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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비절감 및 조향감 향상을 위한 EHPS 시스템은 엔진 동력 기반의 HPS(Hydraulic Power Steering)

시스템과는 달리 탈 엔진형 조향 기술로써 동력원인 BLDC 모터, 고압펌프 일체형 모듈, 상용 HPS 시

스템의 기본 유압회로, 조향계 시스템 및 BLDC 모터를 제어하고 최적 조향력을 생성하기 위한 로직

이 포함된 ECU로 구성되며. 주요구성 모듈은 펌프부, 모터부, 제어부로 분류된다. 본 논문에서는 펌프

부의 외접형 Gear펌프의 시제품 제작하였고 구동토크 측정실험의 Data를 통해 기존 EHPS용 Gear펌

프와 비교평가를 하였다.

 
1. 서론

최근의 고유가 상황과 경제 위기를 직면하면서, 에

너지 절감 및 고효율의 전장 부품산업의 육성에 대

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으며, 지능형 차량

부품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비절감

과 조향감 향상을 위한 EHPS(Electric Hydraulic

Power Steering) 시스템 개발은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자동차에서의 접목이 가능하며, 특히 고출력의

조타력이 필요한 상용차 기반의 기술 구축에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 EHPS의 시스템 구조도 

EHPS 시스템은 엔진 동력 기반의 HPS(Hydraulic

Power Steering) 시스템과는 달리 탈 엔진형 조향

기술로써 동력원인 BLDC 모터, 고압펌프 일체형 모

듈, 상용 HPS 시스템의 기본 유압회로, 조향계 시스

템 및 BLDC 모터를 제어하고 최적 조향력을 생성

하기 위한 로직이 포함된 ECU로 구성된다.

EHPS의 주요구성 모듈은 펌프부, 모터부, 제어부

로 분류되며, 이 중 펌프모듈의 시장점유율은 Gear

펌프 모듈이 70%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Vane펌프는

일부 제품화 하고 있다. Gear형은 구조가 간단하며

특히 온도특성이 Vane형보다 유리하여 제품화에 널

리 사용하고 있다.

Gear펌프의 주요 장점으로 잔고장이 적고 이물질

및 오염에 강하며,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여 가격이

저렴하다. 효율은 일반적으로 Vane펌프 대비 떨어진

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 가공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유사수준으로 발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이점에

주목하고 Gear펌프를 제작하여 대상부품과의 비교

평가를 실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기어펌프 구조 및 주요부품 기능
Gear펌프의 주요 부품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 Resonator Cover : 펌프의 Cover 역할, 펌프의

전달소음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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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ar Pump Body : Gear Pump본체의 기능, 고/

저압 유로형성

- Gear Cover : 오일 유/토출부 가이드 기밀성 유

지(오링)

- Gear Shaft Bushing : Gear Shaft 지지, Gear상/

하면 습동부 기밀성유지

- Gear Shaft : 회전에 따른 유압발생, 모터축과

연결 후 회전력전달

- In/out O-ring : 내/외부 공기차단, 유압에 대한

기밀성 유지

- Reservoir Tank Cover : 저압의 유량을 저장, 리

턴 유량 저장

- Relief Valve : 펌프의 이상 고압이 발생시 저압

으로 압력해소

2.2 기어펌프 구동원리
[그림 1]에서 보여지는바와 같이 입구 포트에서 기

어가회전함에 따라 입구포트에는 구동기어이와 종동

기어이 사이에서 체적이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체적 증가는 진공압력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탱크에 작용하는 대기압은 기름을 펌프로 밀어 올리

게 된다. 그러면 작동유체는 기어의 이와 하우징 사

이의 공간에 실려 출구로 운반되고, 충심 접촉점 이

전에서 시어의 이는 다시 맞물리면서 유체는 밀려나

가게 된다.

[그림 2] 기어펌프 구조

3. EHPS 펌프부 시제품 설계
유압장치는 단위중량당 동력이 크고 대량의 동력

전달이 용이하며, 직선운동과 회전운동을 용이하게

구연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

유압장치 중 유압동력원을 발생 시키는 유압펌프

와 유압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화시키는 유압모

터가 전체 유압시스템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라 할 수 있

다. 현재 유압펌프의 종류는 크게 기어펌프, 베인펌프,

피스톤 펌프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피스톤 펌프는 대

용량 고효율 특성을 지니고, 기어펌프와 베인펌프는 상

대적으로 고속회전이며 효율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

기어펌프는 크기가 작고 제작이 용이하여 승용차

의 유압동력원과 같이 소형 유압장치의 구동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대상차량의 기어펌프는 120 kgf/㎠

를 상회하는 펌프로 구성되어 있다. 설계 목표인 토

출유량과 토출압력으로부터 기어펌프의 제원을 결정

하기 위한 설계 인자를 고려해야한다.

외접형 헬리컬 인볼류트치형 Gear펌프의 기본 이

론토출량은 다음과 같다

 ×× 
 

× tan (1)

변수 단위

이끝원지름( ) mm

중심거리() mm

축직각단면 치형의 법선피치( ) mm

잇폭() mm

기초통상의 스파이럴각( ) 

[표 1] 변수 및 단위

기어펌프 효율은 기어의 이 끝부분과 케이스 사이 그

리고 기어 옆면과 케이스 사이에서 발생하는 누설용량

과 점성마찰 손실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기어펌프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어의 이 끝부분과 케이

스 사이 간극을 검토하였다.

[그림 3] 기어펌프 3차원 구조

이러한 주요인자들을 고려하여 외접 Gear펌프를 [그림

3]과 같이 도식화하여 설계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기본 토출량의 변경 시 주요인자를 변경하여 설계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3.1 Gear Pump 시제품
이론 토출량을 기준으로 대상차종의 Gear펌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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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킹하여 각 잇수, 모듈압력각 등을 역산출해서

시제품을 설계,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시제품은 [그

림 3]와 같다. [그림 4]은 Relief Valve는 압력조절밸

브의 원리를 이용하여 독자적 모델로 시제작한 것이

다.

[그림 4] Gear pump

[그림 5] Relief Valve

Gear펌프와 더불어 모터 시제품과 제어기는 별도

의 참여기업에서 역할 분담하여 제작하였으며, 1차

년도 EHPS 모듈시험의 기본은 A사의 펌프 Housi-

ng을 이용하여 각 핵심 요소 부품을 제작 후 조립

하여 시험 평가 진행하였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Gear 펌프구동토크 측정시험기
EHPS Gear 펌프 구동토크 측정시험기는 크게 유

압펌프, 모터, 제어부로 구성되어지고 작동원리는 모

터가 유압펌프의 샤프트와 연결되어 유압펌프를 회

전시켜 압력/유량을 발생, 제어부는 rpm, 압력, 오일

온도, 유량을 표시하고 압력제어는 수동 조절 가능하

도록 구성되어져 있다.

Gear펌프의 유량 및 구동토크를 압력별로 측정이

가능하고 시험기의 전체적인 구성은 아래의 [그림

6]과 같다. 시험결과는 [그림 7]와 같이 측정할 수

있다.

[그림 6] 유량 및 구동토크 시험기

[그림 7] 성능 결과

4.2 Gear Pump 비교 시험 DATA
시제품으로 개발된 Gear 펌프의 전체적 성능평가

를 위해 펌프 구동토크 측정시험기로 구동토크 및

유량을 측정하였다. 대상차량의 Gear펌프 샘플을 측정

한 결과 기본 토출량이 1.5cc/rev정도 되며 압력이 증가

함에 따라 유량변화율이 적고, 압력상승 시 구동토

크는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시제품도 기본

토출량은 1.5cc/rev로 설계하였으나 압력이 증가 시

에 유량의 감소폭이 대상차량 샘플에 비해 크게 나

타나고 구동토크도 크게 발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시험결과는 [그림8], [그림9]과 같다.

5. 결론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기어펌프 시제품을 제작하였고, 제

품의 구동토크 측정 및 RPM별 토출유량실험을 통

하여 A사의 기어펌프의 Data와의 비교평가를 실시

하였다. 그 결과로 RPM별 토출유량이 A사 제품과

유사한 성능이 나타났으나, 향후 최적설계 기법적용

을 통하여 우수한 성능의 기어펌프를 개발 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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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압력 P = 50  

[그림 9] 압력 P = 100   

후기
본 연구과제는 지식경제부의 지능형 자동차 상용화

반 구축 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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