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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가변 유압 모터를 이용한 굴삭기 붐

에너지회생 시스템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설기계공학과

정 은 진

화석연료고갈 및 환경규제로 건설기계산업은 기후변화 대응기술 확보가

시급해졌다. 미국은 오는 2020년에 배출가스 규제와 연비 및 CO2 규제를 포함한

Tier V 발효할 예정이며, 유럽과 싱가포르는 실내에서 엔진식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 및 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기계의 에너지

절감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전의 굴삭기 에너지회생에 관한 연구에서는 유압 축압기, 유압 펌프/모터 및

고정 유압 모터를 이용한 다양한 붐 에너지회생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대비 에너지회생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변 유압

모터를 사용하여 최적의 작동점에서 동작하는 알고리즘 제안을 주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회생 과정의 수학적 모델링을 보다 상세히 제시한다. 

이러한 모델링을 활용하여 각각 컴포넌트의 효율을 고려한 새로운 붐 에너지회생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제안되는 붐 에너지회생 알고리즘을 통한 에너지회생 효율의 향상은 실험을 통해

검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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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건설산업은 재해복구, 도로·철도, 공공 건축물 및 민간 건축물 등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산업이다. 이러한 건설산업에 필요한 것은 건설기계이다. 세계 건설기계 산업

규모는 조선 산업의 약 2배, 섬유기계 산업의 약 6배로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다. 

그러나 화석연료고갈 및 환경규제로 건설기계산업은 기후변화 대응기술 확보가

시급해졌다. 미국은 오는 2020년에 배출가스 규제와 연비 및 CO2 규제를 포함한 ‘Tier 

V’와 ‘Stage V’를 발효할 예정이며, 유럽과 싱가포르는 실내에서 엔진식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 및 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기계의 에너지절감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

하이브리드 굴삭기의 에너지회생 방식은 유압식과 전기식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유압식 에너지회생 방식은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유압 축압기를 사용한다.

2) 유압 축압기는 실린더와 연결되며, 실린더가 하강할 때 축압기에 위치 에너지가

저장된다. 반대로 실린더가 상승 시 저장된 에너지가 재사용된다. 그러나 굴삭기

부하변동에 따른 유압 축압기의 압력변화는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량제어밸브가 사용되어 축압기측 유량을 제어하면서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켰지만 유압밸브의 압력손실로 에너지회생 효율을 감소된다. 3)

전기식 에너지회생 방식은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슈퍼 커패시터 또는 배터리를

사용한다. Wang은 실린더 리턴 라인에 유압모터와 발전기를 추가하였다. 유압 모터,

발전기, 컨버터 및 슈퍼 커패시터의 각각 효율을 분석하였고 에너지회생 효율은 주로

0.26~0.33 사이이다. 8) Lin은 축압기, 유압모터 및 발전기로 구성된 에너지회생 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9) 이 시스템에서 위치 에너지는 유압 축압기에 저장된다. 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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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압기에서 유압 모터 및 발전기를 통해 전기 에너지가 배터리에 저장된다.

시뮬레이션으로 유압 축압기를 이용한 에너지회생 시스템 그렇지 않은 시스템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유압 축압기를 포함한 에너지회생 시스템이 효율 향상 면에서 더

우수한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유압 축압기로 발전기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Lin은 다른 유사한 시스템을 이용해 붐 에너지회생 실험을 했다. 10) 그

결과 에너지 회생 효율을 약 39% 정도 향상시켰다.

Wang은 하이브리드 유압 굴삭기의 붐 제어 성능 향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에너지를

회생하는 동안 메인 밸브와 발전기는 복합적 제어 전략에 따라 제어된다. 실험결과 붐의

위치 에너지는 효과적으로 회생된다. 11)

이전 전기적 에너지회생 방식들은 붐 시스템의 회생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저장한다.

에너지회생동안 실린더 속도는 발전기와 유압 모터의 회전속도에 의해 제어된다. 따라서

유압 모터와 발전기의 최적화된 작동점은 에너지회생 효율을 향상시킨다.

Xiao는 가변 유압 모터가 붐 실린더 리턴 라인에 설치된 새로운 붐 에너지회생

시스템을 제안한다. 12) 유압 모터의 배제 용적을 제어하여 발전기의 회전속도와 토크를

조절한다. 그러므로 이전 에너지회생   시스템에 비해 회생 효율이 향상되었다. 또한

시스템 안전을 위하여 큰 부하 및 고속 조건일 때 유량제어밸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유압모터 및 발전기의 효율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변 유압 모터 및 발전기 시스템의 효율을 분석해서 최적의 효율을

가지는 작동맵을 도출하고 동일한 작업 수행 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어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붐 실험 장치를 통해 발전기의 작동점 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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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본문의 구성

본문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에서는 유압 굴삭기와 하이브리드 굴삭기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기존 에너지

회생 시스템과 가변 유압 모터를 이용한 굴삭기 붐의 에너지회생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

하였다.

제 3장에서는 에너지 회생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제 4장에서는 가변 유압 모터의 용적 및 발전기의 회전속도 제어를 통해 에너지회생 효

율 최적화를 위한 제어전략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제 5장에서는 굴삭기 붐 시험장치에 제안된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한 뒤 기존 방식과 비

교한 결과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제 6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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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이브리드 굴삭기의 붐 에너지회생 시스템

2.1 유압 굴삭기 시스템

Fig.1은 기존 엔진식 시스템의 유압회로를 나타내고 있다. 유압 시스템은 단위면적 당

출력이 크며, 유압 액추에이터는 매우 넓은 속도 범위에 걸쳐서 거의 일정한 힘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밸브나 가변 용량형 펌프를 사용하여 부하의 운동을 제어할 수

있고,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으로 쉽게 사용될 수 있어서 건설장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Fig.1 유압 굴삭기의 유압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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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엔진식 굴삭기 시스템

엔진식 굴삭기의 에너지 흐름은 Fig.2에서와 같다. 엔진에서 화학에너지를

기계적에너지로 변환하고, 유압 펌프에서 유압 에너지로 변환시켜 각 액추에이터로

전달된다. 유압 실린더는 붐, 암, 버켓을 움직이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선회와 주행을

위해 유압 모터가 사용된다. 각 액추에이터의 방향 및 유량을 제어하기 위해 펌프에서

토출된 작동유는 주제어밸브(Main Control Valve)를 거치게 된다. 

Fig.2 엔진식 굴삭기의 에너지 흐름도13)

엔진식 굴삭기는 Fig.2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손실이 상당하다. 유압 펌프는 특성상

작업을 하지 않을 시에도 계속 구동되므로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발생시킨다. 또한

액추에이터의 방향 및 유량을 조절하는 주제어밸브에서는 4.4%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손실은 68.8%로 엔진에서 발생된다. 이러한

굴삭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하이브리드 굴삭기와 전기 굴삭기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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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하이브리드 굴삭기 시스템

일본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Co. Ltd 는 1999 년부터 일본의 NEDO 과제를 통해

엔진 구동 발전기용 배터리를 이용하여 Fig.3에서 볼 수 있듯이Series type의 하이브리드

굴삭기를 개발하였다. 14) 엔진 구동 발전기용 배터리를 사용함으로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Fig.3 Series type의 하이브리드 굴삭기

그러나 하이브리드 굴삭기는 액추에이터를 독립적으로 구동함으로써 손실되는 유압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재생 가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 굴삭기의 붐 실린더가 하강할 때 위치에너지를

회생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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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존의 에너지 회생시스템

Fig.4는 기존 하이브리드 굴삭기의 에너지회생 시스템을 나타낸다. 붐 실린더가 상승할

때, 엔진은 유압 펌프를 구동하여 붐 실린더로 유압 에너지를 전달한다. 붐 실린더가

하강할 때, 주제어밸브는 잠기고 실린더 헤드측 유량제어밸브가 열린다. 그러면 붐

실린더의 리턴 라인에 설치된 유압 모터에 의해 발전기가 구동된다. 회생된 에너지는

인버터를 통해 배터리에 저장된다. 붐 실린더가 하강할 때, 발전기와 유압모터의 속도는

조이스틱 신호에 기반 된 실린더의 요구 속력에 따라 제어된다. 발전기와 유압모터의

토크는 굴삭기의 작업 하중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발전기와 유압모터의 작동점은

작동 부하조건에 의존한다. 그러나 고정 유압 모터는 고효율 작동점에서 구동하는데

한계가 있다.

Fig.4 기존 하이브리드 굴삭기의 붐 에너지 회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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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안된 에너지 회생 시스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Fig.5와 같이 가변 유압 모터를 이용한 에너지회생

시스템을 제안한다. 가변 유압 모터는 붐 실린더의 리턴 라인에 설치되어 발전기의

속도와 토크를 조절하여 각각 컴포넌트의 효율을 고려한 최적의 작동점에서 구동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회생 효율을 향상시킨다.

Fig.5 가변 유압 모터를 이용한 붐 에너지 회생 시스템



- 9 -

3. 수학적 모델링

본 연구의 시스템에 관한 유압 회로도는 Fig.6과 같다. 유압 모터의 사판각과 인버터는

붐 실린더의 하강 속도를 제어한다. 토크는 시스템의 작동 부하와 유압 모터의 사판각에

따라 조절된다. 작동 부하가 크고, 고속으로 하강할 때 유량제어밸브를 이용하여

발전기의 과부하를 방지하고 에너지회생 효율을 향상시킨다.

Fig.6 제안된 시스템의 유압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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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 하강 시, 유압 모터로 작동유가 흐른다. 출력 에너지는 식(1)과 같다.

���� = ∫���� ��                               (1)

���� , �� , ��는 각각 붐 실린더의 헤드측 출력 에너지, 압력, 유량이다. 유압 모터는

유압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시킨다. 유압모터의 출력은 다음 식(2)와 식(3)과 같이

나타낸다.

�� = ��                                     (2)

�� = ∫����                                 (3)

��, ��, T, � 는 각각 발전기와 연결되어 있는 유압 모터의 축 동력, 기계 에너지,

토크, 회전속도이다. 토크와 회전속도는 가변 유압 모터의 용적에 의해 조절된다. 용적,

토크 및 회전속도 사이에는 식(4)–(6)과 같이 다음의 관계가 성립된다. 

D = �����                                 (4)

� =
�����

��
                                (5)

� =
����

�
                                    (6)

�, n, ���� 는 각각 가변 유압 모터의 사판 각 제어 신호, 회전속도, 최대 용적이다.

그리고 �� , �� 는 기계 효율과 용적 효율이다. 유압 모터의 기계 효율과 용적 효율을

저하시키는 주 원인은 각각 마찰과 누유이다. 마지막으로 발전기를 통해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배터리에 저장한다. 식(7)과 같이 이 논문에서는 회생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정의한다.

����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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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생된 에너지, ����는 발전기 효율이다. 식(8) 및 식(9)와 같이 붐 하강 시

조이스틱 신호는 필요 유량을 계산하기 위해 측정된다.

���� = �����                               (8)

���� =
����

��
                                 (9)

���� , ���� 는 각각 실린더 헤드측 요구 유량과 최대 유량이다. ���� 는 요구 속도이다.

유량 �� 가 ���� 에 충족하도록 식(4)와 식(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발전기 회전속도와

유압 모터의 용적이 조절되어져야 한다. 그때 식(9)에 기반하여 실린더 속도는 시스템

요구에 만족한다. 따라서 발전기 회전속도와 유압 모터의 용적을 제어하는 것은 이

시스템 전략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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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어전략

이번 장에서는 가변 유압 모터를 이용한 에너지회생 알고리즘을 다룬다. Fig.7은

발전기의 효율 선도의 예시이다. 붉은 원은 발전기의 고효율 작동 범위이다. 작동점이

1일 때, 고정 유압 모터는 고효율로 작동하지 어렵다. 그러나 가변 유압 모터는 등파워

곡선을 따라 작동점을 1에서 2로 이동시켜 발전기가 고효율점에서 작동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회생 효율을 향상시킨다.

Fig.7 발전기 효율 선도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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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 실린더의 속도는 작업자의 조이스틱의 신호에 따라 정해진다. 압력은 작업 부하에

따라 변하게 된다. 작업 부하와 실린더 속도가 결정되면 유압 모터와 발전기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도록 구동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작동점은 식(6)에서 볼 수 있듯이 배제

용적과 회전 속도의 곱이 실린더에서 나오는 유량과 같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된다.

같은 조건 하에 존재하는 수많은 작동점 중 최적의 효율을 찾기 위해서 Fig.8 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Fig.8 최적의 작동맵 산출기

입력 조건인 작업 부하와 실린더 하강 속도가 정해지면 조건설정기에서는 배제 용적을

임의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회전속도와 토크를 산출한다. 산출된 값들을 각각 유압 모터

와 발전기 효율 선도에 입력하여 효율을 계산하여 곱한 뒤 전효율을 산출한다. 수많은

작동점 중 가장 효율이 좋은 최적의 작동점을 모아서 최적의 작동맵을 얻었다. 제어전략

및 에너지 회생 알고리즘은 각각 Fig.9와 Fig.10에서 볼 수 있다.

Fig.9 제안된 제어 전략의 블록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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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0 최적의 작동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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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5.1 장치구성

Fig.11은 제안된 가변 유압 모터를 이용한 굴삭기 붐 에너지 회생 장치의 유압

회로도이고, 장비 제원은 Table.1과 같다. Fig.12은 제안된 실제 붐 에너지 회생 시스템의

사진을 나타낸다. Fig.11에서 볼 수 있듯이 굴삭기 붐 작업장치는 붐의 작업과 동일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버켓 실린더 끝단과 유압 실린더를 직렬로 연결하여 하중에 따라

유압 실린더가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버켓 실린더(ø 63 x ø 42 x 660st)의 리턴 라인에 가변 유압 모터와 서보 모터를 구성하여

에너지 회생을 하는 시스템이다. 실제 유압 시스템에서 토크 제너레이터는 전압과

전류를 제어함으로써 유압 모터의 회전속도를 조절한다. 그러나 붐 작업장치에서는 서보

모터가 토크를 발생시키고 유압 모터의 스피드를 조절한다.  

Fig.11 굴삭기 붐 작업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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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작업장치 장비 제원

Component Specification

Hydraulic pump 34.3 mL/rev

Hydraulic motor 55mL/rev

Hydraulic cylinder ø 63 x ø 42 x 660st

Main control valve Maximum flow 50 L/min

Flow control valve Maximum flow 45 L/min

AC Servo motor (the Hyd. Pump side) FMAKF50-AB00/5kW

AC Servo motor (the Hyd. Motor side) FMAKF50-AB00/5kW

Pressure sensor VPC-D2-A5-AB-350K-4

Torque sensor TMA-10KM

RPM Sensor HMS-2000

Flow meter VS 2 GPO 12V-32N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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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치의 버켓 실린더와 유압 모터 사이에 회전속도 및 토크센서를 설치하여 유압

모터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굴삭기의 붐 회생시스템은 전기 모터로 유압 펌프가 작동된다. 붐 상승 시, 

방향제어밸브의 따라 실린더 상승속도가 정해진다. 붐 하강 시, 가변 유압 모터의

사판각도와 회전속도에 따라 실린더 하강속도가 정해진다. Fig.12(a)는 PCI-6014 보드의

Analog Input 및 Output 연결을 나타낸다. Fig.12(b)는 PCI-6711 보드의 Analog Output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기모터의 속도, 주제어밸브의 방향 신호, 유압 모터

사판각 및 발전기 속도 신호는 PC에서 컨트롤 패널을 통해 시스템으로 주어진다. 또한

시스템이 구동되면 그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전기 모터의 속도 및 토크, 발전기의

속도 및 토크, 압력과 유량 센서의 신호들을 컨트롤 패널을 통해 PC로 받을 수 있다. 이

때 Matlab/Simulink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a) PCI-6014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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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CI-6711 보드

(c) 붐 회생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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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실제 붐 모사 시스템

(e) 컨트롤 패널

Fig.12 실제 붐 회생 시스템 회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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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실험결과

요구 속도가 0.1m/s일 때, 기존의 고정 유압 모터 시스템과 현재의 가변 유압 모터

시스템의 시스템 특성을 비교하였다. 실린더는 초기 위치에서 최대 위치까지 상승한다.

그 다음 방향제어밸브가 움직이고 시스템은 약 6초동안 붐 하강을 한다. Fig.13은 고정

유압 모터를 사용한 기존 에너지 회생 시스템의 실험 결과이다. Fig.14는 각각 기존

시스템의 유량, 서보 모터의 회전속도, 토크 및 압력이다. Fig.15는 가변 유압 모터를

사용한 제안된 에너지 회생 시스템의 실험 결과이다. Fig.15는 각각 제안된 시스템의

유량, 서보 모터의 회전속도, 토크 및 압력이다. Fig.16은 발전기의 작동점을 비교한

것이다.

Fig.14에서 발전기의 토크 부호는 마이너스이다. 토크 방향이 속도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서보 모터가 발전기의 기능과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Fig.14에서 압력은 작업

사이클동안 버켓의 자세에 따라 다르다. 이것은 붐 시스템의 달라지는 자세를 모방한

것이다. 변화하는 작동 부하에 따라 시스템 성능이 테스트된다. 

실험결과로 가변 유압 모터를 이용하여 유압 모터의 사판각과 서보 모터를

제어함으로써 기존 시스템은 23.4%의 에너지 회생을 했고, 제안된 시스템은 25.3%의

에너지 회생을 했으며 1.9%의 에너지 회생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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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3 0.1m/s 에서 기존 시스템의 입력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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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4 0.1m/s 에서 기존 시스템의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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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5 0.1m/s 에서 제안된 시스템의 입력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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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6 0.1m/s 에서 제안된 시스템의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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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7 에서 제안된 시스템과 기존의 에너지 회생 시스템의 발전기 작동점은 각각

보라색과 주황색으로 나타난다. 작동 사이클동안 실린더의 압력은 감소한다. 따라서

제안된 시스템과 기존의 시스템 모두 발전기의 토크는 감소한다. 제안된 제어전략은

발전기의 작동점이 고 토크 및 저속 지점에서 저 토크 및 고속 지점으로 이동한다.

대부분의 작동점은 고효율 범위 내에 있다.

Fig.17 0.1m/s 시 발전기의 작동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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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요구속도에서 에너지 회생 효율을 실험하였다. 실험결과는 Table.2 에서 보여준다,

기존 시스템에 비하여 제안된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더 높다. 0.05m/s 일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은 24.1%이고, 제안된 시스템은 27.3%로 3.2%정도 에너지

회생율을 향상시켰다. 0.08m/s 일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은 25.2%이고, 제안된 시스템은

29.1%로 3.9%정도 에너지 회생율을 향상시켰다. 0.1m/s 일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은

23.4%이고, 제안된 시스템은 25.3%로 1.9%정도 에너지 회생율을 향상시켰다.

Table.2 에너지 회생 효율 비교

Velocity Proposed system Conventional system

0.05m/s 27.3% 24.1%

0.08/s 29.1% 25.2%

0.1m/s 25.3% 23.4%



- 27 -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변 유압 모터를 이용하여 굴삭기 붐 에너지회생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주제로 하였다. 우선 엔진식 굴삭기와 하이브리드 굴삭기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굴삭기 붐 에너지회생이 이루어 지는 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였다. 이에 나아가

에너지회생 과정의 전반적인 수학적 모델링을 보다 상세히 제시하였으며, 에너지 회생

효율의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였다.

제시된 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하여 작업자의 요구 속도와 작업 부하에 따라 가변 유압

모터의 사판각과 발전기의 회전속도를 제어하여 최적의 작동 범위 내에서 동작하도록

새로운 굴삭기 붐 에너지회생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새로운 굴삭기 붐 에너지회생 알고리즘을 통한 효율의 향상은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다. 제안된 제어알고리즘을 적용하여 0.05m/s, 0.08m/s 및 0.1m/s 조건에서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각각 기존 시스템 대비 3.2%, 3.9% 및 1.9% 정도 에너지 회생

효율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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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에너지 회생 보충 실험 결과

A.1. 고정 유압 모터 시스템 – 0.05m/s, 25~55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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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가변 유압 모터 시스템 – 0.05m/s, 25~55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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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에너지 효율 비교 – 0.05m/s, 25~55 bar (ㅡ 제안된 시스템, ㅡ 기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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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고정 유압 모터 시스템 – 0.08m/s, 25~55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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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가변 유압 모터 시스템 – 0.08m/s, 25~55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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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에너지 효율 비교 – 0.08m/s, 25~55 bar (ㅡ 제안된 시스템, ㅡ 기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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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구동 프로그램 – MATLAB/Simulink

Subsystem 1

Subsyste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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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ystem 3

Subsyste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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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ystem 5

Subsystem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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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on the Energy Recovery System

of Boom Using Variable Hydraulic Motor

Uls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Construction Machinery Engineering

Jeong Eun Jin

Due to pollution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construction machinery 

industry is urgently required to Eco-Friendly technologi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The U.S. is set Tier 5 to go into effect in 2020, including emissions and 

fuel economy and CO2 regulations, and Europe and Singapore ban the use of 

engine-driven construction machinery indoor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fuel economy, energy saving related research of 

construction machinery is actively carried out.

In previous studies on energy recovery of excavators, various boom energy 

recovery systems using hydraulic accumulators, hydraulic pumps/motors, fixed 

hydraulic motors and generator were actively studied.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posed algorithms that operate at optimal operating points using variable 

hydraulic motors to improve energy recovery efficiency compared to the 

existing ones.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a more detailed mathematical modelling of the 

energy recovery process. Using these modeling, each presents a new boom 

energy recovery algorith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efficiency of the 

components. 

The improvement of energy recovery efficiency through the proposed algorithm 

is verified through simulation a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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