되고, 후진운동할 경우에는 피스

톤측의 유압유가 탱크로 귀환된다. 다음 그림은 복동 실린더의 전후진 운동을 보여

준다.

유압 실린더는 실린더 통(cylinder barrel), 피스톤과 피스톤 로드, 엔드 켑(end 

cap), 유압유 포트(port) 및 실(seals)로 구성되어 있다.

 

1) 실린더 통

실린더 통을 보통 실린더라고 하며 재질로는 강관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주물이나 

합금강, 청동, 황동 등도 사용된다. 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내면의 마모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께 0.05mm 정도의 경질 크롬 도금을 한다. 실린더 내면은 피스

톤과의 미끄럼 면이 되므로 누유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정밀도의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보통 호닝(honing) 또는 연삭 다듬질을 한다.

 

2) 실린더 커버

실린더 커버 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그림의 볼트 연결은 실린더 벽에 

나선을 내어 커버를 볼터로 고정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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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실린더의 외관은 좋으나 실린더 벽 두께가 두꺼워져 긴 유압 실린더의 

경우에는 재료비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타이로드(tie rod)를 사용하는 방법은 가

장 일반적인 제작 방법이다. 고압 실린더에 타이 로드법을 사용하면 신장이 크므로 

차폐 방법을 이것에 맞추어 특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밖에도 용접 이용 

방법과 와이어 루프(wire-loop) 결합 방법 등이 있다.

 

3) 피스톤

실린더의 내면과 접촉되는 피스톤 부위는 원활하게 운동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

여 실린더 내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압력, 굽힘, 진동 등의 하중에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더욱이 피스톤 외주부의 미끄럼 부분은 횡압(최대 추력

의 1/200)과 피스톤 자중에 견딜 수 있는 면적을 가져야 한다. 또 피스톤과 로드의 

연결부는 누유가 되지 않도록 밀봉을 유의하여야 한다.

피스톤 패킹에는 V 패킹, U 패킹, 컵 실(cup seal), 오링(O-ring), 피스톤 링 등이 

사용된다. 패킹의 형상과 재질의 선택에는 유압유의 종류, 온도, 속도, 압력 등을 고

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스톤의 평균속도는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30 - 200 mm/sec 정도로 제한하는 것

이 좋다. 일반적으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패킹의 밀착압력이 커져 저항이 증대되

어 열의 발생, 패킹의 마모가 심해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4) 피스톤 로드

피스톤 로드 재료는 인장력 65 kgf/cm2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압축, 굽힘, 진동

등의 하중에 견디어야 하고 마모, 부식에 대하여도 충분히 견뎌야 한다. 특히 피스

톤 로드 외면은 요동에 따르는 흠이나 녹을 막기 위하여 경질 크롬 도금 또는 이것

에 상당하는 표면처리가 요망된다.

 

3. 복동 실린더의 종류와 사용처

복동 실린더에는 일반적인 복동 실린더 이외에 다음 표와 같은 여러 종류의 복동 

실린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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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
 핸들링 장치 

및 호이스트
이동장치 항공장치 조선

 공구 및 작업대상물

의 이송운동

 클램핑 장치

 절삭운동 관련 기계

 틸팅(tilting)

 리프팅

 선회운동

 포크 리프터

 굴삭기

 파우어 로더

 트랙터

 포크 리프터

 랜딩기어

 비행기 날개

운동

 

 방향타 조정

 프로펠러 조

정

 

 

그리고 복동 실린더의 대표적인 사용처와 사용부위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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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결 테스트 기계

 브로우칭 기계

 프레스

 프린팅 기계

 인젝션 몰딩 기계

 트럭 등

 

 트럭 등

 

기름 탱크

 

4. 실린더 쿠션

쿠션(cushion)이 내장된 실린더는 큰 부하가 매달려 있거나 피스톤의 속도가 빠를 

때 전후진 완료위치에서의 큰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쿠션은 실린더의 속도

가 6m/min(10cm/sec)이하일 때는 필요치 않으나 실린더 속도가 

6-20m/min(10-33.3 cm/sec)의 경우에는 브레이크 밸브나 교축요소를 통하여 쿠션

을 줄 수 있다.

속도가 20m/min(33.3cm/sec)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쿠션이나 브레이크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피스톤이 전후진 완료위치에 다가서면 정상적으로 복귀되던 유량이 

일부만 복귀되고 일부는 압력 릴리프 밸브를 통하여 탱크로 귀환된다. 이러한 방법

으로 피스톤 속도가 감소되어 고속으로 인한 충격 위험을 방지하게 된다. 쿠션은 전

진위치, 후진위치, 또는 전후진 위치에 각각 설치될 수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쿠

션이 작용하려면 반드시 압력 릴리프 밸브가 사용되어 유량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린더에는 전후진 위치에 모두 쿠션 기능을 갖춘 실린더도 잇는데 이 실린

더는 전후진시에 모드 갑작스러운 충격을 방지할 수 있다. 

 

   

 1. 기 능

1) 유압유의 저장 

유압회로내의 작동유를 저장한다.

 

2) 열의 발산

유압 시스템에서 동력 손실은 열로 변환되어 유압유의 온도를 높이게 되고 이 유압

유는 기름 탱크로 복귀하게 된다. 기름 탱크는 탱크 벽을 통해 열을 발산시키므로 

충분한 크기의 용량이 필요하고 탱크 설치장소도 잘 선정하여야 하며, 제쟝기 따르

면 냉각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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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용량 펌프 용량

30 ℓ (8 gal)

1/2 ℓ/min (0.32 G.P.M)

2.5 ℓ/min (0.66 G.P.M)

5.4 ℓ/min (1.42 G.P.M)

75ℓ (20 gal)

7.3 ℓ/min (1.9 G.P.M)

9.5 ℓ/min (2.5 G.P.M)

18.0 ℓ/min (4.7 G.P.M)

3) 공기의 제거

기포는 유압 시스템에서 소음발생과 기기 손상을 가져오고 특히, 펌프에서는 캐비테

이션 현상을 일으키며 유압유의 압축성을 증가시킨다. 기름 탱크의 표면은 공기 분

리 효과를 증대시켜 주며, 유압유가 탱크에 오래 머물수록 공기 분리 효과는 더욱 

커진다. 

 

4) 오염물질의 침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들어지는 생성물과 극히 미세한 오염 입자는 필터로 제거되

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이물질은 기름탱크에서 침전시켜 한 곳으로 모이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름 탱크의 바닥은 경사지게 만든다.

 

5) 응축수의 제거

외부와 기름 탱크 내부의 온도차이로 수분이 응축되어 유압유에 섞이게 된다. 물은 

유화되거나 바닥에 고이게 되는데 이를 주기적으로 제거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응

축수의 제거를 위하여 기름 탱크에는 드레인 탭이 설계되어 있다.

 

6) 펌프, 모터, 밸브의 설치장소 제공

펌프, 모터, 밸브의 설치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하며 소음감

소 역할도 한다.

 

2. 크기와 모양

기름탱크의 크기는 열의 발산, 공기 분리를 위해서 크면 클수록 좋지만 설치장소, 

유압유의 비용, 이동성 등에 따라서 크기의 제약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유압 시스템 

내의 유압유가 전부 기름 탱크 안에 모이더라도 넘쳐흐르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크

기여야 한다. 탱크의 이상적인 크기는 유압유가 시스템 내에 모두 차있는 상태에서 

고정식 유압의 경우 그  장치가 필요로 하는 매분 펌프 토출량의 3-5배 정도로 하

고 이동식 유압의 경우는 1배 정도로 한다. 그리고 유압유 체적의 10-15%를 크게 

하여 공기 쿠션장치를 제공하도록 한다. 다음표는 탱크의 표준 용량의 예를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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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ℓ/min (7.5 G.P.M)

150ℓ (40 gal)
39.0 ℓ/min (10.3 G.P.M)

50.0 ℓ/min (13.2 G.P.M)

260ℓ (70 gal)

65.0 ℓ/min (17.1 G.P.M)

80.0 ℓ/min (20.8 G.P.M)

105.0 ℓ/min (27.7 G.P.M)

125 ℓ/min (33.5 G.P.M)

378 ℓ (100 gal)

135.0 ℓ/min (36.5 G.P.M)

170.0 ℓ/min (44.0 G.P.M)

210.0 ℓ/min (55.0 G.P.M)
 

기름 탱크의 모양은 열의 대류와 발산을 위해서는 바닥 면적이 좁고 키가 큰 형태

가 바람직하지만 공기분리 효과 및 펌프, 구동장치의 설치장소 측면에서는 바닥 면

적이 큰 형태가 유리하다. 따라서 어느 형태가 좋다고 결정할 수 없지만 이동형 유

압시스템의 경우에는 유압유가 이리저리 쏠리므로 키가 큰 형태를 취하고 고정식 

유압시스템의 경우에는 면적이 어느 정도 큰 형태의 모양을 취하게 된다.

 

3. 구 조

기름 탱크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의 장치로 구성된다.

 

 

1) 흡입관 및 복귀관

유압유의 효과적인 순환을 위해서는 흡입관과 복귀관은 가능한한 멀리 떨어져 있어

야 한다. 두 관의 출입구는 모두 공히 유면 밑에 위치해야 하고 관끝은 기름 탱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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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으로부터 관경의 2-3배 이상 떨어져야 이 물질의 혼입이나 이 물질이 바닥에서 

일어남을 방지할 수 있다. 관끝은 저항을 작게 하기 위하여 45° 정도로 절취하고 반

대편으로 향하게 한다. 관내의 유속은 1-2 m/sec로 잡는다.

 

2) 분리판(baffle plate)과 공기분리기(air separator)

유압시스템에서 돌아오는 유압유와 펌프 흡입구로 흘러가는 유압유를 분리시켜 유

압유가 펌프의 벽을 따라 흐르도록 하여 유압유에 혼입되어 있는 물이나 기포가 분

리될 수 있게 한다. 분리판은 유압유의 냉각효과를 증진시키며 유압유가 머무르는 

시간을 지연시켜 이 물질의 제거를 돕는다. 공기 분리장치는 0.5mm 직경의 매쉬 스

크린(mesh screen)이다.

 

3) 드레인(bottom drain)

탱크 내에 머물러 있는 물이나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탱크 바닥에는 적당한 경

사를 주고 가장 낮은 곳에 드레인을 설치한다. 드레인 할 때는 용기를 넣어 받아 낼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의 필요하므로 탱크 바닥과 지면사이에 150mm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때때로 드레인 스크류에는 자석 막대가 달려 있어 금속 부스러기를 

제거한다.

 

4) 유면계(oil level gauge)

유압시스템 운전 중에도 유면의 최고, 최저 위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작동

시 적합한 유면을 유지하도록 한다. 유압유의 양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

다.

 

5) 공기 필터(breather air filter)

기름 탱크의 유면은 유압시스템의 실린더가 동작할 때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므

로 유면 위에 항상 대기압이 작용할 수 있도록 통기구멍이 필요하고 통기 구멍에는 

공기 필터를 부착하여야 하는데 여과입도는 5-60㎛ 정도이다.

 

6) 주유구(filter spout)

유압유를 주유할 때 유압유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트레이너(strainer)를 거치

도록 한다.

 

7) 청소용 측판(clean-out cover)

탱크 속을 청소할 때 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급적 큰 측판을 손쉽게 떼었다 붙였

다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청소를 하거나 스트레이너를 쉽게 교체할 수 있게 한다.

 

8) 탱크 커버(tank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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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장치

구 분 공냉식 냉각기 수냉식 냉각기

설 명
팬에 의해 식혀진 유압유는 배관을 

통하여 복귀관으로 돌아간다.

냉각수에 의해서 유압유가 식혀진

다.

장 점
운전비용이 적다.

설치가 쉽다.

대용량의 냉각작용이 가능하다.

소음이 작다.

단 점
소음이 크다.

운전비용이 비싸다.

냉각수의 오염 및 부식발생 위험이 

있다.

탱크 커버의 설계는 그 위에 무엇이 설치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펌

프가 탱크 안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커버는 제거될 수 있어야 한다. 구동장치가 설치 

될 경우에는 커버에 소음 생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진동방지 요소를 설치해야 한다. 

보수 유지 측면에서 복귀관은 탱크 커버에 설치되는 것이 좋다. 먼지나 높은 습도의 

환경, 이동식 유압장치에서는 오염방지 목적으로 밀폐된 기름탱크가 사용될 수 있는

데 이때에는 환기가 불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질소가스로 충진된 신축성있는 블

래더(bladder)가 탱크내에 설치되어 있어 과압(overpressure)을 걸어 캐비테이션을 

방지한다. 

  

 유압시스템에서의 마찰은 유압유가 배관이나 유압부품을 통하여 흐를 때 에너지 손

실의 원인이 되고 유압유의 온도를 상승시키게 된다. 열은 저장탱크, 배관, 유압부품 

등을 통하여 외부로 발산된다. 유압시스템에서의 작업온도는 50 - 60℃ 이상을 초

과하지 않도록 한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유압유의 점도가 너무 떨어지게 되고 산화 

현상을 가속시키며 실린의 내구수명을 단축시킨다. 이는 결과적으로 작업의 정밀도

를 떨어뜨리고 누설을 증가시키며 유압유의 성질을 변화시키므로 유압유의 온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유압시스템 자체의 냉각기능이 떨어지면 냉각장치

(cooler)를 가동시켜 일정범위 내로 유압유의 온도를 유지시켜 주어야 하는데, 냉각

장치는 온도 조절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 냉각장치에는 수냉식과 공냉식이 있는데 

공냉식은 온도 차이가 25℃까지, 수냉식은 온도차이가 35℃까지 일 때 사용하고, 많

은 양의 열을 분산시킬 때에는 팬 쿨러(fan cooler)를 사용한다. 수냉식 냉각기는 

통속에 여러 개의 관을 묶어서 넣고 관속에는 냉각수가 흐르고 관 주위에는 유압유

가 흘러 지나가면서 냉각된다. 냉각관의 주위에는 배플(baffle)을 설치하여 유압유의 

유로를 복잡하게 함으로서 냉각효과를 높여준다. 냉각기는 유압회로중에서 압력이 

낮은 쪽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발열원 가까운 쪽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유온을 

조절하고자 할 경우에는 냉각수 유입관의 유온에 따라 냉각수의 양이 조절되게 하

는 온도 조절용 서머스텃(thermastat) 장치를 설치하기도 한다. 공냉식 냉각기는 유

압유가 흐르는 관 주위에 핀을 붙이고 그 사이를 공기가 통과하도록 팬을 돌려서 

냉각하는 방식으로 물을 이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사용된다. 대부분의 팬을 전기모

터로 구동되나 간편 설계를 위하여 펌프 축에 커플링을 이용하여 팬을 설치하기도 

한다. 수냉식 냉각기와 공냉식 냉각기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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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관리의 목적

보수관리 및 고장대책
 

유압장치를 생산설비로 보는 경우, 그 설비의 良否는 다음의 2가지 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1) 경제적 측면

      (a) 初期비용

      (b) 稼動비용

      (c) 休止비용

 

(2) 품질적 측면

생산설비의 전체비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평가된다.

      (a) 생산제품의 품질의 良否(성과와 생산량)

      (b) 최적운전조건의 유지, 조작의 용이성

      (c) 설비의 고장, 수명 등에 관한 신뢰성(休止비용)

      (d) 가동비용의 대, 소

      (e) 초기비용의 대, 소

  

 보수관리란, 최소의 가동비용, 최소의 休止비용을 유지하고, 작업능률의 향상, 생산 

코스트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설비가 고장이 나면, 교환부품이나 교환기기의 비용뿐만이 아니라 생산라인의 일부

의 경우는 전 생산공정에 영향을 주고 休止비용이 단순히 부품교환대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보수관리란, 「예방보전」과「사후(고장)보전」의 2종류로 생각할 수 있다.

「사후(고장)보전」은 기능저하나, 정지한 생산라인을 일각이라도 빨리 가동하기 위

해서 중요하지만, 생산라인을 정지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예방보전」이 오히려 중

요하고, 이를 위한 보전투자는 설비의 신뢰성을 증가시키고 생산제품의 품질확보, 

안전확보로 이어진다.

 예방보전

 장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점검, 정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1) 제품 및 장치사양의 이해(취급 설명서, 카탈로그등의 주의사항의 체크)

(2) 정기점검의 실시(부품, 기기의 부품교환시기, 정밀검사 시기, 점검항목의 점검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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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분류 현    상 입자 사이즈

치명적 고

장

단시간, 순간적으로 치명적 손상.

펌프의 갉아먹음.

기기 Clearance 보다 큰 입자

(25∼40㎛)

간헐적 고

장

一過性의 작동불량

시트타입의 밸브 자리에 일시적으

로 흡입되어서 발생하고, 통과 후

는 정상으로 보인다. 반복된다.

 

Clearance와 동등 또는 그 이하의 

입자(10∼15㎛)

기 능 경 감

고장

마모의 점차적 증가로 서서히 기

능저하.

Clearance 보다 작은 입자

(3∼5㎛)

항 목 주요 trouble 내용

설계상의 문

제

1. 사양과의 차이

2. 환경과의 차이

3. 사이클 타임과의 차이

4. 인피던스 matching 부적합

제조상의 문

제

1. 배관 miss

  (입구,출구,A 및 B 포트, 파이롯드 라인, 드레인 背壓大)

2. 취부 miss (조임과대 및 부족)

3. 기기의 조립 miss(회전방향)

4. 스풀형식(조립방향)

설치상의 문

제

1. 조정불량 압력,유량,압력스위치,어큐뮬레이터 N2압력, 절환밸브, 

교축조정. 실린더 쿠션)

2. 전기 시퀀스와의 균형 (리미트 스위치 위치, 타이머 설정, 극성

반전)

3. 공진 (채터링, 삐-음)

(3) 보전의 기록(매일 작동상태 확인, 작동유 교환일, 고장기록), 이것으로부터 정기 

체크를 행하면, 경時변화에 의한 장치의 운전상태의 미소한 변화도 파악할 수 있고, 

고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한, 고장보전시 원인심사의 경우는 유익한 테이타

가 된다.

 

 <입자크기에 의한 고장 현상> 

 

 <주요 초기고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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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펌프 응답성능 불량 (가변형)

5. 밸브 또는 회로의 응답시간 특성 불량

6. 액츄에이터의 응답특성 불량

시운전후 단

시간에 발생

하는 문제

1. 브러싱 부족

2. 작둉유의 선정 miss

3. 고무, 이물질의 흡입

4. 발열(Cooler 용량부족, 오일탱크 용량부족)

5. 환경과의 차이(기온, 유온)

6. 필터 막힘

7. 소음

8. 진동, 충격
 

사후(고장)보전

(1)초기고장

장치는 통상, 조정검사 완료 후에 시동하며, 조정 또는 시동시에 발생하기 쉬운 주

요 문제는 위 표와 같다. 시동시는 이러한 각 항목을 재 체크하고, 잘못이 있는 경

우는 재조정, 대책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2)우발고장

우발고장은 조작miss, 정전, 혹한, 혹서등 주의를 초월하는 고장이다. 이외에 우발고

장은 대개 액중 이물질 혼입이 원인이고, 그 이물질의 입자 사이즈에 따라 분류된

다. 표에 나타낸 치명적 고장의 방지는 25∼40㎛입자의 제거를 행하고, 간헐적 고장

의 방지는 입자 사이즈10∼15㎛의 제거를 행한다. 필터의 특성에서 제거율이 100%

이하의 경우는 이것으로부터 고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발생율를 떨어뜨리는 

것은 가능하다.

 기능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고장은 경年고장이고 장치전체의 기능이 서서히 저하

하기 때문에 정기점검시의 정밀검사에서 마모된 부품의 교환을 행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기능을 회복한다. 기능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고장의 방지(수명 또는 교환시

기의 연장)에는 입자 사이즈 3∼5㎛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고장의 원인을 장치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그 장치에 요구

되는 입자의 관리기준을 선정하면 된다. 장치의 고장회수는 초기고장의 조정이 완전

하면, 대개 안정한 운전이 가능하다. 보수의 면에서는 고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후

(고장) 보전은 불필요하고, 「최적운전상태의 유지」또는「초기 운전상태의 유지」

를 위한 예방보전에 유의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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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대상
고장원인 변화요인

처  치

측정, 점검, 대책 한 계 시

작 
동 
유

1.작동유의 오염

.청정도저하

.슬러지발생

.내마모성저하

.필터막힘 

정기청정후 측정

청소(탱크필터)

element 세정

압력손실 점검

작동유교환

필터교환

플러싱

2.작동유性狀變
化

.동점도

.점도지수

.수분혼입

.공기혼입

정기성상분석

캐비테이션

흡입압력

작동유교환

 

3.기기 부품의 

마모, 피로, 파
손

.치수변화에 의한 

   내부누설 증가

.Hydraulic Lock

.갉아먹음

.드레인 배압 

소음측정(이상음)

액츄에이터 속도

측정

이상 진동

발열

정밀검사

(부품교환)

유압
기기 
및 
부속
부품

 1.seal,패킹의 
경년노화

.용해

.경화

.膨潤

同左

(적합성점검)
정밀검사(교환)

2.금속 화학반응
(부식)

.용해

.분해

.발청

.파손

.캐비테이션

분해점검

(적합성 점검)

정밀검사

(교환)

장치
기계
계

 1.진동,충격,소
음

.취부치수

.편심,볼트 헐거움, 
나사헐거움,脫落)

.측정치 변화

.나사헐거움,脫落,단
선,절연불량,어큐뮬
레이터,가스압력불
량)

재조정

(마모부분점검)

 

재설정

정밀검사

(교환)

 

파손품교환

  2.오일누설 .유면저하 오일보충 정밀검사

경년고장(경年故障)

 예방보전의 목적은 장치의 운전시간의 경과에 의한 경時變化의 排除에 있다. 고장

발생의 회수를 시간 축으로 하면, 설비가동의 시작시에 많고, 따라서 초기조정이 완

전하다면, 경年變化에 따른 경年故障 대책을 하면 좋다.

 유압장치에서 경年變化의 주요한 항목을 다음표에 나타낸다.

 

 <변화 항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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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헐거움

.공기혼입
seal부 점검 (배관계)

기  
타

( 계
기류 
교
정)

 1.조작miss

(Spec.오인)

2.정전,혹한,혹
서

3.환경변화(輪出
等)

.그 후 수리에서 사
양 변경이 없는가

.기온

.외국 Spec.

 기계운전사양

 재점검

압력계교정,교환

회전계교정,교환

유온계교정,교환

유면계교정,교환

압력스위치교정,
교환

 主) 위 표는 일반적인 우발고장이 아니더라도,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발생하기 
때문에 정기 점검 시 특히,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제거 또는 교환, 보충, 보정
이 필요하다.

점검항목 점검箇所 및 점검방법,추정원인
점검

주기

펌프의 이상음
귀로 듣는다. 

유중에 공기혼입, 탱크용 필터의 막힘. 이상마모
1/D

펌프의 흡입 진공도  탱크용 필터 막힘. 진공계 점검 1/3M

펌프 케이싱의 온도상
승 이상마모, 베어링의 燒付 1/3M

펌프 토출압력 저하 이상마모, 燒付, 파손(shaft, rotor, vane, key) 1/3M

커플링의 이상음 귀로 듣는다. 이상마모, 특별한 변화 1/M

커플링의 마모 특별한 불량, 구리스 공급 1?Y

탱크용 필터 부착물 溶劑로 洗淨, 내측에서 공기를 불어서 제거한다. 1/3M

유압모터의 이상음 귀로 듣는다. 이상마모(내부부품,베어링) 1/3M

가동사이클 每 압력계
의 지시

각기기의 작동불량, 이상마모, 압력계의 이상 흔
들림 1/6M

액츄에이터 속도 각기기의 작동불량,이상마모에 의한 내부누설 증
대 1/6M

기계장치의 사이클 타
임

(펌프 로드 타임 측정)
"                           " 1/6M

액츄에이터의 패킹 교환 1/Y

베어링부의 온도상승 베어링의 이상마모, 레이디얼 로드(부하)의 증대 1/6M

어큐뮬레이터의

初充塡壓力低下
누설의 유무점검 1/3M

압력계, 온도계, 타이머 기준기와 비교 교정한다. 1/Y

고무 호스류 파손상태를 조사한다. 1/6M

기기, 배관의 실링부 油密상태를 조사한다. 油面점검 1/6M

 

<일반적 정검사항과 점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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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er의 청소 공냉 : 라디에이터부 청소, 수냉 : Cooler내 청
소 1/6M

기기부착 볼트

배관 support의 느슨함.
진동이 큰 장치에서는 중요 1/6M

작동유의 일반性狀과

작동유 오염
기준을 초과하면 교환 1/3

유  온 기준값이 아닌 경우는 원인을 밝혀 수리 1/D

오일탱크내의 유면 저하하면 작동유 보충. 오일 누설개소의 조사 1/M

오일탱크내의 침전수 오일탱크 밑에 드레인 구멍을 뚫어 조사 1/3M

유압장치 전체 각 기기의 분해 소거(정밀검사),배관의 플러싱 1/Y

전원 전압 측정 허용치의 범위내에 있는지 조사 1/3

전기계통의 절연저항 
측정 규정치 이하일 경우는 불량 個所를 조사 1/Y

유압실린더란?

1. 유압기계의 수족으로서 유압의 압력과 유량을 공작기계의 table 왕복운동과 같은 

일로 바꾸는 유압기기이다.

2. 일반적으로, 직선왕복운동을 하는 직선왕복실린더와 수진 운동을 하는 요동실린

더로 분류된다. 

3. 직선왕복실린더 종류

- 단동실린더

- 복동실린더

- 차동실린더

4. 요동실린더 종류

- 베인식실린더

- 레버식실린더

- 나사식실린더 

유압공학(油壓工學) [명사]

[명사]<물리>유압 기구와 요소, 회로의 설계,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이론과 기술 등

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기술 공학의 한 분야이다.  

6.3 증압기의 종류를 열거하고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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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동 증기압(single action booser) 

: 한방향으로 작동할 때만 증압기능을 발휘함. 

이증압기는 단일작동(피스톤 행정이 한번 운동하는것)으로 필요한 압력과 유량을 토

출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2. 복동 증기압(double action booster) 

: 좌우왕복행정 모두 증압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함. 

2차측 고압유를 연속으로 보낼 경우, 증압기 자체를 소형화할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

인데 저압실린더 좌우에 고압실린더를 배열한 것이 많다. 

복동증압기는 1차측 압력의 변환을 주기 위하여 여러가지 전환 밸브를 사용하는 방

식이 있다. 

3. 초고압 증압기(very high pressure booster) 

: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음. 

다이아몬드를 인공합성하는데도 초고압이 필요하다. 

현재 초고압 증압기는 1400도 정도까지 도달한다. 

6.4 왕복 증압기의 자동변화기구에 대해서 설명하라.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를 설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작동을 가능하게 해서 계

속족으로 2차측 고압유를 얻을 수 있다.. 

6.5 여과기에서 strainer와 filter는 어떻게 다른가? 

strainer : 혹은 셕션 필터(suction filter)라 함. 

펌프 흡입측에 설치하여 작동유중의 이물질 분리시키는 것. 

filter : 펌프의 토출측이나 회로의 귀환측에 설치하여 여과작용을 시키는 것. 

6.6 여과기의 종류를 형상과 설치위치에 따라 분류하여라. 

1. 형상에 의한 분류 

T형 

유압필터로서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배관을 분리시키지 않고 필터 엘리먼트(filter 

element)만을 교체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작동유의 흐름을 몇개의 굴곡을 거쳐

서 흐르게 됨으로 압력강하가 다른 형보다 조금 큰 결점이 있다. 

포트형 

대형이고 저압회로에 주고 많이 사용된다. 큰 케이스를 위와 아래로 분리하는 분리

판에 많은 엘리먼트가 끼여져 있다. 

직렬(in-line)형 

가장 작은 용적이고 경량이다. 그러나 엘리먼트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해체해

야 하는 불편이 있다. 

위시(wash)형 

직열형의 변형으로 필터엘리먼트 주위에 모여진 오염물이 연속적으로 씻겨져서 엘

리먼트를 깨끗렬(는 장점이 있다. 비교적 소형이고 대유량을 조작할 때 필요한 필

터이다. 

Y 형 

흐름의 통로가 직선적이므로 압력강하가 낮다. 현재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2. 설치장소에 의한 분류 

고압라인 필터(high pressure) 

고압쪽의 주회로 또는 각 기기앞에 설치하여 유압기기를 보호해 주는 필터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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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회로에 많이 사용된다. 

탱크 필터(reservoir type filter)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착위치로 탱크중에 설치함으로 케이스(case)가 

불필요하고 저렴하다. 압력강하가 커지면 펌프의 공동현상을 일으키므로 여과 넓이

를 크게 취하고 메시(mesh)가 큰 여과 재료를 사용한다. 

통기 필터(vent type filter) 

탱크유면의 변화, 기압이나 온도의 변화로 가압되지 않는 탱크는 공기와 직접 접촉

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먼지나 수분이 혼입될 경우가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필터를 통기필터라 한다. 

귀환 회로 필터(return line filter) 

귀환 밸브로부터 탱크로 되돌아오는 관에 설치되는 필터로서 비교적 저압용으로 사

용된다. 펌프의 토출 유량이 전부 탱크로 돌아오는 회로에서는 이러한 형의 필터는 

유효하지만 릴리프 밸브가 자주 열려서 거기로 유압 펌프의 토출량이 바이패스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형의 필터는 적합하지 않다. 

흡입관용 필터(suction line filter) 

펌프 흡입측에 설치하는 필터인데 펌프의 공동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압력강하가 

적은것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필터를 스트레이너(strainer)라고도 한다. 

분류필터(by-pass filter) 

처음에는 펌프로부터 작동유 일부만이 필터를 통과하고 얼마간 운전하는 사이에 작

동유의 대부분이 필터를 통과하도록 한것으로 회로의 유량에 비해 소형을 설치해도

되나 작동유의 전량을 여과시키지 못하므로 완전한 여과작용을 할 수 없다. 

지역필터(zone filter) 

유압시스템의 중요한 기기만을 단독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기 또는 관 연결부 내에 

짜넣는 소형 엘리먼트를 말한다. 

6.7 여과기의 증압 지시기는 무엇인가? 

필터의 엘리먼트가 이물에 의하여 막혔는지 지시해 주는 장치. 엘리먼트의 압력증가

가 설정 값에 도달하면 자석과 스프링의 힘으로 판이 위로 올라가게 하여 엘리먼트

의 이상이 있음을 알려주는 장치이다. 

6.8 여과회로를 열거하고 각각 특성을 서술하라. 

여과회로는 펌프 토출량, 필터 및 스트레이너의 성능, 작동유의 유화정도 등에 의하

여 결정한다. 

바이패스(by-pass)식 회로는 작동유의 오염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 사용. 

회로내의 전유량이 8시간 이내에 여과될 수 있는 용량의 것을 사용하도록 JIC규격

에서 규정하고 있다. 체크 밸브는 돌아오는 작동유가 필터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압력을 유지시킴과 동시에 여분의 작동유가 체크 밸브를 통해 탱크로 돌아오도록 

하고 있다. 필터와 체크 밸브의 저항이 릴리프 밸브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회로에서는 필터를 흐르는 작동유의 유속이 느리므로 엘리먼트의 메시(mesh)

가 미세한 것을 사용하여 적은 먼지까지 여과할 수 있다. 

펌프 다음에 고압회로에도 필터를 설치하고 귀환회로의 저압회로에도 필터를 설치

한 여과회로는 여과작용은 충분하지만 유압회로의 필터는 고압용이면서 용량이 크

기 때문에 고가이고 저압용의 필터를 사용해도 용량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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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유의 회로에 필터를 설치하고 귀환회로에도 바이패스식 회로를 사용하여 미세한 

먼지를 여과하도록 한 이 회로는 릴리프 밸브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체크 밸브

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6.9 면적식 유량계에 대해서 서술하라 

일정한 교축전후의 압력차를 측정함으로써 유속을 알 수 있는 대신 일정한 압력차

로 유지하게끔 교축의 면적을 바꾸어서 유속을 측정하여 유량을 계산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계기로는 면적을 바꾸어서 유속을 측정하면 유량을 계산 할수 있다. 이

런 방식의 계기로는 부자식, 피스톤식, 게이트 식이 있다, 이런 것들은 변위로 유량

을 읽는 것이고 직접 눈금을 읽는 방법이다, 이외에 전기적인 변환기를 써서 전기적 

신호로 지시 혹은 기록할 수 있는 것도 있다, 

6.10 오벌 치차 (over gear)의 원리를 이용한 유량계에 대해서 설명하라 

용적식 유량계를 일명 적산체적계 라고 한다, 어떤 면적을 어떤 시간 동안에 통과한 

유체의 전체적을 적산 체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유체의 흐름 도중에 측정하는 것

을 적산 체적계라 한다. 적산체적계에는 유량계에 적산 기구를 부착한 형식과 직접

체적을 측정하는 것이 있다, 액체용과 기체용이 있는데 구조는 다르다. 

6.11 관로의 유량이 30ℓ/min일 때 스케줄 40관을 써서 펌프토출측과 흡입측의 관지

름을 구하고 각각의 유속을 구하라. 

JIC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속을 추천한다 

압력관로 : 2.5～4.5m/s 약 3.7m/s 

흡입관로 : 0.6～1.5m/s 약 1.5m/s 

표 6.11과 표 6.7을 이용하면 

압력관로유속이3.7m/s 두께는 2.1mm 

흡입관로 유속이 1.5m/s 두께는 1.5mm 

스케줄은 40에서 

약 두께는 2.1mm 이면 외경은 13.8 mm 

약 두께1.5mm 외경은 10.5mm 이다 

6.12 파이프와 튜브는 어떻게 다 

유압기초공식 모음

1. 실린더 단면적 산출 공식  

             D²(내경㎠)ㆍπ

    A(㎠) = --------------- 

                   4

2. 실린더 추력 산출 공식

    F(㎏) = A(㎠) x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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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력에 필요한 실린더에 유압 압력 산출 공식

               F(㎏)

    P(㎏/㎠) = -------

               A(㎠)

4. 실린더에 필요한 유량 산출 공식

                     A(㎠) x speed V(㎝/sec) x 60

    Q(ℓ/min) = -----------------------------

                                   1000

5. 실린더 전행정에 필요한 시간 산출 공식

             A(㎠) x st(㎝) x 60

    T(sec) = -------------------

              Q(ℓ/min) x 1000

6. 1초에 실린더가 작동하는 speed 산출 공식

                     Q(ℓ/min) x 1000

    speed V(㎝/sec) = ----------------

                        A(㎠) x 60

7. 전동 MOTOR 산출 공식

                     P(㎏/㎠) x Q(ℓ/min)

     ① 마력(HP)   = -------------------

                        450 x η(효율)

                       P(㎏/㎠) x Q(ℓ/min)

     ② 키로와트(KW) = --------------------

                         612 x η(효율)

8. 유압 MOTOR의 TORQUE 산출 공식

             P(㎏/㎠) x q(㏄/rev:1회전당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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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ㆍｍ) = -------------------------------

                          200ㆍπ

9. 유압 MOTOR에 필요한 유량 산출 공식

             q(㏄/rev) x N(rpm)

  Q(ℓ/min) = ------------------

                    1000

10. 유압 MOTOR의 출력 산출 공식

                   2πㆍNㆍT(㎏ㆍｍ)

    ① 마력(HP)   = -----------------

                        75 x 60

                  2πㆍNㆍT(㎏ㆍｍ)

    ② 전력(KW) = -----------------

                       102 x 60

11. ACCUMULATOR 용량 산출 공식

                           P₂x P₃

     V₁= ΔV ----------------------

                  P₁x ( P₃- P₂) x (0.7)

   V₁: ACCUMULATOR 용량

   ΔV: ACCUMULATOR 용량 방출 유량

   P₁: N2 봉입압력

   P₃: 유압 작동최고 압력

   P₂: 유압 작동최저 압력

펌프의 용어

① 토출량(Capacity,Discharge) 

 : 펌프가 단위시간에 토출하는 액체의 체적(㎥/min혹은 ㎥/s)

② 전양정(Total Head,Total Pump Head)

 : 펌프 운전에 의해 발생하는 전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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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가 운전되면 흡입관로, 토출관로, 관로 출구 등에 각종 손실이 생긴다.

   토출액면과 흡입액면의 수두차인 실양정(Hs), 이를 관로계의 손실수두(his + 

hid)와 토출 

   속도수두(Vd^2/2g)를더한것이 전양정H 이고, 다음식으로 나타낸다.

    H = ha + his + hid + Vd^2/2g

   전양정과 실양정등의 수두를 총칭해서 양정이라고 하고 , 통상 m 을 이용한다.

③ 수동력(Liquid Power)

 : 펌프에 의해 단위시간에 액체에 주어지는 유효에너지로서, 다음식으로 표시된

다.

   Lw = 0.163 γQH (kW)

   여기서

   Lw : 수동력(kW), γ : 액체의 비중량(밀도)(㎏/ℓ), Q : 토출량 (㎥/min), H : 

전양정(m)

④ 펌프효율(Pump Efficiency)

 : 수동력 Lw와 원동기가 펌프축에 전달하는 축동력 L 과의 비를 펌프효율 η라 하

고, 다음식으로

   표시된다.

     η = Lw/L X 100 % = 0.163 γQH/L X 100 %

⑤ 비속도(Specific Speed)

  : 펌프의 수력학적 상사법칙으로 부터 유도된 수치로서 다음식으로 표시된다.

    Ns = N * Q^(1/2) / H^(3/4)

    여기서,

    Ns : 비속도, N : 회전수(1/min)

    Q : 토출량(㎥/min)

    (양흡입 임펠러일때는 토출량의 반(1/2)을 취한다.)

    H : 전양정(m)

    (다단펌프일때는, 일단당의 전양정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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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속도는 최고 효율점의 성능 N,H,Q에 대해서 구해지고, 상사형의 펌프는 펌프

의 크기와 회전수의 변화에 관계없이 동일한 값을 취한다.

⑥ 흡입비속도(Suction Specific Speed)

  : 펌프의 캐비테이션에 대한 흡입성능의 양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다음식으로 나타낸다.

   S = NQ /

   S = 흡입비속도, N : 회전수(1/min)

   Q : 토출량(㎥/min)

  (양흡입 임펠러일때는, 토출량의 반(1/2)을 취한다.)

  : 필요유효흡입수두(m)S의 값은 보통의 펌프는 최고효율점에서의 유량에서 

1,200~1,500정도이다.

    흡입성능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펌프는 S의 값이 1,900정도의 것도 있

다.  부분 유량영역에서, 이 값은 저하하고 진동 , 소음과 캐비테이션 침식의 위험

성이 증대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냉각탑 보충수량 계산 요약 

냉각탑 보충수량은 냉가탑에 유도된 풍량 및 습도, 공기의 엔탈피를 고려하여 복잡

한 계산을 수행하여

계산이 진행되어야 하나, 통상 간이 계산식에 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냉각탑 보충수량은 증발량, 비산량, BLOW DOWN량의 합으로,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

되어 진다.

1. 증발량 (Evaporation Loss)

 냉각탑에서 온수를 냉각하는 방법은 그온수의 일부를 증발시켜서 온수로부터 증발

열을 빼았아

 수온을 낮추게 된다. 이때 물의 일부는 감량되어 대기로 방출되는데 이것을 증발

량

 (Evaporation loss)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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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발량[KG/HR] = Q / 600 = C * L * ((T1 - T2) / 600)

  - Q : 냉각열량(Kcal/hr)

  - C : 물의비열(Kcal/kg.℃) 

  - 600 : 물의 증발잠열 (Kcal/hr) 일반적으로 물의 증발잠열은 539 Kcal/hr 이나 

냉각탑의 경우

          600 Kcal/hr을 적용함. 간혹 1/물의 증발잠열을 0.0018로 적용하기도 

함. 

  - T1 : 입구수온 (℃)

  - T2 : 출구수온 (℃)

  - L : 순환수량 (Kg/hr)

2. 비산량(Drift Loss)

 송풍기에 의하여 공기가 냉각탑 상부로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 물방울이 날아

가 버리기

 때문에 비산량이 발생하는 데, 이것을 Carry over & Draft loss라 하며 탑의 구조

양식,

 탑체풍속에 따라 좌우되지만 개략적으로는 장비종류에 따라 하단표와 같으나 만일

 제작사의 비산비율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적용한다. 고도의 Eliminator 설비를 설치

하는 경우

 비산비율은 순환수량의 0.01% 정도(이하)로 선정한다.

 =======================   ==========

       장비 종류            비산비율

 =======================   ==========

 Spray Ponds             : 1.0 ~ 5.0%

 Atmospheric Tower       : 0.3 ~ 1.0%

 Mechanical Draft Tower  : 0.1 ~ 0.3%

 Evaporative Condensers  : 0.0 ~ 0.1% 

 =======================   ==========

 또한 Louver PART가 있는 냉각탑은 순환수량의 0.1% 정도 추가로 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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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uver PART 없는 경우 : 비산량[Kg/hr] = 순환수량 * 0.01%

 Louver PART 있는 경우 : 비산량[Kg/hr] = 순환수량 * 0.01% + 순환수량 * 0.1%

 Eliminator는 Blade형, Wave형, Cellular형 등으로 목재 또는 PVC등의 재질이 사

용되어진다.

 통상 Eliminator를 설치하여 이 비산량을 줄일 수 있다. 근래는 이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

 0.01% 이하로 줄일 수 있다.

3. Blow Down량 

 냉각탑의 농축도 (C.O.C)를 관리하기 위해서 순환수 일부를 시스템 밖으로 배출하

게 되는데,

 이를 Blow Down이라 한다.

 설계되는 Blow Down량은 C.O.C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진다.

 Blow Down량[Kg/hr] = 증발량[Kg/hr] / (C.O.C - 1)

 통상 C.O.C는 냉각탑의 상황에 따라 다르나 대략 10 근처에서 유지한다.

4. 보충수량(△L) 

 보충수량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보충수량[Kg/hr] = 증발량[KG/HR] + 비산량[KG/HR] + Blow Down량[KG/HR]

 대략 보충수량은 순환수량의 1.0 ~ 2.0%내에 해당된다.

냉각탑 Water Balance

1.  증발량 (E)

    프로세스에 의해 냉각수가 받은 전열량은 냉각탑에 의해 방출된 전열량과 같

다.    이때 냉각탑에서 대기로 방출량 수량

     E = (C * m * △T) / (Hl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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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 물의 정압비열 [@ 40℃에서, 0.998 Kcal/Kg℃]

      - m : 순환수량 [M3/Hr]

      - △T : 온도차 [℃]

      - Hl : 물의 증발잠열 [@ 40℃에서, 578 Kcal/Kg]

     * 계산과 실제 증발손실량의 비

                       하절기        춘.추기      동절기

       실제/계산       90~100%       70~80%       50~60%

2. 비산손실량 (W)

   냉각탑에서 물방울로 비산하여 손실되는 수량으로 설계된 순환수량의 0.05 ~ 

0.2%

3. 강제 블로우다운 (B)

   부식장해, 스케일장해 방치를 위해 농축도 관리차 강제로 시스템 밖으로 배출하

는 수량

   N = Cr / Cm = M / (B + W) = (E + B + W) / (B + W)

   식에서 B 값을 계산하여 구함

   - N : 농축배수

   - E : 증발량

   - B : 강제 블로우다운

4. 보급수량 (M)

   계내에 전보유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증발, 비산, 블로우다우운 등

에 의해

   손실된 수량을 보충한 수량

   M = E + B + W

5. 농축배수 (N)

   순환수와 보충수간의 염류농도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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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Cr / Cm

   - N : 농축배수

   - Cr : 순환수의 Ca 경도 [CaCO3 ppm]

   - Cm : 보충수의 Ca 경도 [CaCO3 ppm]

6. 체류시간 (Tr)

   냉각계에 유입된 보급수가 계외로 배출될때 까지의 평균적인 시간

  Tr = H / (B + W)

7. 보유수량 (H)

   배관, 냉각탑 수조등 냉각수계 전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