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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hydraulic noise test facility, a variety of test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pulsation pressure generation 
mechanism and its transmission characteristics and to derive the noise control methodology. Many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by changing average pressure, flow rate, pump speed, hose length and MCV spool condition. From the test results, the 
correlations between pulsation pressure and other design parameters, such as static pressure, flow rate and MCV spool opening 
area and length of hose, were found out. And also each contribution factors were evaluated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By 
changing hose length, the pulsation pressure resonance phenomenon was investigated. In order to find out the pulsation pressure 
reduction measures pulsation pressure analysis, such as pulsation pressure of hydraulic pump itself and pulsation pressure of 
hydraulic system, by using AMESim were studied. In addition hydraulic silencer was developed based on the Helmholtz 
resonator. And its performance was evaluated by installing the silencer at the excavator. 

 
1. 서  론 

건설장비에 적용되는 EU 동적 소음 규제(1)는 날

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운전자들의 운전

석 소음에 대한 요구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요구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건

설장비의 소음원 특성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 

건설장비의 주요 소음원은 디젤엔진, 흡배기, 냉각

팬 및 유압 시스템으로 분류된다.(2) 유압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소음원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으며, 소음 수준 또한 상당히 개선

되었다. 그러나 유압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시 해결하는 정도의 연구만 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근본적인 문제 발생의 원인을 파

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유압 시스템에 의한 소음은 Fig. 1 에서 나타낸 바

와 같이 유압 펌프 및 모터에서 전파되는 공기음

(air-borne noise), 고체음(structure-borne noise) 

및 유체음(fluid-borne noise)으로 구분되며, 유체음

은 배관을 따라 전파되어 전체 소음 수준에 대한 기

여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유체음을 대표하는 압력 맥동의 발생 및 

전달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유압 시스템에서 발생하

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압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압력 맥동의 특성 파악

을 위해서는 실제 구동 조건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하여 압력 맥동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

나, 실제 장비를 대상으로 이러한 계측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비의 유압 

시스템을 모사할 수 있는 시험 장비를 구비하고 시

험 장비를 이용한 다양한 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

를 분석하였다. 

 

 

 
 

Fig. 1 Noises generated from hydraul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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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 펌프의 압력 맥동 계측 방법에 대해서는 2

차 맥동원법을 이용한 방법이 ISO 10767 에 이미 

채택되어 있다.(3~5) 그러나 ISO 10767 에 채택된 압

력 맥동 계측 방법은 유압 펌프의 고유한 압력 맥동

을 계측 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므로, 메인 컨트

롤밸브(MCV) 및 유압호스 등으로 구성된 실제 건설

장비 유압 시스템의 압력 맥동과는 차이가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압 펌프 자체의 압력 맥동 계

측은 ISO 10767-2 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유압 시스템의 압력 맥동을 직접 

계측하였다. 

계측 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압력 맥동의 발생 및 

전달 특성과 그에 따른 압력 맥동 예측 및 제어 방

안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또한 유압 시스템의 설

계 변경만으로 압력 맥동의 제어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압력 맥동 저감 장치를 개발한 과정과 그 

적용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 압력 맥동 시험 

2.1 시험 장치 
실제 건설장비의 유압 시스템은 Fig. 2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실

제 건설장비에서 소음, 진동, 맥동을 여러 조건으로 

변경하면서 시험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하며, 또한 인접 부품과의 간섭으로 인하여 기능품

의 변경이나 교체가 아주 제한 적이다. 

따라서 용이한 시험을 위하여 실제 건설장비 유압 

시스템과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시험 장치를 제

작하였다.(Fig. 3 참조) 전동기를 사용하여 펌프를 

구동하고, 로딩 유닛을 이용하여 실린더와 같은 작

업 장치에서 발생하는 부하를 모사할 수 있도록 제

작하였다. 

 

 
 

Fig. 2 Hydraulic system of exca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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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of test facility 
 

Table 1 Specification of test facility 
 

항목 제원 

최대 압력 350kgf/cm2 

최대 유량 380LPM×2 

회전수 ~2300RPM 

전동기 출력 280kW 

적용 장비 5 톤~45 톤급 굴삭기 

 

시험 장치의 주요 제원은 Table 1 과 같다. 시험 

대상인 21 톤 굴삭기의 유압 펌프 및 MCV 를 설치

하여 압력 맥동 특성을 시험하였고, 그 결과를 아래

에 자세히 설명하였다. 

 

2.2 유압 펌프 단독 시험 
Fig. 4 는 유압 펌프 단독 시험을 위한 연결 상태

를 보이고 있다. Fig. 4 에서 색이 칠해진 화살표는 

작동유가 흐르는 곳이며, 붉은색은 압력 맥동을 계

측 하는 지점을 나타낸다. 작동유가 안전 밸브를 거

쳐서 탱크로 바로 들어감에 따라 MCV 의 스플 개구 

면적에 의한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 대한 시험이 가

능하다. 

 

펌프->안전밸브->탱크

 
 

Fig. 4 A loop of hydraulic pum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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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ulsation Pressure with flow rate 
 

시험 결과는 Fig. 5 와 같다. 펌프 회전수에 대한 

차수가 낮을수록 압력 맥동이 크게 발생하였고, 평

균 압력 및 유량과 비례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2.3 유압 호스 변경 시험 

(1) 직경 변경 
유압 호스의 직경을 증가시키는 것이 유압 시스템

의 압력 맥동을 저감시키는 좋은 해결 방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맥동 저

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도 한다. 유압 호스의 

직경을 변경하였을 때 압력 맥동이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서 유압 호스의 직경이 압력 맥동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시험 결과는 Fig. 6 과 같다. 1700rpm 이하에서 

직경이 큰 경우에 압력 맥동이 작고 1700rpm 이상

에서는 반대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펌프 회전수에 

따라서 압력 맥동이 변화되는 양상이 반대로 나타난

다. 따라서 유압 호스의 직경 증가는 일반적인 압력 

맥동 저감 방안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Fig. 6 Pulsation pressure with hose diameter 

 

 

 
 

Fig. 7 Pulsation pressure with hose length 
 

(2) 길이 변경 
유압 펌프 단독 시험에서 유압 호스의 길이와 관

련된 주파수에서 압력 맥동이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

되었다. 따라서 유압 호스의 길이가 압력 맥동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압 호스 길이 변경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결과를 Fig. 7 에 나타내었다. 특정 펌프 회

전수에서 압력 맥동이 증가하고, 해당 펌프 회전수

가 유압 호스의 길이에 따라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호스 양쪽 끝단이 막힌 경우 공명 주파수는 식 

(1)과 같이 계산된다. 식에서 if 는 i 번째 공명주파

수, c는 음파 속도, L은 호스의 길이는 의미한다. 

 

       1,2,...
2i
icf i
L

= =                 (1) 

 

작동유의 음파 속도를 1350m/s 로 가정하여 유압 

호스의 길이와 관련된 공명 발생 주파수를 계산하면 

Table 2 와 같이 압력 맥동의 피크가 발생하는 주파

수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압 호스 양

쪽 끝에서 발생하는 반사파에 의한 정재파가 발생하

며, 정재파의 주파수와 펌프 회전수가 일치할 경우 

공명과 같은 현상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

압 호스의 길이 즉, 유압 시스템의 설계에 따라 압

력 맥동이 커질 수 있으므로 설계시 유압 호스의 길

이를 적절히 선정하여 공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Table 2 Hose resonance frequency 
 
호스 길이 주파수 펌프 회전수 

1650mm 409Hz 2727rpm 

1800mm 375Hz 2500rpm 

2700mm 250Hz 1667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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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MCV->탱크

 
 

Fig. 8 A loop of hydraulic system test 
 

2.4 유압 시스템 시험 
MCV 내부 각 스플의 유로 단면적에 해당하는 개

구 면적이 압력 맥동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하여 Fig. 8 과 같이 유압 펌프와 MCV 를 연결

한 상태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8 에서 색

이 칠해진 화살표는 작동유가 흐르는 곳이고, 붉은

색은 압력 맥동 계측 지점을 나타낸다. 

 다양한 스플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시

험 결과는 Fig. 9 와 같다. Fig. 9 에서 “ Pump” 는 

2.2 절에서 설명한 유압 펌프 단독 시험 결과를 나타

낸다. MCV 가 연결됨에 따라 압력 맥동이 달라졌음

을 알 수 있는데, 이는 MCV 의 개구 면적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개구 면적은 유로의 단면적에 해

당하므로 개구 면적에 따라 스풀을 통과하는 유량이 

달라질 수 있다. 2.2 절 설명한 바와 같이 유량과 압

력 맥동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MCV 의 개

구 면적도 유량과 유사하게 압력 맥동 발생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압력 맥동의 발생은 평

균 압력, 평균 유량 및 개구 면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인자들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압 펌프 단품 시험 결과와 유압 시스템 시험 결과

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9 Pulsation pressure with spool 
 

총 300 상태의 시험 결과를 분석에 이용하여 식 

(2)와 같은 회귀분석식을 유도하였다. 식에서 Q 는 

유량(lpm), mP 은 평균 압력(bar), 0iP 는 펌프 단독 

맥동(bar), A는 개구 면적(mm2)을 의미한다. 

 

( )
1 0 _1

0 _1

4.9196 0.0221 0.0056 0.8111

     0.0344 0.0002 0.0001 0.0012
st m st

m st

P Q P P

Q P P A

= − − +

− − − +
   (2) 

 

식 (2)를 살펴보면 펌프 단독 맥동의 계수가 

0.8111 로써 평균 압력, 유량 및 개구 면적에 비하

여 월등히 큰 기여도를 가지며, 다음으로 평균 유량, 

압력의 순으로 기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유압 시스템의 압력 맥동 저감을 위해서는 펌

프 자체의 압력 맥동 저감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 압력 맥동 해석 

유압 시스템 해석 상용 S/W 인 AMESim 을 이용

하여 21 톤 굴삭기용 유압 펌프의 압력 맥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는 Fig. 10 과 같다. AMESim 

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ISO 10767-

2 의 방법을 이용하여 유압 펌프의 압력 맥동을 계

측하고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1~2bar 이내로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압 호스에 의한 공명 발생 여부 및 예상 압력 

맥동 수준을 AMESim 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해석 

결과는 Fig. 11 과 같다. 해석 결과와 계측 결과가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유압 펌프 및 시스템에 대한 압력 맥

동 해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기술은 

유압 시스템의 압력 맥동 저감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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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Hydraulic pump pulsation pressur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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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Hydraulic system pulsation pressure analysis 

 

4. 압력 맥동 저감 장치 개발 

일반적으로 배관의 소음 저감 장치로 많이 사용되

는 단순확장형 소음기는 급격한 단면 변화로 인하여 
압력 맥동은 성공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나, 작업

자의 미세한 조정에 의한 압력 변화가 MCV 측에 제
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실차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압
력 맥동 저감 장치 개발을 위하여 헬름홀쯔

(Helmholtz) 공명기의 원리를 이용한 맥동 저감 장치

를 제작하였다. 헬름홀쯔 공명기는 제어 주파수의 
폭이 좁은 것이 약점인데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어 주파수의 폭을 넓히는데 효과적인 공명

기 배열을 이용하였다.(6) 
Fig. 12 와 같이 유압 펌프 토출구에 장착 가능한 

압력 맥동 저감 장치를 제작하였다. Fig. 13 은 압력 
맥동 저감 장치 설치 전후의 굴삭기 운전석 소음 수
준과 압력 맥동 수준을 나타낸다. 압력 맥동 저감 
장치 설치 후 운전석 소음과 압력 맥동 수준이 상당

히 저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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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ilencer for hydraulic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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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ulsation pressure with hydraulic silencer 

installation 

 

5. 결  론 

21 톤 굴삭기 유압 시스템의 압력 맥동 발생 및 
전달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유압 시스템의 동특성 
시험을 위한 시험 장치를 구성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의 동특성을 시험하였다. 시험 결과를 통하여 평균 
압력, 평균 유량, MCV 스플의 개구 면적 및 유압 호
스의 길이가 맥동 발생과 관련된 주요 인자인 것을 
파악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하여 각 인자들의 압력 
맥동 발생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하였다. 유압 호스

의 길이와 관련된 공명이 발생함을 파악하였으며, 
유압 시스템의 적절한 설계를 통하여 공명을 회피해

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압 시스템의 설계 변
경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압력 맥동 저감 장치

를 개발하고 성능을 검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21 톤 굴삭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설장비 유압 시
스템의 압력 맥동 저감 설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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