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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The productivity improvement and work efficiency improvement of the work site are directly related to the cost
reduction of the product. Crane demand companies are adopting it as an important item of product purchase
standards.

징으로 전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전
환하므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선형 운동이 가능하
다. 액추에이터가 하중을 신장하거나 압축할 때만
동력을 사용하는 에너지 효율적 전기유압 액추에이
터이다. 열을 발생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향과
유량 제어 밸브 대신 유압펌프의 양방향 회전을 통
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전기유압 액추에이터의
핵심 장치인 기어펌프의 성능 개선 개발에 필요한
기어 치형 수정 설계, 가스켓 설계, 부싱 등을 설계
한다. 주요 특

1. 서론

밀 저소음, 고효율 전기유압
액추에이터로서, 로봇 산업, 의료 및 영상 장비 산
업, 항공 및 우주산업, 모바일 장비, 일반기계 산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사용되는 소형 전기유압 액추
에이터이다. 유압 시스템의 장점인 고출력밀도, 자
동안전장치와 전기기계 시스템의 장점 배선과 제어
용이성을 융합한 전기유압 액추에이터이다. 고출력
밀도, 경량화, 저소음, 고효율, 소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며 누유가 없는 고효
율, 친환경 제품이다. 개발 기술은 전기모터, 고정
용량 유압펌프, 축압기, 압력 릴리프 밸브, 카운터
밸런스 밸브, 체크 밸브 등으로 구성된다. 동력 전달
기어는 연결 배관이 없으며 작은 수의 부품으로 한
개의 유닛으로 통합한다.
개발 기술은 출력 도,

2. 개발

한다.

배경

액추에이터가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이
유가 전기 액추에이터나 유압 액추에이터와 비교하
여 높은 출력밀도, 낮은 소음이다. 높은 효율이 있으
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기유압 액추에이터의 근본 특
징인 출력밀도, 소음, 효율 등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

와 유압회로도

[그림 146] 개발 제품의 구성도

전기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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