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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장비용 독립 미터링 

밸브(IMV) 연구 동향

1. 서 론

원유가 생산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국제유

가 변동에 매우 민감하고, 기름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

에서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기업 운영의 성패가 

좌우될 정도로 최근의 국제유가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감산 합의 결과로 가격이 배럴당 50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국제 경기의 하락과 더불어 국제유가 상승은 이

만저만 고민거리가 아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기

름에 의해서 구동되는 기계들은 어떻게 하면 적은 기름

으로 많이 움직이고, 보다 더 큰 힘을 낼 것인가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연구들을 해왔다. 100% 기름에 의해

서 구동되는 건설중장비인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전 세

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에너

지 절약 기계, 에너지 효율 향상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

고 기존 대비 10% 에너지 절약 혹은 기존 대비 10% 

효율 향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을 유혹하

고 있으며, 기업 경쟁에서 이기려는 노력들을 아끼지 

않고 있다. 건설중장비에 사용되는 시스템 및 부품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차량의 중량을 줄이는 재료 연구, 

엔진 혹은 전기 모터의 효율 향상 연구, 각종 유압 액서

서리의 효율 향상, 유압펌프의 효율 향상, 유압 실린더

의 효율 향상 및 유압밸브의 효율 향상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차세대 

굴삭기에 채용되고 있는 독립 미터링 밸브(Independent 

Metering Valve, 이하 IMV라 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하고자 한다.

2.  유압밸브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방안

그림 1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풀 방식이 내

장되어 있는 건설중장비(굴삭기)의 회로를 보이는 것으

로, 굴삭기의 기본 동작인 암(Arm), 붐(Boom), 버킷

(Bucket), 스윙(Swing) 및 주행(Travel)을 제어하는 스

풀들을 보이고 있다. 이 회로에서는 서론에서도 서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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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스풀의 유량 특성 향상, 저유체력 특성 및 0 누설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져 스풀 단독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효율을 가지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사료된다. 그

러나 그림 1의 회로에서 해결이 어려운 것은 스풀 양단

에 발생하는 차압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P-A-B-T 흐름을 가지는, 즉 4-way 스풀 밸브

가 가지는 최대의 단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는 E.T.N에서 제공하는 카탈로그의 내용으

로, 고소 작업차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회로를 

보이는 것이다. 그림 1에 보였던 스풀과 형상은 비슷하

나, 3-way 방식의 밸브를 2조로 독립으로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를 간단히 독립 미

터링 밸브라 불리고 있다. 이러한 독립 미터링 밸브 방

식은 P-A와 B-T흐름이 각각 독립으로 되어 있어, 기

존의 4-way 방식에서 가지는 P-A-B-T 흐름에서 발

생하는 차압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림 3은 최근에 세계 굴삭기 관련 기업에서 많은 연

그림 1. 일반 굴삭기용 구동 유압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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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완전 독립형 IMV 회로를 보이는 

것으로, P-A(혹은 B-T) 형식의 스풀 혹은 포펫 밸브 

4개를 사용하여 버킷, 암, 붐, 스윙을 매우 효율적으로 

구동시키는 회로로서, 이 회로를 이용하면 이론적으로 

15%~30%까지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많은 연구 보고들이 있다. 또한, 붐과 암 회로에는 유

량 회생회로를 추가하여 아주 효율적으로 굴삭기를 운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4는 IMV 관련 세계 특허들을 요약한 것으로, a)

는 캐터필라의 2005년 특허, b)는 캐터필라의 2007년 

특허, c)는 볼보건설기계의 2010년 특허, d)는 파커의 

2013년 특허, e)는 캐터필라 2014년 특허, f)는 현대중

공업 2015년 특허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4의 특허들은 P-A(혹은 P-T) 방식의 포펫 혹

은 스풀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림에서 소개하는 회사들 

뿐만 아니라, 독일의 아헨공대, 중국의 절강대학,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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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완전 독립형 IMV 유압 회로

a) 캐터필라(US 2005) 특허 b) 캐터필라(JP 2007)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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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지아테크 및 퍼듀대에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행히도 한국에서는 현대중공업 및 두산인프라코어를 

비롯하여, 울산대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등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5~6년 뒤에

는 한국형의 순 IMV 방식 굴삭기 생산이 국내에서도 이루

어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전망해본다.

그림 5는 IMV를 구성하기 위한 포펫 및 스풀 방식 

유압회로를 보이는 것으로, 현재 연구들은 포펫 방식에 

치우쳐 있으나, 상용화된 것은 스풀 방식이다. 이론적

으로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것은 포펫 형식이나, 시스템

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으

로 사료되는 바, 단순히 비례감압밸브와 2/2way 방식 

스풀밸브를 사용하는 방식이 제어성도 우수하고,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본 해설에서는 최근의 핫이슈인 건설중장비용 독립 

미터링 밸브에 대해서 연구 동향 및 향후 전개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였다. 이 기술은 연구 역사도 짧

c) 볼보 건설기계(US 2010) 특허

e) 캐터필라(US 2014) 특허

d) 파커(KR 2013) 특허

f) 현대중공업(EP 2015) 특허

그림 4. 특허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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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전 세계적으로 캐터필러에서만 2종에 대해서 생

산되고 있는 것으로, 캐터필러 연구자들의 표현을 빌리

면, IMV 방식의 굴삭기는 기존 굴삭기에 비하여 30% 

이상의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어, 국제유가 급등에도 전

혀 부담없는 굴삭기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소

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행히 여러 기관에서 이 연구를 수행하

고 있어 5~6년 뒤에는 한국형 IMV가 내장된 굴삭기 

출시가 예상된다. 아무쪼록 보다 콤팩트하고 보다 우수

한 성능을 가진 IMV 굴삭기가 생산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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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IMV 구성을 위한 스풀 및 포펫 방식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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