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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EH PTO(Electro-Hydraulic Power Take Off) 

트랙터의 PTO 축 동력을 개폐시키는 역할을

러치로 접속이 이루어지는 초기에는 낮은 

를 접속시키고, 적절한 시간 동안 압력을 

후, 접속이 완료된 시스템 압력으로 동력이

는 압력 조절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EH PTO 

율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PTO 밸브의 동적

석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합계의 동적 거동

이용되는 본드그래프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브를 모델링하고, 이에 따른 상태 방정식을

리고 유도된 상태 방정식은 MATLAB-SIMULINK

여 수치적으로 해석하였다. 

 

2. PTO 밸브의 압력 모듈레이션
 

Fig. 1은 EH PTO 밸브의 개략도이다. PTO 

이션 밸브(a)와 어큐뮬레이터 밸브(b), 그리고

의 핀(c)과 두 개의 스프링(d)으로 구성되어

전에서 모듈레이션 밸브는 완전히 열린 위치가

은 클러치로 흐르게 된다.  

한편 EH PTO 밸브에 급격히 높은 압력이

면 클러치 패시지(f)의 압력이 증가하게 

밸브 내에 존재하는 통로를 통해 파일럿 

들어가게 되어 모듈레이션 밸브가 닫히게

뮬레이터 패시지(i)의 압력도 같이 증가하며

되면 어큐뮬레이터 밸브는 모듈레이션 밸브와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어큐뮬레이터  밸브의

라 핀과 모듈레이션 밸브는 열린 위치로 이동하게

Fig. 1 Schematic of EH PTO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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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며, 모듈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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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드그래프를 이용한
 

PTO 밸브를 본드그래프 모델링

기 위해서 몇가지 가정을 하였다

급 압력은 일정하고 밸브 내 

하며, 어큐뮬레이터 밸브와 

유체력은 무시하였다.1 

PTO 밸브 내부를 흐르는 유량은

위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개구부의

패시지 입구 오리피스의 단면적

과 연결된 관의 단면적과 각 

해 결정되어지며, 식(1)과 같이

Q=f(Cd, A, 

여기서 Q는 각 개구부 및 오리피스를

는 유량 계수, A 는 어큐뮬레이터

단면적, ΔP1/2는 각 패시지 사이의

그리고 유체의 압축성(bulk stiffness of the oil)

같이 나타낸다. 

K=V/

여기서 V 는 각 패시지의 체적이고

탄성계수(bulk modulus of elasticity)

Fig, 2 는 식 (1)~(2)를 적용하여

본드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1

유량과 저항을 나타낼 수 있으며

압력을 나타낼 수 있다. 한편, 

단면적과 밸브 내의 압력에 의해

래프의 에너지변환 방법에 의

이용하여 나타내었다.3 

Fig. 2 Bondgraph of EH PTO valve

식 (3)~(10)은 Fig. 2의 본드그래프로부터

시지의 압력과 각 밸브의 변위를

정식을 유도한 것이다. 압력 모듈레이션에

와 기본 요소에 대한 기호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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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PTO 밸브의 모델링 
 
모델링 기법을 통해 모델링하

하였다. 즉, 밸브에 입력되는 공

 각 포트의 유량 계수는 일정

 모듈레이션 밸브에 작용하는 

유량은 모듈레이션 밸브의 변

개구부의 단면적과 어큐뮬레이터 

단면적, 그리고 클러치 실린더 쪽

 패시지 사이의 압력 차에 의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 A, ΔP1/2)                   (1) 
오리피스를 통해 흐르는유량, Cd 

어큐뮬레이터 패시지 입구 오리피스의 

사이의 압력차를 나타낸다. 

(bulk stiffness of the oil)은 아래와 

K=V/β                       (2) 

체적이고, β는 작동 유체의 체적

ulk modulus of elasticity)이다. 

용하여 표현한 EH PTO 밸브의 

. 1-접점에서는 밸브 각 부분의 

있으며, 0-접점에서는 밸브 내의 

, 각 밸브의 변위는 각 밸브의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본드그

의한 트랜스포머(transformer)를 

Fig. 2 Bondgraph of EH PTO valve 

 

본드그래프로부터 밸브 내 각 패

변위를 상태변수로 하여 상태방

모듈레이션에 대한 주요 변수

설명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PTO 밸브의  

MATLAB-SIMU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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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jor variable and parameter

 

4. MATLAB-SIMUILINK를 이용한
 

본 연구에서 수행된 EH PTO 밸브의 압력

이션은 상용화된 프로그램인 MATLAB-SIMULINK

하였으며, 이때 수치적분 알고리즘은 Runge

하였다. 해석 시 가변 step type 으로써 최고

0.02sec로 하였으며 최종 시간은 0.8sec로 

MATLAB-SIMULINK 에 입력된 식 (3)~(10)

그램(block diagram)을 보여주고 있다. 

EH PTO 밸브에 일정한 압력이 가해질

지의 압력을 계산하였고, 시뮬레이션 작동

듈레이션 밸브의 변위와 모듈레이션 밸브에

단면적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Fig. 4 는 클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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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jor variable and parameter 

이용한 시뮬레이션 

압력 제어 시뮬레

SIMULINK 를 이용

Runge-Kutta 법을 사용

최고 step size 는 

 하였다. Fig. 3은 

(3)~(10)의 블록 다이어

가해질 때 클러치 패시

작동 시간에 대한 모

밸브에 의한 개구부 

클러치 패시지에서

의 압력 변화를 나타낸다. 

Fig. 3 Block diagram of MATLAB

 

Fig. 4 The pressure in clutch passage

 

4. 결
 

본 연구에서는 본드그래프

브의 압력 모듈레이션에 대해

석 프로그램인 MATLAB-SIMULINK

밸브의 수치해석 시뮬레이션을

드그래프 모델에 대한 타당성 

다. 이는 밸브 설계에 있어서

따른 다양한 결과를 얻어낼 수

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유압

이션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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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드그래프 기법을 이용하여 EH PTO 밸

대해 모델링하였고, 상용화된 해

SIMULINK 를 이용하여 EH PTO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

있어서 중요한 상태 변수의 변화에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유압 시스템의 압력 제어 시뮬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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