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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압시스템은 작은 사이즈로 큰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밀도가 높고, 빠른 반응성 및 제어성이 좋은 점 

등 많은 장점으로 인해,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항공 및 

군수 분야 등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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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 건설기계 및 항공 분야에서 사용되는 유압시

스템은 이동형 유압시스템으로써, 설치공간의 제약으

로 제한된 동력을 갖는다. 실제 상황에서는 일정하지 

않은 부하상태에서 작동되므로 에너지의 효율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따라서 부하가 필요로 하는 만

큼의 유량을 생산하는 부하감응형 유압시스템의 개발

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

다[1]. 이는 유압모터나 실린더와 같은 액추에이터의 

구동을 위한 부하를 펌프가 감지하여, 필요한 유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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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d design requirements for piston pumps, which were used as the power source of light 

rescue vehicle, and designed a piston pump satisfying such requirements. In order to satisfy the driving 

specification of the rescue device, the pump needs to be designed using the displacement volume of 110 cc/rev, 

the pressure of 350 bar and the rotation speed of 2,200 rev/min. The design was verified by flow and structural 

analyses respectively. The shape of the piston pump was optimized in terms of both flow characteristics and 

structural stability. A test equipment was also fabricated to verify the developed piston pump and test conditions 

were established. Finally, the developed piston pump was tested for its performance and operat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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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출하면, 펌프로 동력을 전달하는 엔진의 과출력

을 예방할 수 있다. 이는 작전상황에서 중요시되는 장

비의 운용시간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

Fig. 1. Light rescue vehicle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유압 피스톤 펌프는 Fig. 1과 

같이 경구난 장갑차에 장착된 유압식 구동장치의 주 

유압 펌프로써, 엔진동력을 통해 흡입된 유압유를 구

난장치인 크레인, 윈치, 도자장치, 후방지지대 등에 공

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Fig. 2. Structure of hydraulic piston pump

  유압 피스톤 펌프는 Fig. 2와 같이 유량을 공급하는 

펌프 몸체, 부하압력과 펌프 출구 압력을 검출하여 유

량을 제어하는 부하감응밸브로 구성된다. 부하감응밸

브는 유량조절밸브의 입구와 출구의 압력차를 검출하

여, 밸브 내 스프링에 의해 설정된 차압이 발생되면 

펌프의 토출유량을 제어하는 밸브이다. 밸브의 응답성

에 따라 펌프의 제어 성능이 결정되고, 유압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2].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부하감응형 펌프 개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린더블록, 피스톤, 피스

톤 슈, 리테이너, 샤프트 등으로 구성된 Rotary Group

이 고속으로 회전하여, 마찰로 인한 마모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소재 선택의 안전도를 고려하기 위한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밸브플레이트의 형상에 따

라 펌프의 흡입구와 토출구의 유동 특성을 분석하여 

유동의 안정성을 가지는 밸브플레이트의 해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펌프 시제품의 성능확

인을 위하여 성능시험 장치를 구성하였고, 국내·외 표

준을 참조하여 성능시험에 관한 방법을 정립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시제품의 성능 시험을 수행하여 유압 

피스톤 펌프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2. 설계 및 해석

2.1 요구사항 분석

  유압 피스톤 펌프의 설계를 위해서 경구난 장갑차

의 성능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각종 구난장치를 구

동하기 위해 유압 피스톤 펌프는 최고 압력 350 bar로 

구동이 되며, 이 때 필요한 유량을 토출하기 위한 최

대 회전수는 2,200 rev/min다. 이는 펌프 1회전 당 110 

cc 이상을 토출하는 배제용적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

한 운용조건 상 극한의 환경에서도 무리없이 작동해

야 하므로 -40~60 ℃의 환경조건을 견디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Table 1. Design requirements of hydraulic piston 

pump

Design Requirement Value

Displacment 110 cc/rev

Max. speed 2,200 rev/min

Max. pressure 350 bar

Operating temperature -4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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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조 및 유동해석

2.2.1 구조해석

  펌프의 사용조건과 내압조건에 따른 구조적 취약부

를 분석할 목적으로 응력해석이 수행되었다. 해석에 

앞서 입·출구 압력, 펌프 내부 압력, 축 토크와 같은 

해석조건을 Table 2에 표시하였다.

Table 2. Structural analysis condition

Design Requirement Case1 Case2

Outlet pressure [bar] 350 525

Inlet pressure [bar] 1

Case pressure [bar] 1

Torque [N·m] 600

  펌프의 조립상태에서의 구조해석 결과는 Fig. 3과 같

으며, 사용조건(case 1: 350 bar)과 내압조건(case 2: 525 

bar)의 경우 최대등가응력은 각각 299.3 MPa, 326.1 

MPa의 값을 나타내었고, 샤프트의 스플라인 목 부분

에서 최대등가응력이 발생하였다. 조립상태에서 구조

해석을 수행 후, 비교적 응력 값이 높게 발생하는 피

스톤과 피스톤 슈, 샤프트, 하우징 및 밸브플레이트를 

핵심부품으로 선정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4

에 나타난 핵심부품들의 구조해석 결과, 하우징을 제

외한 부품들의 최대응력 값은 각 재질의 인장강도 50 

% 이하이므로 피로관점에서는 무한수명을 가질 것으

로 판단된다.

Fig. 3. Structural analysis result of assembly condition 

of pump

Fig. 4. Structural analysis result of parts

2.2.2 유동해석

2.2.2.1 해석 대상

  밸브플레이트의 노치는 피스톤이 회전하면서 왕복

운동을 할 때 피스톤 고립을 막아주며 맥동을 감소시

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펌프에서 맥동

이 발생하면 소음뿐만 아니라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맥동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

어야 한다[3].

  맥동현상을 주제로한 많은 연구들[4~8]이 진행되었으

나, 대부분은 1차원 해석[5~8]이다. 1차원 해석은 실제 

맥동 현상인 복잡한 3차원, 비정상(unsteady), 점성 현

상을 정확히 구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치 형상이 유동 및 맥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Fig. 5에 보인 것처럼 두 가지 

형상의 노치인, 원형 미세 관로 형태(Model 1) 노치와 

V형(Model 2)를 대상으로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피

스톤 펌프에서 Model 2와 같이 일반적인 노치를 가지

는 밸브플레이트 유동은 피스톤이 회전하면서 노치를 

순간적으로 만날 때 압력 변동이 발생한다. Model 1

의 경우에는 저압에서 고압으로 순간적으로 압력이 

증가하지 않고[9], 회전에 따라 천천히 증가하는 특징

이 있다. 또한 미세 유로와 연결된 포트에서 누유가 

발생하는데, 피스톤 회전에 따라 압력이 증가하면서 

내부 누유량이 증가하게 된다.

(a) Circular type fine 

path(Model 1)
     (b) V shaped notch 

(Model 2)

Fig. 5. Flow analysis area of valve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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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수치해석 기법

  유압 피스톤펌프 내부 유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RANS(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방정식을 이용

하였으며 비정상, 비압축성, 3차원 유동해석을 CFX 

17.2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작동유체

는 온도 60 ℃의 VG46계열 오일이며, 밀도와 점도는 

각각 829 kg/m3, 0.0252 Pa-s 이다. 펌프 입구 1 bar, 

출구 350 bar의 Opening 경계조건을 설정하여 유동 특

성에 따라 자유롭게 유량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정하

였고 회전속도는 2200 rpm으로 설정하였다. 형상이 

복잡한 밸브 플레이트, 입·출구 포트 등에서는 사면체 

격자, 피스톤에는 육면체 격자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해석 격자수는 약 67만개이다.

2.2.2.3 유동 특성 분석

  입구 포트로 유입된 유체는 밸브플레이트를 거쳐 

피스톤으로 유입되고 실린더의 회전 및 팽창으로 인

해 생기는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유체가 유입되는데 

이때, 밸브플레이트와 회전하는 실린더의 접촉면이 작

아 유입 각도가 작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지되어 있는 

밸브플레이트와 회전하는 실린더의 접촉면이 넓어지

게 되고 유입 각도는 커진다.

   (a) 입구 포트     (b) 출구 포트

    Fig. 6. Flow line of Model 1 at inlet & outlet 

according to rotation angle change

  출구 포트의 피스톤 내부에서 유선은 거의 피스톤

의 길이 방향으로 평행하게 토출되다가 밸브플레이트

와 만나면서 유선이 변한다. 밸브플레이트의 보강살 

때문에 피스톤이 회전하면서 밸브플레이트의 유로와 

만나게 되는 곳은 유로가 순간적으로 좁아져 속도가 

빨라지게 되어 붉은색으로 유선이 표시된다. 마지막 

피스톤에서 토출된 유체는 벽면을 따라 흐르게 되는

데 Model 1은 Model 2에서 발생하였던 출구 쪽 유동 

불안정성이 감소하여 날개끝 와류(wing tip vortex) 형

태의 와류 및 유동 박리가 발생하지 않았다.

2.2.2.4 유량 특성 분석

  Fig. 7은 원형 미세유로 형상(Model 1) 과 V형 노치 

형상(Model 2)의 시간에 따른 유입되는 유량 및 토출

량을 회전각도에 따라 나타낸 그림이다. 유입되는 양

은 Model 1이 Model 2에 비해 그 값이 작지만 그 차

이는 미비하다. 시간 평균된 흡입량은 Model 1의 경

우 229 l/min, Model 2의 경우 231 l/min 이었으며, 시

간 평균된 토출량은 Model 1의 경우 204 l/min, Model 

2의 경우 215 l/min 이었다.

   Fig. 7. Inflow rate and outflow rate according to 

rotation angle change

  경사판에 부착된 실린더의 회전에 의해 밸브 플레

이트의 유로를 지날 때 맥동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펌프의 진동 및 소음의 원인이 된다. 본 연구에

서는 맥동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다음

식과 같이 맥동( )을 정의하였다.

 
maxmin ×   (1)

  Model 1의 경우 맥동은 7.14~11.7 %, Model 2의 경

우 4.3~6.6 % 이다. 즉 Model 1 보다 Model 2가 맥동

이 더 작다.

  Fig. 8은 밸브 플레이트 형상에 따라 1번 피스톤 끝

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누유량을 비교한 그림이다. 

그래프의 값이 + 인 것은 외부에서 피스톤 쪽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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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 값은 피스톤에서 외부로의 누유를 의미한다. 

피스톤이 고압에서 저압으로 전환될 때 순간적으로 

많은 양이 작동유가 유입되는데, Model 1의 경우가 

더 많은 양의 유체가 유입된다. 전체적으로 시간평균

된 누유량은 Model 1의 경우가 Model 2의 경우에 비

해 작다.

Fig. 8. Leakage flow at end of piston # 1 according 

to rotation angle change

  Model 1의 경우 Model 2에 비해 압력이 저압에서 

고압으로 전환 될 때 압력 급변이 발생하지 않고 상

대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압력이 천천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유동 안정

성이 가장 높은 장점이 있어 Model 1의 형상을 시제

품의 밸브플레이트로 결정하였다.

3. 시제품 제작

3.1 피스톤 조립체의 설계

  일반적인 피스톤 조립체는 Fig. 9(a)와 같이 일반적

으로 동재질의 피스톤 슈가 피스톤의 볼 조인트와 스

웨이징하여 연결되는 방식이 사용된다. 이 경우 피스

톤 펌프의 경전각은 (17~18)° 정도이다. 그러나, 역으

로 스틸재질의 볼 조인트 형태의 슈를 피스톤이 스웨

이징시키면, 기울일 수 있는 각이 더 형성되어, 동일 

크기 대비, 많은 유량을 토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요구되는 배제용적인 110 cc/rev을 만족하는 경전각은 

22° 이상이 되어야한다. 또한, 펌프의 회전 시, 피스톤

과 피스톤 슈의 이탈을 막기 위해, 목표 체결인장력을 

8,300 N이상으로 하여 피스톤 조립체의 설계를 진행

하였다.

(a) Conventional piston assy
 

(b) Developed piston assy

Fig. 9. Piston and piston shoe

  1차로 제작한 피스톤 조립체의 체결인장력(9,760 N)

은 만족하였으나, 경전각(20 °)은 목표를 만족하지 못

했다. 또한 Fig. 10과 같이 인장시험 시 스웨이징 부 

크랙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재상태에서 열처리를 한 후 피스톤을 제작하는 방

식으로 공정을 변경하였다.

Fig. 10. Rupture phenomenon of piston assembly and 

result of structural analysis

  개선 후, 2차 제작품의 체결인장력(5,801 N)과 경전

각(20 °)은 목표를 만족하지 못했다. 경전각의 미달은 

피스톤의 길이가 72.5 mm에서 스웨이징을 통해 73.3 

mm로 신장하여 슈와 간섭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개선 방안으로 피스톤 슈의 경전각 간

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상을 변경하였다. 또한 체

결인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피스톤 스웨이징 부위의 

치수를 변경(피스톤 살 두께 0.15 mm 증가, 스웨이징 

거리 0.2 mm 증가)하여 Fig. 11에 나타난 것처럼인장

강도 해석을 진행한 결과 최대 응력이 기존 320 MPa

에서 346 MPa로 약 10 %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지환 ․ 이경준 ․ 김경수 ․ 강명철 ․ 이현철

260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1권 제3호(2018년 6월)

(a) Change the dimensions of the swaging part

(b) Before improvement

(320 MPa)

(c) After improvement

(346 MPa)

Fig. 11. Structural analysis results after improvement 

of swaging part

  이를 반영하여 제작된 피스톤 조립체의 체결인장력

(9,400 N)과 경전각(25.3 °)은 목표를 만족한 결과를 얻

었다.

3.2 밸브 블록의 설계

  펌프 내부에서 Rotary Group을 제외한 작동유가 흐

르는 부품은 흡입구와 토출구가 위치한 밸브 블록이

다. 흡입구, 토출구 모두 유로의 덧살이 있으며, 이는 

흡입 및 토출의 유로저항으로 판단되어 덧살 제거를 

통해 개선을 검토하였다. 시제품 두 개에 관하여 350 

bar, 2,200 rev/min 조건으로 시험수행을 하였을 때 토

출유량이 개선 전에 비해 (2~3) % 증가하였다. 또한 

시제품 시험결과와 앞절에서 수행하였던 유동해석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토출유량은 최대 1.18 %, 드레

인 유량은 최대 2.5 %의 차이로, 해석결과가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Comparison of flow rates before and after 

valve block improvement

Parts Pressure
Main flow 

rate
Drain flow 

rate

Prototype #1 350.1 bar 201.6 l/min 25.62 l/min

Prototype #2 350 bar 203.1 l/min 24.93 l/min

Conventional 350 bar 196.5 l/min 29.66 l/min

CFD result 350 bar 204 l/min 25 l/min

4. 시험 및 평가

4.1 시험장치 구성

  개발 펌프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Table 4에 나열된 

국내·외 시험표준을 참고하였으며, 비교적 빈도가 높

은 시험항목을 선정하고 시험방법을 정립하였다.

Table 4. Reference domestic, external standards

No
Standard 
number

Standard title

1 KS B 6516
Test Methods for Electronically 
Controlled Oil Hydraulic Pumps

2 RS B 0032 Tandem pump for excavator

3 RS B 0151 Overload protection type piston pump

4 ISO 3662
Hydraulic fluid power-Pumps and 
motors-Geometric displacements

5 JIS B 8661
Hydraulic fluid power-Test method 

for electrically controlled oil 
hydraulic pumps

6 MIL-STD-810G
Environmental engineering 

considerations and laboratory tests

  펌프의 기본적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 

배제용적, 전효율, 최고사용압력, 압력-유량, 온도가 

도출되었다. 이들 항목의 시험수행 및 계측을 위해 압

력계와 유량계, 토크미터 등과 같은 센서와 부하 제어 

밸브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Fig. 12, 13과 

같은 시험장치를 구성하였다.

Fig. 12. Circuit of tes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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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ump performance test equipment

4.2 시험 수행

4.2.1 시험 조건

  4.1 절에서 도출된 시험 항목에 대한 시험 조건은 

Table 4와 같으며 시험은 KS A 0006에 명시된 상온·

상습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작동유체는 MIL-H-5606을 

사용하였으며 점도는 (10~32) cSt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동유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험을 수행

하였다.

Table 5. Test conditions

Test Items Test conditions

Displacement
(1,100±10) rev/min

No load

Total Efficiency
(2,200±20) rev/min

(350±3) bar

Max. working 
pressure

(2,200±20) rev/min
(353±3) bar

Pressure - Flowrate
(2,200±20) rev/min

(350±3) bar

High Temperature
Storage : 63 ℃

Operation : 43 ℃
Low Temperature

Storage : -40 ℃
Operation : -32 ℃

4.2.2 성능 시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배제용적( : cc/rev)을 식 (2)와 같이 

펌프 토출유량( : l/min)에 펌프 회전수( : rev/min)

를 나누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전효율은 이론사

용동력 대비 실제사용동력의 비로써 부하압력( : 

bar), 유량( : l/min), 회전토크(T : N·m), 펌프 회전수

( : rev/min)의 함수로 식 (3)과 같이 정의하였다.

  

× (2)

 ××
××

 (3)

  배제용적, 전효율, 최고사용압력 시험은 개발된 시

제품 3개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시험결과는 Table 

5와 같다. 배제용적은 모든 시제품이 요구되는 설계값

인 110 cc/rev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다. 3개의 시제

품의 전효율은 (92~94) %의 결과를 얻어 타제품의 결

과인 88 %에 비해 높은 수치를 얻었다. 최고사용압력

은 요구되는 설계값 350 bar를 상회하였다.

Table 6. Performance test result

No Test Unit
Required 

value

Prototype

#1 #2 #3

1 Displacement cc/rev 110 111.04 110.06 110.30

2
Total 

Efficiency
% - 94.48 94.11 92.60

3
Max. working 

pressure
bar 350 353.03 353.32 350.38

4.2.3 압력-유량 시험 결과

  본 시험은 펌프에 부하 압력을 증가시켰을 경우 토

출되는 유량의 거동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일반적으로 

압력증가 시 유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최대 부하에서 유량이 무부하 유량대비 얼마나 

감소했는지 수치적으로 계측하였다.

  시제품 #1은 무부하에서 238.1 l/min, 350 bar에서 

232.5 l/min으로 2.4 % 감소, 시제품 #2는 무부하 237.7 

l/min, 350 bar에서 229.8 l/min으로 3.4 % 감소, 시제품 

#3은 무부하에서 238.9 l/min, 350 bar에서 226.4 l/min

으로 5.5 % 감소하였다. 동일 사양의 타제품은 9.6 % 

감소하여 개발된 제품과 최대 7.2 %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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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Pressure vs. flowrate graph

4.2.4 고온·저온 시험 결과

  고온 및 저온 시험은 성능 시험이 완료된 3개 시료 

중 한 개의 시료만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고온 

온도 주기[10]는 MIL-STD-810G에 의거하여 설계되었으

며, Fig. 15와 같다. 각 시험은 저장 및 운용 시험이 

있으며, 운용시험으로는 최고사용압력 시험을 수행하

였다. 또한 모든 시험이 종료된 후 성능 시험을 수행

하여 성능변화를 확인하였다.

Fig. 15. High temperature storage test cycle

  고온 및 저온 시험이 종료된 후, 토출유량과 관계있

는 배제용적은 110.13 cc/rev로 요구되는 설계값을 상

회하였다. 전효율은 약 0.5 %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92 

%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최고사용압력 역시 353.42 

bar로 요구되는 설계값을 만족하였다. 고온 및 저온 

운용 시험에서도 최고사용압력 이상의 부하압력에서

도 정상작동하여 목표를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Table 7. High/low temperature test result(#3)

Test Unit Initial
High temp. Low temp.

Storage Operation End Operation End

Displacement cc/rev 110.30 110.12 - 110.15 - 110.13

Total 
Efficiency

% 92.60 92.30 - 91.68 - 92.08

Max. 
working 
pressure

bar 350.38 352.12 352.58 352.99 352.45 353.42

5. 결 론

  본 논문은 경구난 장갑차에서 사용되는 유압 피스

톤 펌프의 설계 요구 사항을 조사하고, 해석 및 설계

를 통해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유압 피스톤 펌프는 경

구난 장갑차 구난장치의 구동사양을 충족시키기 위해 

110 cc/rev의 배제용적, 350 bar의 압력과 2,200 rev/min

의 회전속도 등 운전 조건을 바탕으로 설계하였다. 이

를 위해 실제 사용조건에 따라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밸브플레이트의 노치 형상에 따

른 유동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치는 V형 노치형상에 비해 원형 미세유

로 형상이 상대적으로 유동 안정성이 높았다. 둘째, 

설계 부분에서는 펌프 구동 시 피스톤 조립체가 분리

되는 문제와 토출 유량의 향상을 위한 설계를 하였다. 

피스톤 슈가 꺾이는 부분의 간섭부를 제거하여 경전

각을 높임으로 토출되는 유량이 향상되었다. 또한, 볼 

조인트를 감싸는 스웨이징부의 길이를 증가시켜 체결

인장력도 개선이 되었다. 셋째, 작동유의 흡입 및 토

출부가 위치한 밸브 블락에서도 저항으로 작용하는 

덧살을 제거함으로 토출 유량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넷째, 개발된 유압 피스톤 펌프의 검증을 위해 시험장

비를 제작하고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시제품으로 제

작된 3개의 시료 모두 설계 요구사항인 350 bar, 110 

cc/rev을 만족하였으며, 전효율도 92 %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다섯째, MIL-STD-810G에 의거한 

온도 시험에서는 고온·저온 모두 운용시험에서 성능

이상이 없었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성능의 변화없이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

서 개발된 유압 피스톤 펌프는 이상과 같이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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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는 결과를 얻었고 설계 및 운용성에 대한 검증

을 완료하였다.

후        기

  본 논문은 2014년도 민군기술협력센터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된 연구(과제명 : 부하 감응형 사판 가변 유압

펌프개발)입니다(14-CM-M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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