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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319041-03

기

술

분

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LB 50% LB08 30% LB0801 20%

농림식품

과학기술분류
RC 40% RC01 30% RC0101 30%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 탑재, 장착이 모두 가능한 다목적 농작업기계 개발

전체 연구개발기간 2019. 04. 16. - 2021. 12. 31 ( 33개월)

총 연구개발비

 총 2,453,800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840,000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613,800천원,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기재)

착수시점 기준( 2 )  

종료시점 목표( 5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 탑재, 장착이 모두 가능한 다목적 농

작업기계 개발 

전체 내용

○ 1차년도

- 다목적 농작업기계 동력본체 및 제어시스템 설계

- 전도/전복 해석모델 개발을 위한 설계요인분석 및 무게중심, 

선회반경 및 회전속도 등의 설계 파라미터 이론 정립

- 다목적 농작업기계 동력전달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 다목적 농작업기계 시험평가 프로세스 설계

○ 2차년도

- 다목적 농작업기계 동력본체 시제품 제작 및 제어시스템 개발

- 다목적 농작업기계 전도/전복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동력전달시스템 및 차체프레임 구조해

석, 최적화

- 다목적 농작업기의 검정방법 개발

○ 3차년도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현장실증 시험 및 성능고도화

- 다목적 농작업기계 전도/전복 성능평가를 통한 시뮬레이션 

모델 최적화

- 필드 작업 부하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모델 최적화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시험평가 방법, 기준 표준화

1차년도

목표

○ 다목적 농작업기계 동력본체 및 제어시스템 설계

○ 전도/전복 해석모델 개발을 위한 설계요인분석 및 무게중심, 

선회반경 및 회전속도 등의 설계 파라미터 이론 정립

○ 다목적 농작업기계 동력전달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 다목적 농작업기계 시험평가 프로세스 설계

내용

- 다목적 농작업기계 시스템 설계(파워트레인 설계)

- 가변 가능한 차체 프레임, 전/후차축, 현가장치 설계

- 운전석 회전기능 및 틸팅 캐빈 설계

-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을 위한 플랫폼 설계

- 작업기 자동 탈부착 장치 및 유압시스템 설계

- 전복방지를 위한 제어시스템 설계



- 주행 및 농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의 주요 원인인 측방전도

/후방전복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 및 사고사례 조사

- 문헌조사를 통해 측방전도/후방전복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요인 조사 및 이론적 분석

- 주행 시 측·후방 전도에 대한 이론 정립

- 주행속도, 무게중심 위치 및 작용 힘 등의 요인에 따른 측방 

전도/전복 특성 분석

- 주행 시 견인력 작용점, 토크 등의 요인에 따른 측방전도/후

방전복 특성 분석

- 다목적농작업기계의 동력전달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 차체 프레임 구조해석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및 취약부 분석

- 성능시험 가능한 항목에 대한 프로세스 설계

- 작업자의 인간공학적 적용범위를 고려한 안정성 시험 방법 

개발

-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을 고려한 조작의 난이도 시험방법 개발

2차년도

목표

○ 다목적 농작업기계 동력본체 시제품 제작 및 제어시스템 개발

○ 다목적 농작업기계 전도/전복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동력전달시스템 및 차체프레임 구조해

석, 최적화

○ 다목적 농작업기의 검정방법 개발

내용

- 다목적 농작업기계 동력본체 시제품 제작

-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 장착, 탑재가 가능한 가변형 차체 프

레임 제작

- 최대조향 시 간섭을 최소화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전/후 차축  

및 현가장치 제작

- 운전석 회전 제어시스템 및 틸팅 캐빈 제작

-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의 작업의 편이성 및 안정성 확보기술이 

적용된 동력본체 플랫폼 제작

- 작업기 자동 탈부착 장치 제작 및 자세제어, 원격제어 시스

템 개발

- 주요 설계 파라미터에 대한 물성치 조사 및 다목적 농작업기

계 시뮬레이션을 위한 3D모델 생성(차체, 차축, 전·후륜 타

이어, 토양 조건 등)

- 실제 트랙터의 최소선회반경 및 정적횡전도각 시험에 대해 

공인성적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모델의 타당성 검증

-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조건별 안전성 분석 (선회반경, 선

회속도 및 주행 조건 등에 따른 안정성 분석)

-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에 따른 다목적 농작업기계 부하계측 

시스템 개발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주요 작업(견인, 탑재, 장착)에 대한 

부하 계측 및 작업환경, 작업 조건, 작업속도에 따른 부하데

이터 분석

- 구조조사, 성능시험, 조작의 난이도 시험, 안전성 시험 등 

시험 항목에 대한 프로세스 구축

- 전도 및 전복 시 안전한 보호구조물에 대한 시험방법 및 성

능시험 방법 개발 

3차년도

목표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현장실증 및 성능고도화

○ 다목적 농작업기계 전도/전복 성능평가를 통한 시뮬레이션 

모델 최적화

○ 필드 작업 부하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모델 최적화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시험평가 방법, 기준 표준화

내용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현장실증을 통한 성능고도화 진행 

- 현장실증 및 성능시험을 통한 보완 개선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최종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추진

- 지면의 경사도, 장애물의 높이 및 형상의 변화에 따른 다목

적 농작업기계 측방전도/후방전복 성능평가

- 측방전도 및 후방전복을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한 상호 연관

성 분석



- 도출된 결과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모델 최적화

- 부하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한 동력전달 시스템의 강

도 해석

- 성능평가를 통한 차체 프레임의 최적화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 시험방법, 시험기준 표준화 및 성능시험 진행

연구개발성과 

 [논문발표] Optimization of Main Link Lengths of Transplanting Device of 

Semi-Automatic Vegetable Transplanter 외 5건, 총 6건(SCI 3건, 비SCI 

3건)

 [학술발표] 다목적 농작업기계 변속기 부변속부 해석 외 13건, 총 14건

 [특허출원] 작업기용 마운팅장치 및 그 장착방법 외 7건, 총 8건

 [특허등록] 트랙터용 자동브레이크 장치 외 5건, 총 6건

 [상표출원] 어부바함 12류, 총1건

 [고용창출] 32명

 [홍보전시] 홍보실적(전문지, 인터넷) 11건, 전시회 참가 6건

 [인력양성] 4명(석사)

 [교육지도] 다목적 농작업 기계 계측시스템 개발 방안 제시 및 계측 데이터 처리방법 

교육외 1건 총 2건

 [기술이전]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 탑재, 장착이 모두 가능한 다목적 농작업기계 개발 

(자체사업화: 2021.12, 기술료 22,610 천원)

 [제 품 화] 다목적농작업기계, 총 1건 (자체상품화: 2021.12, 매출액: 231백만원)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연구개발 성과관리 및 활용계획]

○ 연구개발 성과관리

- 농업인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보완함으로 개발기술 완성도 향상과 경

쟁력 강화

- 개발기술을 통한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확보 추진

- 개발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한 농업 및 축산 농가 임대사업을 통한 시범 보급 추진

- 온ž오프라인 및 전시회 참가를 통한 제품홍보로 인한 매출 향상 추진

○ 활용계획

- 작업기의 견인, 탑재, 장착이 가능하여 다양한 농작업에 활용

- 협소한 공간에서 선회능력이 우수하여 축사에서 볏짚, 베일러, 사료, 분뇨처리와 

식량 및 원예 하우스에서 퇴비, 비료, 수확물 운반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작업에 활용.

- 농작업 이외에 축산, 원예, 임업, 재해복구, 소방 및 특수 목적용 차량 등 다양한 

분야 확대 활용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 국내 독자 기술개발로 글로벌 수출전략형 상품확보 가능

- 작업의 효율성을 갖춘 첨단농업기계 제조기술 확보

- 해외 의존하던 선진기술의 국내 기술력 확보를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 경제∙산업적 측면

-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 탑재, 장착이 가능하여 인건비, 장비 구입비 절감을 통한 

농가 부담완화

- 효율적인 농작업 시간 단축 및 작업능률 극대화로 인한 농업현장 활성화 기대.

- 효율적인 농작업이 가능하여 작업 피로도 감소 및 농가 생산성 증대, 작업 안정

성 확보

○ 사회적 측면

- 다양한 요소기술 접목을 통해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의 작업효율, 작업능력, 노동

의 편의성을 제공

- 첨단 농기계 보급확대를 통한 여성 및 고령농업인 문제 해결 및 농업분야 활성화 

기대

- 관련 농기계 생산, 판매 증가로 인한 고용창출 및 지역 활성화 기대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여부 및 사유
-해당사항 없음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건수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

ㆍ장비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표준

생명자원

화합물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정보 실물

3 6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현황

구입

기관

연구시설

ㆍ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

비고

(설치장소)

ZEUS

등록번호

국문핵심어

(5개 이내)
다목적 농작업기계 견인 탑재 장착

영문핵심어

(5개 이내)
Multi-purpose

Agricultural 

machine
Traction Mounting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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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연구개발의 개요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수작업에 의존하는 농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계화 필요

[경운ž정지 작업] [로더 작업] [운반 작업]

[비료살포 작업] [퇴비살포 작업] [베일 작업]

Ÿ 농작업 기계인 트랙터의 사용 빈도는 경운, 정지, 비료살포, 로더, 운반작업, 퇴비살포, 베

일작업이 전체의 90%가 넘고, 이러한 작업을 모두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비가 필요함.

Ÿ 한 대의 동력 본체로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 장착, 탑재가 가능하다면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해결할 수 있음.

Ÿ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단순 유압이나 히치 연결을 통해 작업차량의 이동방향 후미에 끌

면서 견인 작업이 가능하며, PTO나 유압을 통하여 전방 또는 후방에서 작업하는 고가의 

외산 제품을 대신할 국내 밭작물 작업환경에 적합한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개발이 필요함.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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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종 밭작물에 적용 가능한 다목적 농업기계 플랫폼 필요

Ÿ 밭 농업현황) 국내 밭 농업은 1,089천 농가, 572천 ha에서 다양한 농축산물 경영형태를 

보임. 경영형태는 과수, 채소·산나물, 논벼, 식량작물, 축산, 특용작물, 화초 및 약용작물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 밭농업의 기계화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농업 생

산성이 낮은 형편임. 이는 악조건의 경사지로 형성된 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KOSIS, 

2018 국내통계_2015 농림어업총조사_밭면적 규모별 농가 및 밭면적)

Ÿ 평균 수확면적) 소농 중심의 주요 밭작물은 기계화 추진이 어려운데, 가구당 재배면적은 

0.05~1.61ha 수준임. 따라서 규모화, 공동사용 및 다양한 작물의 농작업에 이용 가능한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한데, 주요 밭작물의 가구당 수확면적 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요 밭작물 수확현황]

품목 수확농가
(가구)

수확면적
(ha)

가구당 
수확면적

(ha)
품목 수확농가

(가구)
수확면적

(ha)

가구당 
수확면적

(ha)

인삼 8,327   13,410 1.61 콩 367,052 50,623 0.14 

양배추 7,357   4,206 0.57 고추 303,658 38,724 0.13 

수박 4,446   2,192 0.49 들깨 197,884 21,884 0.11 

당근 5,540   1,716 0.31 옥수수 117,421 12,520 0.11 

양파 54,844   15,412 0.28 감자 199,137 19,287 0.10 

대파 35,128   7,050 0.20 오이 11,197 1,064 0.10 

배추 136,866 22,403 0.16 땅콩 28,010 2,507 0.09 

마늘 122,730 19,317 0.16 고구마 249,540 21,857 0.09 

호박 17,412   2,732 0.16 참깨 134,824 11,306 0.08 

무 83,760   12,574 0.15 팥 71,829 3,705 0.05 

시금치 24,188   3,466 0.14 상추 17,985 914 0.05 

KOSIS 2018. 국내통계_2015 농림어업총조사_수확농가 및 면적

Ÿ 농작업 단계) 밭작물의 주요 농작업은 20단계 정도로 구분하는데 종자의 준비·소독에서 

수확 후 운반·저장까지를 포함함. 각 단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작업기와 동력원이 필요

한데, 수확, 운반 등의 단계에서는 복수의 고가장비가 필요함. 이에 따라 개별 농가에서

는 추가적 농기계 구입이 농업경영 악화 요인으로 작용 됨. 따라서 다종 밭작물의 다양한 

농작업에 적용이 가능한 다목적 농작업기계가 필요함.

Ÿ 현재 우리나라의 밭 농업환경(경사지 및 좁은 농로 등)에 특화된 장비가 필요함. 외국사

례(EU)에서도 경사도 18%(경사각 10.2도)부터 농기계 작업비용이 현저히 증가하고 작업 

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보고됨. 또한 국내에서도 경사도 14%(8도)에서 트랙터의 작업능률

이 20% 떨어지고, 평지 대비 생산비가 추가(865천원/ha) 소요됨으로 [생산조건불리지

역]의 기준으로 선정해야 됨을 보고함.(농림부, 농업기반공사. 2002. GIS경사도 분석에 

의한 조건불리지역 밭직불제 대상 구역도 작성에 관한 연구)

Ÿ 농작업기계 이용시간) 경운기의 연 이용 시간은 97.3시간이며, 이 중 운반작업이 44.9%, 

양수가 18%로 큰 비중을 차지함. 또한 트랙터는 연 이용 시간이 157시간으로 경운, 정

지, 균평, 비료 살포가 58.1%, 로더 15.3%, 운반작업 12.8%, 퇴비 살포가 4%, 베일 작

업이 1.8%를 차지함. 또한 일반적으로 밭작물 기계화 진척이 쉽지 않은 이유는 경사가 

심하고, 필지가 작으며, 소규모재배이고, 출입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

져 있음.(KOSIS. 2018. 2015 트랙터, 경운기 작업별 이용실적)

Ÿ 국내 농작업기계) 기존 일반 트랙터는 대부분 단순 견인형 작업기 장착만 가능하여 다양

한 작업기를 필요로 하는 밭작물에는 그 한계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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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형 수확기(좌)를 보완한 자주형수확기(우)]

Ÿ 해외 농작업기계) 현재 해외 선진국의 경우 파종, 이식, 정식이 완전 기계화, 대형화되어 

있고, 인력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실정임. 소형 수확기는 거의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보다 경제성, 생산성이 높은 대형 농작업기계 위주로 개발, 보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음. 현재 영국 JCB와 독일 CLAAS사에서 개발 및 판매되고 있는 농작업기계는 그 활용도

가 매우 높음.

[JCB Fastrac 옥수수수확기] [CLAAS XERION 옥수수수확기] [CLAAS XERION 유채수확기]

[CLAAS XERION 비료살포기] [CLAAS XERION 엑티탱크+로터리] [CLAAS XERION 목재분쇄기]

[국내 D社] 트랙터 [독일 Claas社 Xerion]

- 견인이 가능하나 본체에 탑재공간이 없어 탱크 및 

상하차 작업 시 별도의 기계 필요.

- 수확기 장착 불가능, 운전석 회전기능 없음.

- 선회반경이 작아 협소한 작업 환경애서 운전이 

불편.

- 운전석 회전을 통한 탑재공간 확보 가능.(다양한 특장차로 활용)

- 500마력급 이상의 대형엔진이 장착된 초고가의 대형장비로 경제적 

부담이 높음.

- 대형장비, 선회반경이 커서 좁고 경사진 국내 농지 실정에 사용 불편.

- 부품수급 및 A/S 어려움.

[국내ž외 기존 장비의 문제점]

Ÿ 영국 JCB 탑재형 옥수수 수확기 Fastrac은 옥수수 수확기를 장착하고 수확물의 저장공간

인 적재함을 탑재하여 사용하고 있음. 독일 CLAAS社의 엑스리온은 운전석 회전, 농업용 

특장차로의 활용 가능성, 힘있고 효율적인 트랜스미션과 탄탄한 프레임, 고속 주행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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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장점이 있어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으나, 500마력급 이상의 대형엔진이 장착된 5억원 

이상의 고가 대형장비이며, 조향 능력이 떨어져 좁고 경사지진 협소한 국내 실정에 적합

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부품 수급이 어려워 고장 시 수리 비용이 많이 

들고,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음.

Ÿ 그러므로 다양한 밭작물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기계보다는 통합된 차량의 활용을 통해 다

양한 밭작물 재배 시 그 활용도를 높이고, 차량 가격을 절감시켜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

며, 농산업 분야의 기계화율을 높이는 동시에 고가의 장비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

(2) 연구개발의 개요

Ÿ 본 연구개발에서는 국내의 좁고, 협소하고 경사진 밭 지형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작

업이 가능한 다목적 농작업 기계(즉, 한 대의 동력 본체로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 탑재, 

장착이 가능한 다목적 동력본체 표준주행부)를 개발하는 것임. 이를 통해 기존 국내 트랙

터로는 불가능한 견인, 탑재 및 장착이 모두 가능한 다목적 작업기계를 개발하여 밭작물

의 기계화율을 높이고 농민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며, 인건비와 장비구입비

를 절감할 수 있음.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 탑재 장착이 가능한 다목적 농작업 기계의 개요]

<다목적 농작업기계>

주요특징

Ÿ PTO출력 : 80kW급 이상

Ÿ 엔진출력 : 90kW급 이상

Ÿ 3점링크인양력 : 2,000kg 이상

Ÿ 최대견인력 : 3톤 이상

Ÿ 전복각도 : 35° 이상

Ÿ 지상고조절능력 : 150mm이상

Ÿ 최대주행속도 : 60 km/hr 이상

Ÿ 최대적재하중 : 4톤 이상

주요기능

Ÿ 견인 : 쟁기, 배토기, 정지기 등

Ÿ 탑재 : 적재함, 액비탱크 등

Ÿ 장착 : 로터베이터, 복토기, 수확기 등

기본기능

Ÿ PTO 탈부착장치, 제자리 선회장치, 현가장치, 캐빈 틸팅장

치, 전복 방지장치, 인간공학적 조작부, 운전석 회전장치, 

원격제어시스템

[주요 특징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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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1)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가) 기술현황

Ÿ 국내 관련 분야의 기술 현황은 친환경 대응 엔진 Tier4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컴팩트한 트

랙터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음.

Ÿ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형트랙터 분야도 개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트랙터 5

대 사인 대동공업, LS엠트론, 동양, 국제, 아세아텍이 기술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임.

Ÿ 국내 농기계 연구개발 동향으로는 고능률 복합 농작업기계 기술, 초경량 고성능, 대형 부

속작업기 개발이 주목받고 있음.

[국내 트랙터 연구동향]

Ÿ 하이브리드, 전기동력 농기계와 함께 복합작업 능력을 갖춘 다목적 농작업기계가 서서히 

출시되고 있는 사항이나 그 규모가 소형에 국한되고 있으며, 견인, 장착만 가능하고 비료

살포기, 적재함, 액비탱크 등의 탑재기능을 갖춘 작업장비는 없는 실정임.

Ÿ 트랙터 중에서 국내 다목적 농작업기계 기술은 현재 1~2개 기업이 개발 및 생산 진행 중

에 있으나, 20~30 HP급 엔진의 소형이어서 그 활용범위에 한계가 있으며, 견인, 장착할 

수 있는 작업기가 한정되어 있고, 탑재가 불가능한 구조임.

(나) 시장현황

Ÿ 2014년 국내 농업 총생산은 45조원에 육박했으나, 2017년에는 43조원으로 약 2조가 줄

었고 농산물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국내 생산 규모는 감소 추세임.(KATS 기술보고서 

2015.05 vol.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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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내 주요 농기계 융자 공급실적(출처: KATS 기술보고서 2018.05 vol.110)]

Ÿ 이러한 농업환경은 농기계 산업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금액 기준 2016년 대비 2017년 

농기계 시장은 10% 이상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KATS 기

술보고서 2015.05 vol.110) 국내 농업 총생산의 감소, 배기가스규제로 인한 원가 상승, 

농협의 임대 농기계 입찰로 인해 잠재 수요의 감소, 농산물 시장개발 등의 영향으로 인하

여 향후 전망 또한 밝지 않은 실정임.

Ÿ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 농기계 수출은 정체된 내수시장 의존전략을 탈피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노력을 집중하여 2017년까지 900백만달러의 수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2000

년 대비 6.6배 이상 급격히 증가한 수출 실적임.(KATS 기술보고서 2015.05 vol.110)

Ÿ 다만 침체된 내수시장의 한계를 수출시장 개척으로 극복하고 있으나, 해외시장에서 품질,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자국 산업 보호무역주의, 주요 경쟁국의 해외시장 선점으로 인한 

진입장벽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농기계 수출실적(단위: 백만달러/ 출처 :KATS 기술보고서 2018.05 vol.110)]

Ÿ 본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내 시장조사 결과 견인작업(쟁기, 배토기)을 하는 트

랙터, 탑재작업(퇴비 및 비료살포기)를 하는 스피드 스프레이어의 국내 보유현황은 다음

과 같으며 연도별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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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트랙터, 스피드 스프레이어 보유현황]

Ÿ 국내에서 트랙터, 스피드스프레이어 등 견인, 탑재, 장착작업이 가능한 기계들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 모든 작업을 포함하는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시장은 확인 불가능함.

(다) 경쟁 기관 현황

① LS 엠트론

Ÿ 20kW급 소형엔진, PTO 18.7마력의 다목적 컴팩트 트랙터로서 견인과 장착이 가능하나 

탑재는 불가능하며, 트랙터 후방에 굴삭기 붐과 암이 있고, 하단에 모어를 이용하여 제초

작업이 가능한 구조임.

Ÿ 그러나 규모가 큰 작업수행 시 소요 시간이 많고, 작업기 교체 시 굴절암 탈착 등의 불편

함과 번거로움이 있음.

[LS엠트론社 컴팩트 트랙터 MT1]

② 대동공업

Ÿ 20kW 소형엔진을 장착한 소형 작업기로서, 다양한 작업기의 장착과 견인이 가능하나 탑

재는 불가하여 주로 소규모 시설관리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Ÿ 로더(토목작업), 스노우블로워(제설작업), 피니쉬모어(제설작업), 백호(굴삭작업), 분무기

(살수), 청소&제설기(노면청소), 고소리프트(고소작업), 견인형 트레일러(화물수송)등 소

형 간이용 작업에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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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공업社 씨티 트랙터]

③ 한국페라리트랙터

Ÿ 20kW급 소형엔진을 사용하는 소형 작업기로서 다양한 작업기의 장착과 견인이 가능하나 탑

재는 불가함.

Ÿ 트랙터의 전방에 유압 실린더 및 암을 이용하여 기존의 트랙터 작업인 견인작업(쟁기, 로타

리) 등 장착작업(인양, 굴삭)이 가능함.

Ÿ 그러나, 기존 트랙터 부착용 굴삭기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작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작업 변

경 및 트랙터를 이동해야 할 때, 굴삭기를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탈부

착하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음.

[한국페라리트랙터社 front hoe]

(라) 지식재산권 및 표준화 현황

① 지식재산권 현황

국가 검색DB 검색범위 검색결과 검색키워드

한국 Kipris
공개, 

등록
120

① 다목적 트랙터

② 다목적 농기계

③ 멀티 트랙터

④ 멀티 작업차량

Ÿ 국내 특허현황 : 본 연구개발과제인 다목적 농작업기계와 연관 있는 핵심 특허기술은 아래의 

3종으로 확인됨. 기존의 특허는 견인부, 작업기, 살포기, 수확기, 운반부 등 특정 부분으로의 

기술적 부분에 대해 출원 및 등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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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명 출원인 등록일 등록내용 비고

1 다목적 농기계 안성시 2015.01.02

로터리 및 휴립작업, 파종과 급수를 동시에 

수행할수 있는 다목적 농기계

본 개발품과의 차별성 : 소규모이며 탑재 불

가능.

2
프레임형 

트랙터

가부시끼

가이샤 

구보다

2004.12.28

차체 전후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메인프레

임의 전방영역에 엔진, 후방영역에 미션케

이스가 부착된 프레임형 트랙터

본 개발품과의 차별성 : 백호를 부착하기 위

한 프레임개발로서 탑재기능 없음.

3
신장식 프레임 

작업차량

익스텐드

큅
2008.07.17

전방 및 후방 신축가능한 조절식 프레임을 

갖는 작업차량

본 개발품과의 차별성 : 본 특허는 다목적

성,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한 신축

가능한 조절식 프레임으로서 본 개발과는 

관련성이 적음

② 표준화 현황

Ÿ 농기계 KS표준은 183종(방법표준 46, 전달표준 74, 제품표준 63)이 운용 중인데 트랙터와 

트랙터용 작업기가 45.9%로 대부분임. 분야의 표준은 미국 등 선진국 기술과 검사기준을 참

고하여 ISO 표준과도 부합하며,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국내 농기계 KS표준 현황]

            기종별

    표준구분

기종별 국내표준현황(KS)

트
랙
터

트⋅
작
업
기

임
업
용
기
계

경
운
기

관
리
기

이
앙
기

콤
바
인

파
종
기

기
타

방법표준  46종 20 1 10 1 　 1 1 3 9

전달표준  74종 30 5 8 5 2 　 2 1 21

제품표준  63종 22 6 5 6 1 1 2 1 19

소    계 183종 72 12 23 12 3 2 5 5 49

(마) 기타 현황

Ÿ 밭작물 농작업은 트랙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비와 부착 작업기가 사용되고 있음. 

Ÿ 농작업에는 트랙터 이외에 지게차, 스키드로더, 굴삭기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리고 

트랙터의 PTO동력을 이용하는 부착작업기는 경운·정지·수확 등 다양한 농작업에 활용됨. 

Ÿ 또한, 밭 농업현장에서는 소구획, 경사지 및 좁은 농로에 특화되고, 농자재 및 농산물의 상∙

하차 작업이 가능하면서 기동력이 좋은 장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10 -

(2) 국외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가) 기술현황

Ÿ 현재 해외 선진국의 농업용 기계는 첨단화, 대형화되어 있고, 인력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실정임. 해외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기술 현황으로는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과 장착, 대용

량 적재함이 탑재될 수 있는 대형 다목적 농작업기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기술발전의 

수준 또한 상당 수준으로 파악됨.

Ÿ 다목적 농작업기계는 다양한 수확기의 장착, 로터베이터와 비료살포기의 장착, 액비탱크

의 탑재, 대용량 적재함의 탑재가 주를 이루고 있음.

Ÿ 대형 농기계 그룹인 독일 CLAAS社와 대형 건설 중장비그룹인 영국 JCB社를 중심으로 

추가 연구개발과 상용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멀티원社, 미국의 디치

위치社도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개발을 통해 신제품 출시를 진행하고 있음.

Ÿ 독일 CLAAS社의 Xerion은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 탑재가 가능하여 트랙터의 기능을 수

행할 뿐만 아니라 액비탱크, 적재함 등의 탑재까지도 가능함으로 그 활용도가 광범위한 

다목적 농업용 기계임. 그러나 500마력급 이상의 대형엔진이 장착된 5억원 이상의 초고

가의 대형 장비로써 탄탄한 프레임, 고속주행의 장점이 있으나 조향 능력이 떨어지는 단

점이 있어 평야 등 넓은 공간에서 주로 사용되어짐.

[다목적 농작업기계인 CLAAS社의 Xerion의 다양한 작업]

(나) 시장현황

Ÿ 2013년 기준 트랙터의 세계 연간 수요 대수는 255만대이며, 5년 후 32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10년 후인 2023년에는 연간 약 4백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보임.

Ÿ 매년 증가하는 13,000대는 우리나라의 연간 판매량인 12,000대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

며, 이중 바퀴 및 궤도형 트랙터가 전체의 6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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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시장의 규모변화]

Ÿ 권역별 시장분포를 보면 2003년까지만 해도 북미와 서유럽의 세계트랙터 시장의 50% 이

상을 차지하였으나, 갈수록 줄어들어 2008년 30% 수준, 2023년에는 30% 이하로 감소

가 될 것으로 전망됨.

Ÿ 아시아의 세계 트랙터 시장에서의 비중은 점점 증가해서 2023년에는 50%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금액으로 보면 2023년 52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됨.

Ÿ 인도는 단일시장으로는 세계 3위 트랙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규모는 중

남미, 동유럽과 아프리카 등의 시장규모와 비슷한 수준임.

[권역별 트랙터 시장구조의 변화]

Ÿ 세계 농업기계 관련 주요 기업들 현황 및 점유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북미, 남미, 아시아

권의 선도기업인 John Deear社와 유럽 및 아프리카 시장의 CNH社, 동유럽시장의 AGCO

社가 시장을 나누고 있으며, 일본 Kubota社와 본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독일 

CLAAS社가 그 뒤를 잇고 있음.

Ÿ 독일 CLAAS社나 영국 JCB社는 세계 농기계 시장의 5대 그룹, 세계 건설중장비 시장의 

5대 그룹으로 확인되며, 미국의 DitchWitch社와 이탈리아의 Multione社 등 다목적 농작업

기계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타 트랙터 회사와 비교하여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시장은 

확인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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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쟁기관 현황

① 독일 CLAAS社 Xerion 시리즈

Ÿ 농기계, 트랙터 분야의 세계 5대 기업 중 하나인 독일 CLAAS社는 농기계 중 특장분야 선

도기업으로 주로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과 장착, 적재함, 액비탱크 등의 탑재까지 가능한 

대형 농작업기계를 생산하고 있음. 

Ÿ 그 중 Xerion 시리즈는 관련 기술을 주도하는 주요 장비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500마력

급 이상 엔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고가이면서 플랫폼 자체가 워낙 커서 우리나라 밭 

농업 실정 및 지형과는 맞지 않는 장비임.

[독일 CLAAS사의 엑스리온의 수확기 본체활용]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독일 CLAAS의 Xerion 시리즈]

② 영국 JCB社 FASTRAC

Ÿ 영국 JCB社는 농업용 장비외 건설용 산업 중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유럽의 포크

리프트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굴삭기 시장 역시 연간 2,905대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장비 기업임. JCB社의 FASTRAC은 중대형 트랙터로서 견인, 탑재, 장

착이 모두 가능함.

Ÿ 운전석 회전이 불가능하나 전방 PTO가 엔진에서 빠져나와 유압식으로 작동하는 타 트랙

터와는 달리 PTO와 같이 미션에서 빠져나와 작업기를 전방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

며, 주변속 기어가 수동으로 되어 있어 불편하며 고가의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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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JCB fastrac의 견인, 탑재, 장착 작업]

③ 그 외 다양한 다목적농잡업 기계

Ÿ 이탈리아 멀티원(Multion)은  견인과 장착이 가능하나 소형이고, 탑재가 불가능 함. 유압

식 4륜 구동, 허리굴절식 조향으로 최소 회전반경 제공, 텔레스코픽 & 셀프레벨링붐이 장

착되며 소형으로 소규모 작업에 적합함.

Ÿ 미국의 DitchWitch社의 RT105는 견인, 장착이 가능한 트랙터로 작업기의 교체를 통해 견

인(쟁기, 로타리 등)이 가능하며, 장착(인양, 굴착) 등의 작업은 트랙터 전방의 기기를 이

용하여 가능하나, 적재함, 액비탱크 등의 중앙부 탑재가 불가능함.

Ÿ 프랑스의 Mecalac社는 아래의 사진과 같이 트랙터에 로더(Loader) 및 백호(Back hoe) 

또는 프론트호(Front hoe)등이 기본 부착되어 건설 장비로 분류, 활용되어지는 

TLB(Tractor Loader Backhoe)라는 패키지 트랙터를 생산, 판매 중에 있으며, 74kW급 엔

진을 적용함. 이는 트랙터 전후방에 굴착, 로더 등의 작업기 장착이 가능한 장점은 있으

나, 운전석 회전이 되지 않고 차체 적재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탑재가 불가능한 구조임.

[Multione社 Mini Loaders(좌),DitchWitch社 RT105(중), Mecalac社 TLB890(우)]

(라) 지식재산권 및 표준화 현황

① 지식재산권 현황

국가 검색DB 검색범위 주요국 검색키워드

미국(US), 유럽( EP), 

일본(JP), 중국(CN)
Kipris

공개, 

등록

미국 : 1,498

유럽 : 209

중국 : 14

PCT : 331

① multi tractor

② multi purpose tractor

③ multi purpose agriculture machine

Ÿ 해외 특허현황 : 본 연구개발과제인 다목적 농작업기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핵심 

특허기술은 아래의 5종으로 확인됨. 대부분 소형 농작업기계의 부품과 편의성, 그리고 장

치의 결합에 관련된 분야로 치중되어 출원 및 등록되어 있음. 본 연구개발과의 가장 큰 

차별성은 대분분 견인, 장착에 대한 기술적 부분 및 어태치먼트부, 동력장치 등에 관한 

부분으로 견인, 장착, 탑재까지 되는 기술적 부분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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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국적) 발명의 명칭 출원일자 주요내용 대표도면

Clemson 

University

(미국)

Multipurpose agricultural 

tractor(다목적 농업용 트랙터) 1989.12.12

수평, 수직으로 조정가능

한 리프트암을 갖는 트랙

터로 배양, 분무, 수확이 

가능한 트랙터

 Li Dianrong 

(중국)

Tractor multi-gear speed 

variator 

(트랙터 multi-gear 무단변속기)

2007.08.15

트랙터의 다위치 배속변

환창치에 대한 기술로써 

기어박스, 샤프트, 전동

축 배열방법에 대한 기술

Westendorf 

Mfg. Co., 

Inc.(미국)

Tractor loader having 

multi-adjustment mountings 

(multi-adjustment 마운팅을 

가지는 트랙터 상차기)

1985.09.06

다양한 작업기가 장착될

수 있는 장착부가 포함된 

트랙터

Qiao 

Yangzheng  

Zhao Tinglong  

 (중국)

Multifunctional tractor harvester 

(다중기능의 트랙터 수확기)
2009.08.14

수확기가 장착된 다중기

능의 트랙터로서 벨트와 

샤프트, 기어 연결방법에

대한 기술

He Jinjun 

(중국)

Multipurpose tractor 

(다목적 트랙터)
2006.12.16

파종, 수확, 적재가 가능

한 다중기능 트랙터로서 

트랙터의 프레임, 엔진, 

처리메커니즘에 대한 기술

② 표준화 현황

Ÿ 농업기계 국제표준은 ISO/TC23을 중심으로 진행됨. ISO TC23는 농업·임업에 사용되는 

트랙터, 기계, 시스템, 도구 및 장비의 표준화를 위한 기구임(트랙터 : SC2, SC3, SC4, 

SC19). 연구개발 과정에서 검토될 주요 표준은 다음과 같음.

- ISO TC23 SC2  : 농기계 일반시험

- ISO TC22 SC3  : 농기계 운전자 안전성·쾌적성

- ISO TC22 SC4  : 트랙터와 관련 표준

- ISO TC22 SC19 : 농업기계 전기전자장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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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및 수행내용

1)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

(1) 최종목표

Ÿ 단순한 견인형 작업기의 장착만이 가능한 기존의 트랙터를 대신하여,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 

탑재, 장착이 가능하고, 대용량 톤백 상하차 작업 및 운반까지 가능한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개발.

【 최종 개발 목표 】 【 주요 내용 】

“다목적 농작업 기계”
(“multi-purpose agricultural machine”)

□ 선행 요소기술 통합

   - 현가장치·자세제어기술(제1239786호)

   - 운전석회전기술(제1033666호)

   - 제자리선회기술(제1287894호)

   - 작업기자동탈부착기술(제1668667호)

□ 신규 요소기술 개발·적용

   - 차체·프레임·차축 개발

   - 고성능 동력전달시스템 개발

   - 전복방지 자세제어기술 개발

   - 원격제어기술 적용

□ 개발품 주요내용

Ÿ PTO출력 : 80kW급 이상

Ÿ 엔진출력 : 90kW급 이상

Ÿ 3점링크인양력 : 2,000kg 이상

Ÿ 최대견인력 : 3톤 이상

Ÿ 전복각도 : 35° 이상

Ÿ 지상고조절능력 : 150mm이상

Ÿ 최대주행속도 : 60 km/hr 이상

Ÿ 최대적재하중 : 4톤이상

Ÿ 기능구분 

 - 견인 : 쟁기(실증), 배토기, 정지기

 - 탑재 : 적재함(실증), 액비탱크

 - 장착 : 로터베이타(실증), 복토기

Ÿ 기본기능 : PTO 탈부착장치, 제자리 선회장치, 현가장

치, 캐빈 틸팅장치, 전복 방지장치, 인간공학적 조작

부, 운전석 회전장치, 원격제어시스템

(다목적 농작업기계 개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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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개발 목표

○ 다목적 농작업기계 동력본체 및 제어시스템 설계, 제작

- 다목적 농작업기계 동력본체 시제품 설계 및 제작

-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 장착, 탑재가 가능한 가변형 차체 프레임 설계 및 제작

- 최대 조 향시 간섭을 최소화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전/후 차축 및 현가장치 제작

- 운전석 회전 제어시스템 및 틸팅 캐빈 설계 및 제작

-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의 작업의 편이성 및 안정성 확보기술이 적용된 동력본체 플랫폼 설계 및 

제작

- 작업기 자동 탈부착 장치 제작 및 자세제어, 원격제어 시스템 개발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현장실증 및 성능고도화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현장실증을 통한 성능고도화 진행 

- 현장실증 및 성능시험을 통한 보완 개선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최종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추진

○ 동역학 시뮬레이션 조건 설정 및 모델링

- 참고 문헌 및 국내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장애물의 높이 

및 형상 조건, 지형의 경사도 조건 설정

- 동역학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상에 시험환경을 구현

○ 시뮬레이션 수행 및 최적화

- 트랙터의 측방전도 및 후방전복이 발생하는 주행 임계속도 도출

- 측방전도 및 후방전복을 야기하는 요인들에 대한 상호 연관성 분석 및 요인의 중요도 도출

- 도출된 결과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모델 최적화

○ 다목적 농작업기계 동력전달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차체프레임 구조해석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동력전달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및 취약부 분석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주요 작업(견인, 탑재, 장착)에 대한 부하 계측 및 작업환경, 작업 조건, 

작업속도에 따른 부하데이터 분석

○ 필드 작업 부하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모델 최적화

- 부하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한 동력전달 시스템의 강도 해석

- 성능평가를 통한 차체 프레임의 최적화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 다목적 농작업기계 시험평가 프로세서 설계 및 성능시험 진행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시험평가 방법, 기준 표준화

- 시험방법, 시험기준 표준화 및 성능시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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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주관연구개발기관 : 대호(주)

(1) 다목적 농작업기계 시스템 설계

(가) 시스템 레이아웃 설계

Ÿ 다양한 탑재가 가능한 작업기에 맞추어 PTO를 튜닝할 수 있도록 개별 미션, 회전 역방향

이나 RPM 변경 등 튜닝이 가능한 분리구조로 설계.

Ÿ 엔진에 PTO 주행 미션을 직접 각각 연결할 수 있게 하고, 주행 미션은 트럭용 미션을 활

용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 PTO 구현이 가능하도록 설계.

Ÿ 자세제어, 차체 높이 조정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차축지지 구조 설계.

Ÿ 차축 최대조향 시 바퀴와 현가장치 또는 프레임 간의 간섭이 최소화하도록 설계.

[시스템 레이아웃 개념 설계]

(나) 전/후륜 차동장치 동력전달 계통도 분석

Ÿ 메인 미션에서 동력을 추출하여 부변속기, 중간 미션을 거쳐 전/후륜 차동장치와 PTO로 

동력이 전달되는 동력전달 계통도를 분석 진행하였음.

[엔진동력전달 시스템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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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력본체 시스템 설계

① 동력본체 시스템 설계

Ÿ 기어설계 : 주변속기로 부터 회전수(2,250rpm)를 기준으로 출력회전수에 대한 기어비를 

계산하여 기어를 설계하고, 스프라켓 기어형상 및 모듈계산, 소재, 열처리 방법을 결정.

Ÿ Tier4 엔진의 전달동력을 고려한 동력전달용 축의 지름은 안전을 고려하여 35mm의 축을 

사용, PTO 축의 경우 26mm 이상의 축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함. 동력전달용 축 및 PTO 

축의 길이는 차체의 크기 및 변속기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각각 1,500mm 및 300mm가 

될 것으로 판단됨. 다양한 작업기의 사용으로 인한 출력 상승으로 파워트레인 전반 업그

레이드 설계와 독립 PTO 구현을 위한 엔진 동력전달시스템 개발.

[기어설계] [다목적 특장본체 엔진동력시스템]

② 차축설계

㉮ 전차축 설계

Ÿ 차축의 최대조향 시 전륜 차축과 전륜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최대조향 시에도 동력전달계

통에 간섭이 없는 구조로 전차축의 좌/우측에 각각 완충 실린더를 설치하여 전차축의 상/

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완충 구조로 설계를 진행함.

[전차축 2D, 3D 도면]

㉯ 후차축 설계

Ÿ 차체 프레임에 장착되어 동력을 전달받는 구조의 후륜차축을 설계하고, 전륜차축이 제자

리 선회할 때 후륜은 양측 바퀴가 정역회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후륜차축 차동장치를 

설계하였음.

Ÿ 후륜 차동장치 동력전달 계통도 분석과 축, 기어, 기어 케이스 추가 설계 진행, 관련 부품

선정 및 부품가공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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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차축 2D, 3D 도면]

㉰ 표준 프레임 설계

Ÿ 전체 무게 약 6톤의 반복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일체형 구조의 프레임 설계.

[표준 프레임 도면] [표준 프레임 3D 도면]

Ÿ 기존 프레임은 유지하고, 용도에 따른 엔진, 미션, 차축 변경이 가능한 표준프레임으로 

차축의 최대조향 시 바퀴와 현가장치 또는 프레임 간의 간섭과 동력계통에 간섭이 없고, 

동력전달시스템 유지가 가능한 프레임 구조로 내구성, 경량화, 고장력 강판(ATOS80)으

로 설계.

Ÿ 프레임을 기준으로 조립장착 되는 파워트레인과 모듈품들을 연결하는 방진 시스템 적용

과 Z자 방식의 가변 프레임 장착을 통하여 특장 본체 역할(적재함, 액비탱크 등 탑재 가

능한 구조로 설계)로서 가변 프레임의 리프팅 기능 부여와 운반 시 적재함(탱크부) 상승

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진행하였음.

[Z자 형식의 가변 프레임] [표준프레임, 가변프레임 연결] [가변프레임 적용 특장본체]

(다) 현가장치 설계

Ÿ 현가장치는 전차축의 상/하로 결합된 상부링크와 하부링크를 설치하여 좌/우 한쌍의 4절

링크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전차축의 좌/우측에 각각 완충실린더를 설치하여 전차축의 상/

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완충구조임. 후차축에는 좌/우로는 이동이 되지 않도록 고정되

고, 상/하로는 유동이 가능한 구조로 된 암을 좌/우 한쌍 설치하는 구조로 설계하였음. 후

차축의 좌/우측에 각각 완충실린더를 설치하여 후차축의 상하 충격을 완화시키는 완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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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설계 진행함.

Ÿ 트랙터의 전차축 및 후차축이 작업 중 또는 이동 중에 발생 될 수 있는 충격을 보다 완화

시키는 완충기능을 보강하고, 케빈 틸팅구조를 가지면서 차체 프레임의 충격을 흡수하는 

방진장치를 적용하였음.

Ÿ 차축 현가장치는 Z축 방향의 충격만 흡수하는데 케빈과 차체 프레임 사이의 방진장치는 

X, Y, Z축 3차원 모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 진행함.

[현가장치에 방진장치 적용]

(라) 운전석 회전기능 설계

① 회전이 가능한 운전석 설계(0°~180° 각도로 자동회전)

Ÿ 전/후방 모두 운전석이 모든 제어장치와 조작부가 같이 회전하는 구조로 설계. 6톤의 자

중을 견딜 수 있는 케빈 보호 구조물로 운전석 하부(운전캐빈 바닥) 구조 설계 및 제작(유

압라인, 전기배선, 조향장치 등을 하부차체와 연결 할 수 있는 구조 설계) 진행하였음.

[회전운전석 설계 평면도] [회전운전석 설계 전면도]

② 운전석 회전 시 일체형 구조의 운전조작 판넬 설계

Ÿ 일체형 구조의 진동 해석, 안전성 설계 및 전·후방 조작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

[운전석 회전 전] [운전석 회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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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축 기준 운전석 회전 전] [중공축 기준 운전석 회전 후]

[운전석 회전 측면 개략도]

(마) 작업기 자동 탈부착 장치 설계

Ÿ 여성 및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무거운 작업기의 탈부착 어려움을 기계화, 자

동화시키기 위함. 작업기 위치에 따라 폭 조절이 가능하게 구현, 원터치 시스템을 구현하

여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간단한 레버 조작만으로 가능하도록 구현함. 

Ÿ 3점 링크 방식 작업기 각각의 규격에 구애받지 않고 자동으로 탈부착할 수 있는 시스템으

로 설계하고, 3개의 링크점 가변 방식의 다양한 어태치먼트 탈부착 방식 적용. 유압실린

더와 유압제어 시스템으로 하차가 필요 없이 운전석에서 자동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

하고, 링크 프레임, 링크 슬라이더, 톱링크 실린더, 상부 후크 실린더, 폭조절 실린더, 상/

하부 후크, 유압제어기로 구성함. 링크 프레임은 톱링크 실린더의 구동으로 마스트각 조

절이 가능한 동시에 상부 후크 움직에 간섭이 없도록 하고, 로워링크, 어퍼 링크 상세설

계 진행. 후방작업기 하중 3톤을 반복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였음.(최적의 소재로 

고장력 강판인 ATOS80. 60 채택).

[자동 탈부착 프레임 개념도] [3점 링크 3D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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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식 작업기 자동 탈부착 시스템 설계 도면]

(바) 틸팅캐빈 설계

Ÿ 기존 트랙터의 운전캐빈 문제점을 분석하고, 캐빈 틸팅 시 에어컨 호스를 분리하지 않아

도 되도록 설계 구조 변경 개발과 캐빈 틸팅 및 정비 시 캐빈이 작업자를 누르는 등의 사

고, 주행 중 캐빈 이탈 방지 등을 위한 안전장치 개발 진행함.

Ÿ 틸팅 캐빈이 가능한 링크 구조 설계(틸팅각 40도), 유지, 보수, 점검의 용이성을 위한 캐

빈틸팅 구조 분석 및 개념 설계 진행하였음.

[운전석 케빈 틸팅 개념도] [틸팅 운전캐빈 운동 메카니즘 설계]

[틸팅케빈 설계 우측면도] [틸팅케빈 설계 좌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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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목적 농작업기계 시스템 제작

(가) 파워트레인 및 주행미션 제작

① 파워트레인 및 주행미션 제작

Ÿ PTO를 튜닝할 수 있게 개별 미션, 회전 역방향이나 RPM 변경 등도 튜닝 가능한 분리구

조로서, 엔진에 PTO 주행미션을 직접 연결할 수 있게 하고, 주행미션은 트럭용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독립 PTO 구현 가능)하고, 엔진 튜닝 및 엔진 케이스, 부변속기 및 

중간미션, 부변속 및 중간미션 기어케이스 및 기어케이스 지그 제작.

Ÿ 주변속기로 부터의 회전수(2,250rpm)를 기준으로 출력회전수에 대한 기어비를 계산하

고, 기어형상 및 모듈 계산, 소재 및 열처리 방법에 따른 기어를 제작. 주변속기로 부터의  

회전수(2,250rpm)을 기준으로 출력회전수에 대한 기어비를 계산하여 기어를 설계 및 제

작하고 스프라켓 기어형상 및 모듈계산, 소재 및 열처리 방법을 결정한 후 제작 진행함.

Ÿ 엔진에서 생성된 힘을 실제로 동력본체를 움직이게 하는 바퀴까지 전달하는 장치로서 메

인 미션에서 동력을 추출하여 부변속기, 중간미션을 거쳐 전·후륜의 차동장치와 PTO로 

동력이 전달되도록 제작하고, 주행미션(주변속기)은 엔진의 동력을 속도나 환경에 맞추어 

필요한 회전력으로 바꾸어 주는 장치로서 저단에는 토크가 높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고단에서는 속도가 높아 빠르게 주행할 수 있도록 주행미션은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

면서 주행상황에 맞게 토크, 출력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 부변속을 할 수 있는 기어의 

외형인 기어케이스, 기어조립을 위한 기어케이스 제작.

[주행 미션 및 케이스 제작]

② 기어류 (차동기어 등) 및 엔진 조립 장착

Ÿ 선회를 하는 경우 안쪽바퀴와 바깥쪽 바퀴의 이동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회전 수 조정을 

위한 차동기어 및 미션 등의 필수 기어류 제작. 선회할 때 양쪽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고 

원활하게 선회하려면 바깥쪽 바퀴가 안쪽 바퀴 보다 더 많이 회전해야 하고, 요철 구간에

서도 양쪽 바퀴의 회전 속도가 달라져야 함으로써 양쪽 바퀴의 회전속도를 다르게 만들어

주는 차동기어 장치 등 제작.

[엔진 완성품 조립] [최종 프레임 엔진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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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립 PTO 제작

Ÿ 기존 상용 트랙터의 PTO rpm을 분석하여 독립형 PTO 방식으로 제작(540, 750, 

1,000rpm 총 3가지 타입)하고, 티어4 엔진의 전달동력을 고려한 동력전달용 축의 지름은 

안전을 고려하여 35mm의 축으로 제작하고, PTO축의 경우 26mm 이상의 축으로 제작.

Ÿ 다양한 농작업기 등 부착이 용이하며, 주행과 관계없이 일정한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독

립 PTO 제작하되, Tier4 엔진의 전달동력을 고려한 동력전달용 축의 지름은 안전을 고려

하여 35mm의 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PTO축의 경우 26mm 이상의 축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함으로 동력전달용 축 및 PTO 축의 길이는 차체의 크기 및 변속기의 위치를 고

려하여 각각 1,500mm 및 300mm로 제작.

Ÿ 주물 단조에 비하여 초기 개발비용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설계 변경에도 효과적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PTO 케이스는 용접으로 제작(1/10 이하 가격 경쟁력)하여 향후 제품의 

안정화 및 대량생산 전까지는 용접 지그를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PTO 케이스 안쪽의 기어부품들이 이탈하지 않고, 기어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위해 PTO케이스 지그 제작하고, PTO 케이스 지그를 사용하면 PTO 케이스 안쪽의 기어

부품들이 이탈과 기어손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PTO 제작] [PTO 하우징 제작]

(다) 차축, 차축프레임, 현가장치 제작

① 차축 시제품 제작

㉮ 전륜차축 시제품 제작

Ÿ 기존 트랙터의 동력 구조는 엔진부의 동력을 우선 후륜 차축 쪽으로 보내고 후륜 차축에

서 전륜 차축으로 전달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후륜 차축의 후륜이 감속되지 않을 때 전륜 

차축을 강제로 밀어버리는 문제점 발생. 전륜이 운전자가 조향 핸들을 시계 방향 및 반시

계 방향으로 회전시킴으로써 조향장치에 의하여 좌우로 선회하는 구조로 되어 전륜 차축

이 전륜과 직접 결합되는 방식에는 조향 핸들을 최대한으로 회전시킬 때 전륜의 선회각도

가 60도 이상 선회하지 못하여 조향 핸들을 최대한으로 회전시키더라도 트랙터의 최소 

회전 반경이 커지게 되어 트랙터를 후방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자 할 때 전∙후진을 자주하

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Ÿ 차축의 최대 조향 시 전륜차축과 전륜의 간섭이 발생되지 않고, 최대조향 시에도 동력계

통에 간섭이 없는 구조로 제작함. 전륜이 전륜 차축에 의하여 간섭받지 않도록 바퀴 상면 

높이로 상향 배치하여, 엔진부로부터 전륜 및 후륜에 전달되는 동력에 대하여 그 회전수 

차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중간 차동장치를 구비하고, 중간 차동장치로부터 전륜 및 후륜 차

동장치로 동력이 분배되도록 하되, 중간, 전륜, 및 후륜 차동장치는 차체 프레임의 중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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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측으로 치우치게 배치함.

Ÿ 전차축의 좌/우측에 각각 완충 실린더를 설치하여 전차축의 상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완충

구조로 제작하였으며, 전차축 관련 기어류, 조향 실린더 등의 부품가공 및 제작을 진행함.

[전차축 시제품 제작 및 조립]

㉯ 후륜차축 시제품 제작

Ÿ 차체 프레임에 장착되어 동력을 전달받는 구조로서 전륜차축이 제자리 선회를 할 때 후륜

은 양측 바퀴가 정역회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후륜차축 관련 기어류, 기어

케이스 가공 및 제작.

[후차축 시제품 제작 및 조립]

㉰ 기타 제작

Ÿ 주행 및 농작업 환경에서 불규칙한 노면을 지나면서 가해지는 충격을 충분히 흡수 완화하

고, 운전석과 프레임에 가해지는 요동을 방지하므로 작업자의 승차감을 안락하게 제공함

은 물론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역할. 쇽업 쇼바의 감쇄력 개발 목표치 설

정 및 검토, 720N으로 설정하여 제작함.

Ÿ 차체 사이에 설치된 관절 실린더가 곡선 주행 시 변형되는 양에 따라 일정 조향비로 사전

에 유량 설정이 되어 있는 조향 실린더를 동작시켜 휠 셋을 조향.

Ÿ 피스톤이 피스톤 로드에 연결되어 볼 이음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실린더는 2개의 체임버

로 구성되어 유압이 조정밸브에 의해 한쪽 체임버에 유입되면 다른 쪽 체임버에 충만되어 

있던 오일이 배출되어 프레임에 고정된 피스톤 로드를 중심으로 실린더가 좌우로 작동하

여 조향 핸들의 조작력에 배력하는 구조로 제작하였음.

Ÿ 동력본체의 조향을 위하여 실린더의 작동 방향과 작동을 조정하는 좌우 조향 전환 밸브 

및 유압실린더를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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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륜 완충기 제작] [차축 조향장치 ASSY 제작] [유압실린더 제작]

② 차축 프레임 제작

Ÿ 시스템 레이아웃 구상 및 상세설계를 기반으로 5톤의 반복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

작하였으며, 기존의 농작업 기계는 지면에서 1~10Hz의 진동이 야기 될 때 차체의 안정

성은 물론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진동은 타이어와 캐빈 운전석의 완충장치 이외에는 댐핑 

메카니즘이 없는 구조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가해지는 충격 및 진동을 

안정적으로 감쇄시켜, 프레임 및 차축으로 전달되는 충격 및 진동, 소음을 효과적으로 방

지하도록 제작함.

Ÿ 농작업의 특성상 지상고를 올려야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한 실정이나 기존 기술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실정으로 농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체가 안

정적인 감쇄구조를 감당하면서 지상고 가변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차체 프레임을 제작함.

Ÿ 차체 프레임은 그 위에 엔진과 주미션, 엔진 동력전달시스템, 전륜 차축과 후륜차축, 선

회축과 기타 구조물을 장착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되고, 동력본체는 작업 시 가혹하고 빈

번한 동적 부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정적 하중뿐만 아니라 동적 변형 응답을 정확히 예측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적용하여 제작 진행.

Ÿ 전체 무게(약 5톤)의 반복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프레임 구조로 제작하되 기존 프레임은 

유지하고 용도에 따른 엔진, 미션, 차축 변경이 가능하도록 표준 프레임을 제작하고, 전, 

후방 프레임, 완충 프레임 설계를 기반으로 차체 프레임 4개의 지지점에 설치되는 완충 

실린더와 지상고 가변시스템을 고려한 제작. 프레임은 차체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로서 성

능, 안전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내구성, 경량화를 고려하여 가볍고 강도 높은 고장

력 강판(ATOS80)으로 제작함.

Ÿ 프레임을 기준으로 조립 및 장착되는 파워트레인과 모듈 품들을 연결하는 방진 시스템 구

조로 제작하고, 케빈과 차체 프레임 사이에서 방진장치는 X, Y, Z축 3차원 모두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 기능이 있도록 제작. 차체가 안정적인 감쇄 구조를 감당하면서 지상고 가

변시스템이 적용 가능한 구조로 엔진과 주미션, 엔진동력 전달시스템, 전륜 차축과 후 차

축, 선회축, 기타 구조물을 장착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함.

Ÿ 완제품 생산 시 생산공정을 고려하고, 차체 프레임을 기준으로 모든 부품이 조립되어 완

성차가 되는 구조로 최대 5톤의 반복하중을 각 4개의 지지점에서 견딜 수 있는 프레임(엔

진, 변속기, 공조시설, 운전 캐빈, 운전석, 선회축, 기타 구조물 탑재)으로 차체 프레임 4

개의 지지점에서 설치되는 완충 실린더와 지상고 가변시스템을 고려하여 제작하였음.

[차체 프레임(앞)] [차체 프레임(앞)] [최종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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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가장치 제작

Ÿ 자세제어, 차체 높이 조정이 될 수 있는 구조의 차축 지지구조(전/후차축)로 차축, 완충장

치, 쇽업쇼버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차체 중량 4톤 이상의 중량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하고, 캐빈 틸팅구조를 가지면서 차체 프레임의 충격을 흡수하는 방진장치 적용. 차

축 현가장치는 Z축 방향의 충격만 흡수하는데 케빈과 차체 프레임 사이의 방진장치는 X, 

Y, Z축 3차원 모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를 적용하여 제작. 현가 상중량 대비 현

가 하중량이 작을수록 서스펜션의 역할이 우수하며 현가 하의 전/후차축과 현가 상의 프

레임 사이에 서스펜션이 붙어 완충작용을 함.

현가 상 프레임, 엔진, 미션, 케빈, 제어장치 등

현가 하 전차축, 후차축

Ÿ 전/후차축, 엔진, 미션, 캐빈, 백호우 등은 개별적으로 모두 프레임과 직접 붙는 구조이며 

이러한 프레임과 각각의 구조물 사이에 방진장치라는 현가장치가 개별적으로 장착되어 

뛰어나 서스펜션 기능을 구현. 전차축의 상하로 결합된 상부링크와 하부링크를 설치하여 

좌우 한 쌍의 4절 링크 구조로 전차축의 좌/우측에 각각 완충 실린더를 설치하여 전차축

의 상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완충구조임. 후차축에는 좌우로는 이동이 되지 않도록 고정

되고 상하로는 유동이 가능한 구조로 된 암을 좌우 한 쌍 설치. 후차축의 좌/우측에 각각 

완충 실린더를 설치하여 후차축의 상하 충격을 완화시키는 완충구조임.

Ÿ 동력본체의 전차축 및 후차축이 작업중 또는 이동 중에 발생 될 수 있는 충격을 보다 완

화시키는 완충 기능을 보강하고, 유압라인에 쇽업쇼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 스프링

의 위치와 운동에너지를 감쇠시켜 반동을 줄이고 차체의 진동을 억제하여 부드러운 승차

감을 구현함. 차량 중량에 따른 승차감 조절이 가능(스프링 상수 값 변경 기능 적용)

[현가장치 시제품 제작]

(라) 회전 운전석 제작

Ÿ 농작업 시 전방뿐만 아니라 작업기의 연결 등 후방작업이 대부분이나 시야 확보의 어려움

으로 안전사고 등 작업에 어려운 상황으로 후방작업을 고려하여 0°~180°까지 회전이 가

능한 운전석 회전시스템 제작 진행함.

Ÿ 운전석만 회전 시 조작의 어려움이 발생함으로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더불어 작업의 편의성

을 고려하여 운전석과 조작 판넬 일체형으로 운전석 하부(운전 캐빈 바닥)와 같이 회전하도

록 제작. 운전석 회전시스템 전방 0°, 45°, 후방 45° (135°), 후방 (180°)로 조작패널과 같이 

회전되도록 하여 농작업 시 시야 확보와 농기계 조작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려하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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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0°] [전방 45°] [후방 45°] [후방 180°]

Ÿ 유압라인, 전기배선, 조향장치 등을 하부차체와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의 운전석 및 조작판

넬 일체형으로 자동회전이 될 수 있도록 운전석 회전 제어시스템 적용.

[운전석 제어시스템 회로도 및 PCB ]

(마) 작업기 자동 탈부착 장치 제작

Ÿ 작업기의 자동 탈부착 장치는 폭 조절을 유압으로 운전석에서 자동으로 조절가능하고, 여

성 및 고령자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무거운 작업기를 쉽게 탈부착 가능하도록 제작. 

작업기 자세 연동 등의 자세제어 시스템을 통하여 운전석에서 작업기 탈부착을 위한 링크

점 변경 및 각 실린더 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제작함.

[작업기 자세제어 시스템 회로도]

Ÿ 자동 탈부착 연결장치 프레임은, 2. 3톤을 반복지지 할 수 있도록 제작(특수강(ATOS) 적

용) 하고, 유압실린더는 각기 다른 4종의 유압실린더를 제작.(상부 후크 실린더, 톱링크 

실린더, 하부후크 실린더 2개)

Ÿ 작업자가 농작업기 연결 시 손을 대지 않고 유압으로 다양한 구조의 작업기를 장착이 가

능하게 상부링크와 체크체인도 유압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ATOS80 등의 고장력 강판을 

사용하여 무거운 작업기에 적합한 내구성을 확대하도록 진행.

Ÿ 작업기의 자동 어태치먼트 및 탈부착 시스템은 폭 조절을 유압으로 운전석에서 자동조절 

기능과 고령자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무거운 작업기를 쉽게 탈부착 가능하도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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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대지 않고 유압으로 다양한 구조의 작업기 장착이 가능하게 상부링크와 체크체인도 

유압으로 작동하도록 제작 진행.

Ÿ ATOS 80의 고장력 강판을 사용하여 무거운 작업기에 적합한 내구성 확대하고, 다양한 

작업기를 장착할 수 있는 3점 링크(Cat. 2) 방식 채택하였으며, 제작된 자동탈부착 시스

템의 능력을 활용한 다양한 어태치먼트의 추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작함.

Ÿ 다양한 농작업기와 동력본체를 연결하는 자동 어태치먼트 및 탈부착 시스템 제작. 3점 링

크(Cat. 2) 가변 방식 채택으로 다양한 농작업기의 장착이 가능하며, 강도가 높은 ATOS 

80 고장력 강판의 사용으로 내구성이 높으며, 유압으로 자동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음. 기

존의 타 제조사의 작업기는 탈부착 시 수동으로 연결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개발된 다양한 

작업기를 부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운전석에서 폭 조절 등 작업기의 연결이 자동으로 가능

하여 여성 및 고령 농업인들이 쉽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 특히, 원터치 시스템의 구현

으로 하차가 필요 없이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간단하게 레버 조작으로 탈부착이 가능함. 

[자동 탈부착 시스템의 구조]

Ÿ 링크 프레임, 링크슬라이더, 톱링크 실린더, 상부후크 실린더, 폭조절 실린더, 상/하부 후

크, 유압제어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링크 프레임은 톱링크 실린더의 구동으로 마스트각 

조절이 가능한 동시에 상부 후크의 움직임에 간섭이 없도록하고, 후방작업기 하중 3톤을 

반복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최적의 소재로 고장력 강판인 ATOS 80 채택)

[자동 탈부착 시스템 시제품 제작]

(바) 틸팅 캐빈 제작

Ÿ 기존의 트랙터 운전 캐빈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비성과 편리성을 향상시켜 

틸팅이 가능하도록 제작 진행함. 운전자의 작업공간인 운전석 캐빈은 전도되었을 때 운전

자가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고, 운전자가 전락하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

이 필수 요소로서 안전 구조물의 기능 구현을 위한 캐빈의 구조해석 수행.

Ÿ 차량 정비의 개선을 위하여 캐빈틸팅 시 에어컨 호스를 분리하지 않도록 제작하고, 캐빈 

틸팅 및 정비 시 캐빈이 작업자를 누르는 등의 사고와 주행 중 캐빈 이탈방지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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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제작을 진행. 유지, 보수, 점검의 용이성을 위한 캐빈 틸팅구조 및 틸팅 캐빈이 

가능한 링크 구조로 제작하였음.

Ÿ 캐빈의 구조해석 결과 후방 수평 부하 시 캐빈의 강성은 측면 판의 결합상태에 크게 영향

을 받으며 측방 수평 부하 시에는 후방 판과 천장 판의 결합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음으로 

캐빈의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레임과 측면, 후방, 천장 판의 결합상태를 견고히 유지하

도록 제작하였음.

Ÿ 고장력 ATOS 80 재질 강판을 사용하여 전도, 전복 시 안전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4면 캐

빈의 시야 공간을 확보하여 주행 및 농작업 시 불편해소. 전면부 및 후면부에는 습기, 비, 

오염물 등 해결을 위한 와이퍼 채택하였음.

Ÿ 운전캐빈 틸팅 시 전도방지를 위해 수평에서 최적화된 운전캐빈 틸팅각 적용함.(최대 35°)

[운전캐빈 프레임] [운전캐빈] [운전캐빈 틸팅각 측정]

(3)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을 위한 플랫폼 설계 및 제작

(가)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을 위한 플랫폼 설계

① 여성, 고령 농업인의 설문조사

Ÿ 여성, 고령 농업인의 편이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플랫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설문

조사를 진행함. 주관기관인 대호(주)에서 전국 6개 지역 영업망을 통하여 농기계(트랙터, 

관리기 등)를 사용하는 지역 농업인 10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2020. 

09.01~09.25, 25일간)

㉮ 설문 대상자 일반사항

Ÿ 설문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77.0%로 여성 23.0% 보다 많게 응답함. 연령대는 50대 

29.0%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24.0%, 40대 23.0%, 70대13.0%, 40대 미만 9.0%, 80

대 이상 2.0% 순으로 응답함.

[농업인의 성별 구분] [농업인의 연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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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일반현황

Ÿ 설문 대상자의 농업 경력은 10~20년이 27.0%로 가장 많았으며, 20~30년 23.0%, 

5~10년 21%, 5년 미만 19%, 30년 이상 10% 순으로 응답함. 주요 농사 현황으로는 논

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밭 31.3%, 하우스/건조장 15.7%, 과수/화훼 13.9% 순으로 

응답함. 

[농업 경력현황] [주요 농사현황]

Ÿ 일일 평균 농작업 시간은 3~5시간이 35.0%로 가장 많았으며, 5~8시간 26.0%, 2~3시

간 25.0%, 8시간 이상 8.0%, 1시간 이내 6.0% 순으로 응답함.

[일평균 농작업 시간]

㉰ 농기계 사용현황

Ÿ 설문 대상자의 농기계 사용현황은 자가 소유가 70.5%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사용 

15.2%, 농작업 대행 9.5% 미보유 4.8% 순으로 응답함. 사용 농기계의 기종은 트랙터가 

36.4%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기 20.6%, 경운기 21.2%, 콤바인/수확기 18.8%, 기타 

3.0%로 응답함. (중복선택, 장착되는 일반 농기계는 제외)

[농기계 사용 현황 구분] [사용 농기계 기종 구분]

Ÿ 연간 농기계의 사용횟수는 40일 이상이 35.8%로 가장 많았으며, 10~20일 21.1%, 

30~40일 14.7%, 10일 이내 16.8% 순으로 응답함. 1회 농기계 사용 시간은 2~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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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로 가장 많았으며, 3~5시간 28.4%, 5~8시간 16.8%, 8시간 이상 7.4%, 1시간 

이내 5.3% 순으로 응답함.

[연간 농기계 사용 횟수] [1회 농기계 사용시간]

Ÿ 농기계의 사용 중 불편사항은 작업기 연결이 42.4%로 가장 많았으며, 기계 조작 36.4%, 

주행 11.1%, 운전석 7.1%, 기타 3.0% 순으로 응답함. 농기계 사용 중 신체 불편 부위는 

허리가 53.3%로 가장 높았으며, 목, 팔 18.7%, 다리 8.4%, 기타 0.9%로 응답함.

[농기계 사용 불편사항] [농기계 사용 중 신체 불편사항]

Ÿ 농기계 사고 유무는 없음 66.3%, 있음 33.7%로 응답함. 농기계 사고가 있음을 선택한 

응답자의 농기계 사고 발생상황을 보면 농작업 이동중에 50.0%로 가장 많았으며, 농작업 

진행 중 29.4%, 농작업 후 정리 중 14.7%, 농작업 준비중 5.9% 순으로 응답함. 

[농기계 사고유무] [농기계 사고 발생 상황]

㉱ 농기계 사용 개선항목 설문

Ÿ 농기계 사용에 대한 개선사항은 조작 편리가 47.1%로 가장 많았으며, 작업기 연결 

25.0%, 이동속도 14.4%, 운전석 11.5%, 기타 1.9% 순으로 응답함. 농기계 이동속도 개

선사항은 30~40km 31.3%로 가장 많았으며, 40~50km 21.9%, 20~30km 25.0%, 

20km 이내 13.5%, 50km 이상 8.3% 순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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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사용 중 개선사항] [농기계 이동속도 개선사항]

Ÿ 농기계 조작 시 개선사항은 사용 매뉴얼이 29.3%로 가장 많았으며, 기능 설명 버튼 

24.2%, 사용 교육 23.2%, 음성지원 21.2%, 기타 2.0% 순으로 응답함. 농기계 운전석의 

개선사항은 운전석 완충이 42.0%로 가장 많았으며, 운전석 조절 22.0%, 시트보강 

16.0%, 운전석 회전 14.0%, 기타 6.0% 순으로 응답함.

[농기계 조작시 개선사항] [농기계 운전석 개선사항]

Ÿ 농작업기 연결 시 개선사항은 작업기의 탈부착 편리가 50.5%로 가장 많았으며, 후방카메

라 22.8%, 실외제어, 안내방송(센서) 12.9%, 기타 1.0% 순으로 응답함. 기타 농기계 개

선사항은 정비/관리가 33.0%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장치 27.0%, 성능향상 21.0%, 작업

효율 17.0%, 기타 2.0% 순으로 응답함.

[농작업기 연결시 개선사항] [기타 농기계 개선사항]

㉲ 기타 의견

Ÿ 기타 의견으로는 작업기 탈부착 간소화 및 개선이 25.0%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성 개선 

16.7%, 구입가격 부담, 이동속도 향상 11.1%, 잔고장 부담 8.3%, 승차감 향상, 작동 및 

사용, 음성지원 5.6%, 정비관리, 내구성 개선, 여성용 소형화, 운전석회전 5.6% 순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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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견]

㉳ 설문결과

Ÿ 설문 대상자의 여성 농업인 23.0%, 50대 이상 68.0%로 농기계를 사용하는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의 비율이 다소 높으며, 농기계 이용으로 인하여 젊은 연령층의 농업인이 분포함. 

응답자의 60.0%가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주요 농사유형으로는 논(39.1%), 

밭(31.3%)이 70.4% 임. 농기계 사용으로 하루 작업시간은 2~5시간이 60.0%로 높게 분

포함.

Ÿ 농기계 보유현황은 자가 소유가 70.5%이며, 기타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을 통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지속적인 농작업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 및 대행보다

는 자가 보유 비율이 높은 편으로 보임. 트랙터, 관리기, 경운기 사용이 78.2%로 농작업

기 장착, 견인, 운반을 위한 농기계의 사용이 높은 편으로 보임.

Ÿ 지속적인 농작업을 위해 농기계의 사용횟수 빈도는 높고, 농사면적과 비례하여 농기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트랙터 3점 링크에 다양한 농작업기를 연결하여 사용함으로 작

업기를 연결할 때 운전석에서 내려서 연결 부위를 확인해야 함으로써 여성 및 고령자는 

매우 불편한 것으로 분석되며, 사용하는 농기계의 완충기능이 빈약하여 허리 부위의 통증

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Ÿ 다양한 농작업기를 연결한 후 좁고 굴곡이 심한 농로길 운전으로 인하여 수렁에 빠지거나 

전도, 장애물에 부딪힘 등 이동 중 사고 유형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큰 인명피해

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로 분석됨. 

Ÿ 농기계 조작을 위한 사용 매뉴얼, 기능설명, 농작업 중 완충을 위한 요구가 많고, 작업기 

탈부착 편리, 후방카메라 개선의 의견이 많았으며,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

으로 분석됨. 여성·고령 농업인들은 농작업기의 연결이 어려워 작업기 탈부착 간소화와 

사용 방법 등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Ÿ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여 시제품에 적용하고, 여성 및 고령 농업

인의 실증 테스트를 거쳐 사용성이 편리한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상용화 추진.

② 국내 여성 및 고령 농업인 인체지수 조사

Ÿ 운전석 주요 설계요소 인자 : 농업인의 인체 지수를 반영하기 위해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자들의 자료를 분석하였음. 조사 및 분석은 운전석의 규격 및 좌석에 대한 규격의 주요 

결정인자로 활용함. 운전석은 전방향 제어 가능한 회전형으로 개념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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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의 인간공학적 인체지수 반영]

Ÿ 남녀 농업인의 연령대별 체형 분석 : 농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50대 남성 농업인은 키 

167.14cm, 허리둘레 89.87cm, 엉덩이둘레 96.45cm, 체중 68.81kg, BMI index 24.66, 

WHR index 0.93인데, 주요수치는 다음과 같음.

[남녀 농업인의 연령대별 주요 신체치수]

Ÿ 농업인 인체치수) 운전석의 좌석설계 등에 반영될 50대 남성 농업인의 앉은 자세에 대한 주

요수치는 다음과 같음. 선행연구자는 앉은 자세 중에서 8가지 주요요소(측정값)는 ➊앉은 

높이(89.73cm), ➋눈높이(78.63cm), ➌경부 높이(63.96cm), ➍어깨높이(58.21cm), ➎팔

꿈치 높이(26.62cm), ➏허벅지 통관(13.08cm), ➐무릎 높이(49.42cm), ➑오금 높이

(40.58cm)로 제시함. 또한, 50대 여성 농업인의 앉은 자세에 대한 주요수치는 다음과 같음. 

선행연구자는 앉은 자세 중에서 8가지 주요요소(측정값)는 ➊앉은 높이(83.92cm), ➋눈 높

이(72.38cm), ➌경부 높이(59.63cm), ➍어깨높이(54.22cm), ➎팔꿈치높이(24.65cm), ➏
허벅지 통관(11.96cm), ➐무릎 높이(45.68cm), ➑오금 높이(37.42cm)로 제시함.

Ÿ 체형 분석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작아지는 경향이며, 남녀 간의 신체지수 차

이로 주요 설계인자(좌석 유격범위 등)로 반영될 눈높이는 7.95%, 어깨높이 6.85%, 팔꿈치 

높이 7.4%, 무릎 높이 7.57% 등 평균 7.44% 차이를 보였는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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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은 자세에서 농업인과 도시민의 치수 차이 분석]

③ 여성, 고령 농업인의 인체 지수를 반영한 설계

Ÿ 운전석 : 슬라이더가 있어 전후 조절(조절범위는 175mm)이 가능하고, 무게 조정 범위는 

50~130kg, 높낮이 조절 가능한 구조로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의 신체적 구조를 고려해 클

러치 및 가속페달을 손쉽게 밟을 수 있도록 설계 적용하였음.

Ÿ 180도 운전석 회전이 가능해 후방작업이 서툰 여성 및 고령 농업인에게 후방작업을 전방

작업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며, 운전이 서툰 여성 농업인이 후방으로 좁은 농로길을 가

는 경우 운전석 회전을 통해 전방의 시야를 확보하면서 쉬운 운행 가능하도록 하였음.

Ÿ 고령 농업인을 위한 팔걸이 및 목받침, 운전석 자체에 서스펜션 기능 및 현가장치 기술적

용을 통해 장시간 작업 시 발생될 수 있는 허리, 목 등의 고통을 완화함으로 특히 고령 

농업인의 작업환경을 개선 시켰음. 근력이 약한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을 위해 캐빈 내의 

모든 조작 레버와 핸들을 경량화하고 파워스티어링 기술을 적용해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이 

손쉽게 조향할 수 있도록 함.

Ÿ 운적석 내부 복잡하고 어려운 조작 패널부를 단순화하고, 차량의 현재 상태와 고장진단을 

안내받을 수 있는 음성멘트 기능을 부여함. 추가로 이를 진단할 수 있는 상태 조기진단 

장치를 별도 설치하여 돌발사태에 상황 대처가 가능하도록 함. 또한, 여성 및 고령 농업

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전석 탑승 시 발생될 수 있는 낙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

여 안전바 등의 가이드 구조물 설치 및 안전 발판 설계를 진행하였음.

(나) 여성, 고령 농업인을 위한 플랫폼 제작

Ÿ 여성 및 고령 농업인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고, 농기계의 주행, 농작업, 작업기의 연

결 등 조작의 편이성 및 안정성 확보기술이 적용된 플랫폼 제작 진행. 인체공학적 설계를 

적용한 운전자 중심의 작업공간과 캐빈에서 선명한 시인성과 직관적으로 구성된 시스템 

구현으로 어떤 작업에서도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

Ÿ 운전석은 전/후, 좌/우 슬라이딩 기능이 있어 전후 조절(조절범위: 175mm) 및 높낮이 조

절 가능한 구조로서 50~130kg 무게의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의 편안하게 승차하여 주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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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작. 운전석 시트 하부에는 에어서스펜션 기능을 적용, 충격을 완

화하고 안정된 승차감을 위한 완충 쿠션 장치를 제작하고, 운전석은 전/후, 좌/우 슬라이

딩 조절이 가능하고 운전석 시트는 높낮이 조절 가능 시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전석 자

체 에어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음. 또한, 운전석은 180도 운전석 회전이 가능하여 후방작

업이 서툰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이 후방작업을 전방작업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단순 운전석 

회전이 아닌 조작패널 및 제어장치가 같이 회전가능하게 하는 일체형 구조로 제작.

Ÿ 캐빈 내의 모든 조작 레버와 핸들을 경량화하고 파워스티어링 기술을 적용하여 젊은 남성

의 비하여 근력이 약한 여성 및 고령 농업인도 손쉽게 조향할 수 있도록 제작. 또한, 현재 

상태와 고장진단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는 음성 멘트 기능을 적용하고 돌발상황이나 비상

시에 이를 진단할 수 있는 상태 조기진단 장치를 별도 설치. 운전석 탑승 및 하차 시 발생

할 수 있는 낙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바 등의 가이드 구조물과 안전 발판 제작.

[운전석의 구조]

① 대시보드, ② 계기판, ③ 작업기 등, 워셔액, 와이퍼 조절 버튼, ④ 스티어링휠, ⑤ 주변속 

레버, ⑥ 메인 조작패널, ⑦ 3점 링크 틸팅 패널, ⑧ 운전 시트, ⑨ 클러치,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⑩ 운전석 회전판, ⑪ 운전석 회전조절 레버

Ÿ 운전석 앞쪽에는 대시보드가 장착되어 있으며, 좌측에는 계기판(엔진 회전, 냉각수 수온, 

속도, 연료, 주행거리, 방향 지시 표시 등)이 있으며, 대시보드 우측에는 편의성을 고려하

여 작업등, 전 작업등, 워셔액, 와이퍼 조절 스위치와 오디오 시스템, 에어콘 조절 버튼이 

배치되도록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작. 계기판을 통해 실시간 주행상황, 변화되는 작업 환

경에 따른 차량의 안정도 등을 눈으로 식별하고 장비를 효율적으로 제어함.

Ÿ 대시보드의 중앙 하단부에는 동력을 얻기 위하여 변속기의 부축에서 동력을 취출하는 

PTO 조절 버튼이 장착되어 있으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하여 히터 조절 레벨이 장착되

어 있음. 대시보드의 우측 하단부에는 쿠션 승차감 조절 자동레벨 레버가 있어 작업환경

에 따른 승차감 조절이 가능하며, 경고음 조절을 통하여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고령 농업

인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였음.

[대시보드] [운전석 완충장치] [메인조작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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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브레이크 페달, 가속페달이 장착되어 있으며, 열악한 농작업 환경과 오염, 부식방지를 위

하여 스테인레스 소재로 제작되어 스티어링 휠, 운전 시트와 일체형으로 회전 가능. 운전

석 하부에는 충격을 완화하고 승차감을 위하여 완충 쿠션장치가 장착되어 있음. 운전석의 

전/후, 좌/우 슬라이딩 조절이 가능하고 운전석 시트는 높낮이 조절 가능 시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전석 자체 에어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음. 편안한 자세가 유지되도록 인체공학

적으로 제작된 에어서스펜션 시트가 피로감을 줄여 더욱 편안한 주행 및 농작업이 가능.

Ÿ 운전석 회전판은 조작패널, 운전석과 일체형으로 되어있으며 180° 회전이 가능하고, 운

전석 회전판의 좌측에는 운전석 회전을 위한 레버를 배치하였음.

Ÿ 주행 및 농작업 시 조향을 위한 스티어링 휠은 전유압식 파워스티어링 휠로서, 농작업 방

향에 따라 앞, 뒤로 시야를 확보함으로 운전석 회전판 및 조작패널과 일체형으로 180° 회

전이 되도록 제작. 스티리어링 휠의 우측에는 주행, 견인, 농작업 등 엔진 출력을 위한 

RPM 조절 레버가 있으며 하단부에는 주차 시 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이드 브레이크

가 부착되어 있음. 운전석 우측에는 주변속 레버가 위치하며 자동 셔틀 변속으로서 고속, 

저속 전·후진 등 12단으로 제작하였음.

Ÿ 운전석의 좌측에는 운전석 회전을 위한 운전석 회전 레버, 반클러치 조절 레버(10단계), 

굴절암 (전, 후, 좌, 우) 조정 레버가 있으며 팔걸이 및 목 받침을 부착하여 장시간 농작업 

시 피로도를 감소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대시보드 좌측 하단부에는 실내등 

ON/OFF 스위치와 대시보드 양쪽에는 스피커가 부착되어 라디오 청취 및 조작 레버 사용 

시 음성안내를 확인할 수 있음. 대시보드 우측에 농작업 시 작업시간을 알 수 있도록 패

널을 배치하고, 운전석 좌측 하단부에 제동조절 스위치를 배치하여 브레이크 페달, 사이

드 브레이크 이외에 비상시 급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음.

Ÿ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운전석의 우측에 메인 조작패널이 위치하도록 

제작. 메인 조작패널은 운전 및 농작업을 위한 주요 기능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 주요 스

위치에 기능 및 주의사항 설명이 되어 있으며, 각 레버 및 스위치 조절 시 음성안내를 통

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려. 메인 조작패널에는 시동을 켤 수 있는 키박스, 유압 

잠금을 할 수 있는 유압 위치, 전·후 차축의 상승·하강 조절 스위치, 3점 링크의 상승·하강 

조절 스위치, 경심 조절 스위치, 경심 복동 스위치, 4륜 구동 조절 스위치, 쿠션 고정 스

위치 등이 배치되도록 제작함. 

Ÿ 다양한 농작업기의 장착 및 조작패널을 별도로 배치하여 일반 주행, 기타 트랙터 작업과 

구분이 되도록 제작. 다양한 농작업기의 장착패널에서는 다양한 농작업기를 연결하거나 

농작업기의 스윙 및 틸팅 기능이 있음.

Ÿ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이 운전석 탑승 및 하차 시 발생 될 수 있는 낙상사고 및 안전사고에 

예방을 위하여 안전바 등의 가이드 구조물과 안전 발판 제작. 캐빈의 측면에는 운전석 문

을 고정할 수 있는 고정레버를 설치하여 내부 환기와 정비 시 편의성 제공하도록 하였음.

(4) 제어시스템 개발

(가) 전복방지를 위한 차량제어시스템 개발

Ÿ 현가장치가 장착되고, 가변실린더를 활용하여 좁고 경사진 작업환경에서 자세제어, 차체 

높이 조정이 가능한 차축지지 구조로 지상고 가변시스템 150mm (최저 지상고 4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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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계 진행하였음.

Ÿ 굴절암 작업 시의 자세제어 및 자세고정, 차량의 이동 시 현가장치 기능 부여 등의 즉각적

인 온/오프 모드 변경이 가능하도록 차체 높이 센서, 레벨센서의 선정 및 기구적 설계 진행

하였음.

[완충유압실린더 위치 선정]

[차체프레임에 장착된 전륜차축 완충실린더] [차체프레임에 장착되는 후륜차축 완충실린더]

(나) 차량 자세제어 시스템 개발

Ÿ 트랙터 사망 사고 중 전복으로 인한 사고가 50% 이상 수준으로 전복방지를 위해 서스펜

션이 있는 차량 자세제어 기술이 매우 필요. 굴절암 작업시의 자세제어 및 자세고정, 차

량의 이동시의 현가장치 기능 부여 등의 즉각적인 모드 변경 가능하도록 개발함.

Ÿ 차고 높이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센서를 설치. 위치 제어를 수행하여 횡방향 경사지에서 전

도 및 전복방지 예방을 위하여 전차축에 자세제어 및 차체높이 조정을 통한 제어가 가능

한 작업기 전도방지를 위한 자세제어시스템 및 작업차량 작업기의 상태에 따라 적용 가능

한 전복방지 제어 알고리즘 도출하였음.

Ÿ 유압밸브 제어를 위한 배선, 전장시스템 개발 및 솔밸브 선정 및 유압블럭 및 유압케이블 

제작. 유압블럭은 유압으로 작동되는 작업차량의 필수 구성요소 및 다양한 어태치먼트 등

과 같이 연동작동 및 연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현가장치와 제어

장치의 상세 유압 회로도를 기반으로 시스템 개발 및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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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가장치와 지상고 가변시스템 유압회로도]

Ÿ 다목적 농작업 기계는 굴삭작업, 작업기 승하차 작업을 담당하는 유압블럭과 주행에 사용

하는 승차를 담당하는 유압블럭을 나누어 차량 자세 제어용 유압 ECU 개발.

[유압제어시스템 제작] [유압제어 콘트롤 유닛] [유압제어 콘트롤 유닛]

Ÿ PCB ass’y, 회로도(PADS), 펌웨어, PCB DATA, 소스코드 등의 개발을 통한 ECU 회로

도 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

[Comparator 회로도] [메인 회로도] [Power 회로도]

[Voice 회로도] [ECU S/W] [ECU H/W(메인보드)]

(다) 원격제어시스템 구성

Ÿ 농작업에서의 원격제어는 좁고 경사진 지형 및 작업환경에 따라 어려운 상황으로 Direct 

Teleoperation 형태로 작업을 위해 원격지 동력본체의 모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자가 

입력장치를 통하여 제어 해야함으로 작업자의 높은 숙련도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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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무인 운전방법으로는 원격조정 및 프로그램에 의한 운전방식이 있으며, 원격 및 프로그램 

제어를 통한 제한적 자율 자율농기계 기술로서 향후 완전 자율농기계 개발을 위한 전초적

인 단계 기술.

구분 비자동화 농기계 자동화 농기계 제한적자율농기계 완전 자율농기계

운전의 책임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 > 농기계 운전자 < 농기계

사람의 역할 조작 조작, 감시 작업입력, 간헐적 감시 작업목적만 입력

핵심기능
w 기계적 작동
w 반복 작동

w 논리적 작동
w 센서에 의한 

다양한 
기계작동

w 자동적 운전
w 작업경로 생성 

및 추종

w 작업지로 
이동/복귀

w 작업경로 생성 
및 추종

비고 ○

Ÿ 다양한 작업기 탈부착 자동화와 작업기에 설치된 센서의 간단한 연결구조. 유압시스템 자

동화를 통한 신속한(7초 미만) 작업기 결합 및 탈거할 수 있고, 작업기 탈부착 시 센서선

을 분리하지 않고 분리 시 선이 끊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커넥터 제작.

Ÿ 작업기마다 센서를 설치하여 연결잭에 연결할 수 있도록 작업기 연결용 센서잭을 제작. 

탈부착 시 연결잭을 분리하지 않아도 되며, 분리하여도 연결잭과 선이 파손 및 작업 진동

에 접촉 불량이 없도록 제작.

Ÿ 작업기 컨트롤용 유압컨트롤을 설치하여 트랙터가 앞뒤, 좌우로 움직여도 노면을 감지하

여 일정한 경운 깊이를 유지할 수 있는 지능형 제어시스템 개발. 새로운 자동화된 로터리

를 개발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쓰던 다양한 로터리 감지 센서를 쉽게 원터치로 설치할 수 

있는 감지 센서 적용으로 로터리 작업의 자동화 진행.

[로터리 자동깊이 감지센서 적용]

Ÿ 원격제어를 위한 통신시스템 및 원격제어 기반 제어시스템 개발 

- 원격제어 요구사항 (원격제어 거리, 원격제어 대상, 통신부하) 검토를 통한 근거리 원격

제어용 송/수신 시스템 설계

- ISO 11783 프로토콜에 기반한 원격제어 및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종횡방향 제어 컨트롤

러 개발

- 음성방송을 통한 차량 상황 제공, 관리자에게 보고, 원격제어를 통한 작업기 탈부착장

치 및 작업기 제어기술 개발

Ÿ 원격제어 요구사항을 반영한 액츄에이터 선정          

- 4채널 (작업기 상/하강, 어테치먼트 폭 제어), 원격제어 기반 수신부 액츄에이터 제어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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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작업기 승·하강 (로터리, 수확기) 및 외부 유압시스템에 의한 작업기 어테치먼트 폭 조절 

제어 기능 개발  

(라) 원격제어시스템 개발

① Sever 구축

㉮ 서버의 구성 및 구조

Ÿ 농기계와 관제센터를 연결하기 위한 물리적 구성은 Server(서버)를 통하여 구성하고, 데

이터의 계측 및 제어 신호의 물리적 연결을 위하여 아래의 서버를 지정.

구분 내용 비고

제조사 Synology

모델 DS218+

통신방식 FTP, SFTP, RSYNC 파일, 영상음성

[서버사양]>

구분 내용 비고

Audio 오디오 출력파일 및 관제센터 오디오 송출 Rsync H265

Controls 관제센터의 출력 제어 SFTP

Measurement 농기계의 계측정보 SFTP

Parameter 농기계의 파라미터 속성설정 SFTP

Video 농기계 주변 비디오 화면 Rsync H265

[서버파일의 구조]

㉯ 서버운영 구조

Ÿ DDNS (Dynamic DNS) 호스팅을 하기 위한 접속지 IP를 알아내서 접속하는 기술. 

[서버의 전체 운영도]

② 계측·제어·파라미터 정보의 구성

Ÿ 원격제어 주행을 목적으로 차량의 수집 계측 정보와 관제센터의 제어정보를 구분하여 제

어정보 기준으로 필요한 차량의 모든 정보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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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정보

구분 항목

신규

Ÿ RTK GNSS
Ÿ Video Camera
Ÿ 방위각센서
Ÿ 자세센서
Ÿ 리모트 켄트롤 장치

차량정보

Ÿ 연료센서
Ÿ 시동센서
Ÿ 조향각 센서
Ÿ 속도센서
Ÿ RPM센서
Ÿ 기어정보
Ÿ 가속레버센서
Ÿ 제동센서
Ÿ 클러치센서
Ÿ 방향지시등
Ÿ 전조등

다목적 농작업기계

Ÿ 호기정보
Ÿ 리모트 컨트롤 모드
Ÿ 자율주행 모드
Ÿ 자율주행kill 스위치
Ÿ PTO정보
Ÿ 차동고정
Ÿ 관절정보
Ÿ LSD센서
Ÿ 4WD 센서
Ÿ 앞 차축 센서
Ÿ 뒤 차축 센서
Ÿ 탑승 센서

[차량의 계측정보]

㉯ 제어정보

구분 항목

주행정보

Ÿ 목표 조향각 (LR)
Ÿ 제동신호
Ÿ 출발신호
Ÿ 전진신호 또는 후진신호
Ÿ 가속신호, 감속신호
Ÿ 방향지시등 신호
Ÿ 전조등신호

다목적 농작업기계

Ÿ 자율주행 허가
Ÿ 자율주행 Kill스위치
Ÿ 자율주행 좌표
Ÿ 자율주행 속도
Ÿ 자율주행 방향
Ÿ 자율주행 자세정보
Ÿ PTO정보
Ÿ 작업기 정보 상, 하
Ÿ 4WD

[차량의 제어정보]

㉰ 파라미터 정보

구분 항목

자율주행 연동

Ÿ 서버접속 및 제어허가(사용자 허가)
Ÿ 서버접속 계측공유 허가(사용자 허가)
Ÿ 4WD 연동허가
Ÿ 작업기 높이제어 연동허가(자동경심)
Ÿ 자세제어 연동허가(앞, 뒤차축 제어)
Ÿ 차동고정 연동허가
Ÿ 차량 클러치 연동허가
Ÿ 긴급제동 연동허가

[차량의 파라미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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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as Server의 파일구조

㉮ Nas 파일구조

Ÿ 계측제어를 위한 데이터는 Nas서버를 두고 이를 활용하여 물리적 연결을 하도록 하는 

Concept(컨셉)에서 FTP의 파일구조를 가지는 경우와 단순 Stream(스트리밍) 을 하는 구조

의 형태로 분리(데이터의 공유 속도에 따라 진행)

폴더명 파일내용 비고

Audio 출력 음성파일 또는 관제실 음성보조

Controls 조향, 주행, 속도, 좌표, 제어모드

Measurement 농기계 및 조그 장치 등 계측 데이터

Parameter 농기계의 선호, 4륜 등 연동관련

Video 농기계 주변 영상

[Nas의 폴더와 목적]

㉯ 원격제어의 서버사용에 따른 데이터 Packet(패킷) 규칙 

Ÿ 계측과 제어 파라미터 등의 폴더위치에 저장되는 데이터 패킷은 아래의 방식을 적용. 

패킷의 예) 

- Joystick_data, 시간, 데이터1, 데이터2, ……,c길

- 데이터 구분해석: Joystick_data

- 스프릿(Split) 지정자: “,”

- 시간 : 년/월/일 시간:분:초:m초

- 데이터: 열거형(데이터 형식에 따라 세부 구분자를 다시 둘 수 있다.)

- 종료문자 : crlf

- 유효성 판단 : 헤더와 종료 문자 검사

- 시간을 기준으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하여 특정 시간을 벗어난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도

록 함. 다만 이 경우 데이터의 종류가 계측인 경우 최종값을 표시하는데 사용자의 제어판정

을 위하여 최종시간을 반드시 표기. 해외 설치인 경우 GPS 등의 좌표정보를 사용하여 

GMT(표준시) 계산.

④ Jog장치의 데이터 형태

㉮ Jog장치 제어

Ÿ 차량 근처의 현재 무선제어(무선제어)

- 조그 장치와 무선통신 기술을 접목한 기술로 육안 확인 조작실시.

Ÿ 관제센터 원격제어(관제제어)

- 원거리 관제센터의 영상 및 계측신호와 4G 통신 기술을 접목한 기술로 관제센터에서 

현장 영상을 확인하며 조작실시.

Ÿ 무선제어 및 원격제어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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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제어 허용 및 kill 스위치를 운전자 Room에 구비함. 무선제어 및 관제제어의 우선

순위는 무선제어에 있으며, 사용 권한을 부여하여 관제제어보다 무선제어를 우선으로 

하는 스위치를 차량 내부에 구비.

Ÿ 우선 관련과 kill 스위치

- 제어권 분류와 통신장치 및 신호처리 우선권

구분 파일내용 통신 및 조작방식 우선권한

차량
무선제어 허용
관제제어 허용

스위치 레벨1

무선제어 조그장치
제어권 허용

관제제어 허용
고출력 무선

TCP/IP
레벨2

관제제어 조그장치 제어권 허용 TCP/IP 레벨3

※ Kill 스위치가 동작하면 외부제어(무선제어,관제제어) 모두를 차단. 제어권 허용을 인가한 이후 
측정 시간내에 제어권 인계신호가 도착해야 유효함.

㉯ Jog장치의 구성

Ÿ 원격지의 관제제어를 위한 현장 동영상 정보 및 각종 제어 및 계측 정보를 활용 하여 관

제센터에서 원격주행 및 작업기 조작이 가능.

[관제제어 구성도]

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Ÿ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PDR-35의 실주행 적용 전 PC 환경에 가상운전을 통하여 시스템 

통합운영과 센서 계측 및 차량제어에 따른 모든 사항을 준비하고 평가. 각종 센서 신호 

또는 가상 noise를 부가한 정보를 기초로 주행좌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렴해 주행가능 여

부를 판단하고 1차 Miniature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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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항목별 구비 기능

항목 대분류 소분류

계측장치

센서등록 구매 Option에 따른 동작 지원범위

센서정보수집 정보주기, 필터설정

센서교정 센서교정

알람설정 특정 값에서 알람정보 출력정지

작업기 설정

등록 및 삭제 아이템 등록 삭제

사용용도 작업기에 따른 

외형정보 주행 궤적 산출

겹침면적 주행회수, 1회작업시 겹침량 설정

수동조작 상하,좌우,회전, 기타

주행 정보

주행방법 GPS, 카메라, 가속도계

주행속도 최대 속도에 따른 가속제한

조향속도 조향 방법 제시 후 결정 

궤적정보 주행궤적 제시 및 표시

주행방법 “ㄹ”주행, 선회주행, 최적주행

경과시간 작업예상시간 및 경과시간 표시

수동운전 무선제어 및 관제제어 운전허가

파라미터

음성출력 작업기 음성출력 제어

선회연동 4DW,LSD연동

자세연동 좌우락연동, 차동고정연동, 포크연동

작업기연동 경심연동, PTO연동 (후진 포함)

주차연동 제동

주행연동 작업방향에 따른 연동 

차량정보 차축거리, 회전반경

출력장치

조향 조향 Option별 선택

주행 주행 Option별 선택

표시장비 표시 Option별 선택

작업기 작업기 거치별 선택

저장 기능
좌표정보 노지기준 입력

작업이력 설정정보 

불러오기 기능
기준설정 작업자기준, 농지기준, 작업기준, 차량기준

작업상황 비디오컷, 농지정보, 노임

[프로그램 항목별 구비기능]

㉯ 프로그램과 차량 적용

Ÿ 독립운전모드 차량

- 차량의 기능을 공장 출고시에 확정하고, 문제해결 및 개선하기 위하여 차량 또는 유지 

보수팀이 이동하여 현장 조치.

Ÿ 관제제어모드 차량 

- 기본 제어출력을 파라미터를 이용한 방법으로 변경하고, 계측신호 및 설정 파라미터에 

연동하여 제어되는 형태로 변경. 차량의 기본기능이라고 판단하는 기능 중 조향에 따른 

4WD 동작과 주행방향 변경 시 동작하는 제동 및 클러치 조작기능을 사용자 선택기능으

로 부여.

Ÿ 무선통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와 계측제어를 통한 사전 서비스 지원 및 핵심버그 개선. 

Ÿ 정비 전용모드

- Can 통신을 통한 차량용 ECU의 정보를 취합하여 계측신호로 활용하고, 제어용 ECU 

또한 하드웨어와 통합관리 되어 계측신호 및 제어신호를 서버로 전송. 전송 받은 데이

터는 차량 정비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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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센서신호의 처리

㉮ RTK GPS의 신호 주기와 주행속도

Ÿ RTK GNSS의 신호 주기 : 20Hz 

Ÿ 차량의 주행속도(작업속도) : 5 Km/h

Ÿ 5km/h를 초당 이동량 m/sec으로 계산하면 

Ÿ 5000 /(60*60) = 5000/3600 = 1.39 m/s이다. 

Ÿ GPS 주기가 20hz이므로 1초에 20회의 측정주기를 갖는다.

Ÿ 따라서 이 값을 적용하여 GPS Point 거리를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Ÿ 1.39/20 = 69.4cm 

Ÿ 69.4cm는 좌표주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69.4cm 이내의 좌표는 다른 신호를 받아 처

리하여야 함. 이때 필요한 것이 이미지 주행으로 카메라를 운전석에 설치하는 경우 이미

지가 회전하므로 본체에 회전을 필요로 한다면 좌표주행 중에는 회전 방지하여야 함.

[좌표정보 수집주기] [가속도계의 변화추이]

Ÿ 69.4cm 이내의 경우 차량에 부착된 가속도계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여 내부좌표로 활용

하고 제어를 실시.

Ÿ 69.4cm GPS Point에서 가속도계는 이동에 관한 계측함수를 이동 Zero하고 이때부터 다

음 GPS Point까지만 가상위치로 활용한다. 또 다음 GPS Point에서 역시 내부좌표는 

Zero로 만드는 작업을 연속해서 수행.

㉯ AHRS( 가속도 센서)의 신호 

Ÿ IMU 센서 : 가속도, 자이로, 지자기의 값을 Raw data 형식으로 출력하여 roll, pitch, yaw

로 데이터를 가공해내는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작성.

Ÿ AHRS 센서 : 가속도, 자이로, 지자기의 값을 Raw data 가지고 현재 자세에대한 roll, 

pitch, yaw로 데이터를 자체 내장프로그램에 의하여 출력해 줌. 

Ÿ GY-955는 칼만필터가 내장된 센서임. 칼만 필터는 로켓 등의 위치 추적를 필터 기술로 

진동이 및 파고가 많은 다목적 농작업기계에서 필요한 기술임. GPS의 수신이 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나 수신내용의 오차가 이전 내용과의 편차가 크게 발생한 경우 이를 

100% 인정하는 경우 상대 보정을 실시하려고 많은 출력의 조향 데이터가 계산됨.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 주행을 판단하는 보조장치가 필요.

Ÿ 차량의 기울어진 상태나 주행 중 노지면의 특징으로 인한 파고가 감지되는 경우 주행 자

세제어와 작업기 높이 제어에 이를 활용함. GNSS에 특정의 모델을 부착하지 못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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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의 현시점에서는 이 센서의 사용을 통하여 GNSS의 오차 발생에 따른 보정방식

을 제시함. 차량의 주행속도와 작업기의 위치관계와 통신 두절상태의 차량정지를 일시적

으로 피하는 방법으로 본 센서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연속좌표를 GPS로 받지 못하므로 

이 Point내에서 가속도계 운전을 실시.

[AHRS의 도보이동 패턴]

㉰ 방위각 센서 (나침반, compass sensor)

Ÿ 이동 중 조향을 위하여는 위치와 방향 모두를 알아야 하며, 조향은 연속좌표가 정하여진 경우 

현재 점의 위치와 현재 점에서의 차량 방향을 가지고 연속 수렴 궤적을 추종하는 기술임.

+ 다음주행

  목표위치

[(a)전방주행] [(b)우선회주행]

[방위각 센서의 필요성]

Ÿ GPS로는 위치를 구분할 뿐 각도를 구분하지 못하므로 시뮬레이션에서 다음 좌표가 정해진 

경우에 반드시 (a)와 같을 수는 없으며 (b)의 형태에 차량이 있는 경우 등으로 판단하기 위하

여 방위각 센서을 적용하여 이런 문제를 제거.

Ÿ MEMS의 센서 부착 오차 및 노후 보정을 위하여 교정 프로그램 중 차량 주행 방향 제시와 

이에 따른 프로그램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방위각 보정은 오차가 누적

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실시하지 않음.

㉱ 주행 시뮬레이션에서의 GPS및 방위각센서 white noise의 적용

Ÿ 자율주행에서의 white noise는 크게 GPS 좌표정보, 방위각정보, 제어 오차로 발생한다고 판

단. 따라서 개발 프로그램 전용 환경에서는 상기 요소에 대한 Noise를 부가하여 이에 대한 

주행 수렴을 하는지 확인 필요.

항목 주파수(Hz) Value 비고

GPS 50 0~100m

가속도 200 0~1.0m

방위각 200 0~10°

주행오차 200 0~0.1m

[White noise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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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camera)

Ÿ 자율주행에서의 1차 주행은 평지작업이지만 2차 적용작업은 골 타기 작업 등에 적용. 봄철 

작업기가 작업한 주행 정보를 사전에 가지고 있고 가을철 수확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전 

주행 정보인 봄철 주행 정보를 가지고 온다고 하여도 직선 주행에는 사용이 가능하나 곡선 

주행에는 이 정보가 반드시 일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런 이유로 기존 계측정보를 참고

하여 작업기의 회전반경을 고려하고 운전하되 곡물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

음. 이때 사용하는 정보가 바로 카메라 인식 기술로서 작물의 인식뿐만 아니라 장애물 회피 

기능을 포함하였음.

㉳ 디스플레이 장치(LCD) 

Ÿ 주행의 정보설정과 정보표시 기능을 하는 표시장치로서 시뮬레이션의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만든 형태로 운영하여 표시 및 설정 장치를 구비하여 동작에 유연성을 확보함.

㉴ Audio

Ÿ 외장 Bluetooth 스피커를 사용하여 음성 가이드 기능을 구현. 하지만 종례의 방법과는 구현 

방법이 다르게 음성파일을 미리 녹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음성합성 서비스인 TTS (Text 

to Speech) 이용. 서버에 음성 메시지를 올리면 해당 프로그램에서 이 서버의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음성 출력하는 기능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통하면 음성의 출력 시점과 출

력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기능제공으로 개발이 종료된 후에도 카스테레오의 모델을 블루투

스 기능을 포함하게 하여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 차량 계측 및 제어

Ÿ 프로그램 연동 Option의 기능을 구현, 센서신호의 상태에 따라 동작/정지. 계측 신호에 준하

여 작업 진행. 속도계측, 4WD, LSD, PTO(전방, 후방), 경심에 적용하여 신호상태 계측.

(5) 성능평가 및 기술지도 진행

(가) 성능평가, 기술지도 진행

Ÿ 일시 및 장소 : 1차 2020.07.29~30, 2차 2020.9.09.~10, 3차 2021.09.17.~18. 익산 한국

농업기술진흥원 농기계 검정동, 전주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주행장, 충북 옥천군 대호(주)

(기술지도)에서 진행함.

Ÿ 성능시험 시 다목적 적재함을 탑재하고, 운전자 중량(75kg)을 증가하여 측정을 진행함. 시험

방법에 따라 성능시험, 기술지도 및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였음.

Ÿ 다양한 작업기(쟁기, 로터베이터 등)의 경우 다목적 적재함과 달리 길이와 폭이 시험 측정대

를 벗어남으로 인하여 전도시험 측정이 불가한 이유로 경사가 있는 실제 밭경사지에서 작업 

및 테스트로 대체하여 탑재(쟁기, 로터베이터, 적재함) 시 전복각도에 대한 다각도로 테스트

를 진행하였음.

 



- 50 -

(나) 시험성적

① 기종명 : 다목적 농작업기계(굴절암·적재함이 부착된 트랙터)

② 형식명 : RM 135

③ 형  식 : 4륜 구동형

④ 시험성적

  ④.1 구조조사

   ④.1.1 기체의 크기

     · 길이                                    7 000 mm

     · 폭                       2 345 mm

     · 높이                                    2 810 mm

   ④.1.2 중량

     · 총중량                                   6 477 kg

   ④.1.3 동력전달장치

    · 주클러치 형식        건식원판식

    · 주변속        2 300 mm

      변속방식        기계식(동기물림식)

      변속단수        6단(1, 2, 3, 4, 5, 6)

    · 부변속                           

      변속방식        기계식(상시물림식)

      변속단수        2단(저속, 고속)

   ④.1.4 타이어 규격

     · 전륜                                    360/70 R24

     · 후륜                                    460/85 R30

     · 보조후륜                                385/65 R22.5

   ④.1.5 적재함 크기

    · 길이        3 340 mm 

    · 폭        2 300 mm

    · 높이                            430 mm

    · 적재정량                                   4 00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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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1.6 적재함 덤프 장치

    · 덤프 방식                                 트랙터 3점지지 장치

   ④.1.67 적재함 들어올림 장치

    · 들어올림 방식                             트랙터 3점지지 장치

   ④.1.8 기관

    · 형식명                                    D4GB(D4GB-C4

    · 제조사                                    현대자동차(주)

    · 출력                                      95.6 kW

    · 정격회전속도                              2 250 r/min

④.2 성능시험

  ④.2.1 정적전도시험 (적재함 부착)

     시험조건

    · 운전자중량                                 75 kg

     시험성적

    · 전도각                                     (좌) 36.2˚ (우) 38.1˚

  ④.2.2 주행속도  (적재함 부착)

    · 최고주행속도                               61.9 km/h

  ④.2.3 견인성능시험  (적재함 미부착)

      시험조건

    · 시험장소                                   전주시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주행장

    · 시험노면                                   아스팔트

    · 타이어공기압

       전륜                                     160 kPa

       후륜                                     160 kPa

    · 견인높이                                   550 mm 

      시험성적

    · 최대견인출력                               65.52 kW

    · 최대견인력                                 37.84 kN(3 858 k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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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단수

[부변속-주

변속(단)]

출력

(kW)

견인력

(kN)

주행속도

(km/h)

기관회

전속도

(min-1)

차륜의

슬립률

(%)

연료소

비율

(g/kWh)

비에너

지

(kWh/L)

온도 대기조건

연료

(℃)

냉각수

(℃)

기관오일

(℃)

외기온도

(℃)

상대습도

(℃)

대기압

(kPa)

저-1 16.71 37.57 1.60 2 387 15.1 695 1,199 30 76 85 33 56 99.8

저-2 29.82 37.84 2.84 2 354 15.1 480 1.737 30 83 86 32 58 99.8

저-3 41.14 37.56 3.94 2 329 15.1 403 2.068 31 83 88 32 52 99.8

저-4 50.34 36.95 4.90 2 297 15.0 370 2.257 31 87 92 33 53 99.8

고-1 55.06 36.56 5.42 2 284 15.1 348 2.395 31 89 96 33 55 99.8

저-5 63.97 30.06 7.66 2 001 8.9 312 2.669 31 91 98 33 56 99.8

고-2 65.52 23.67 9.97 2 006 5.4 316 2.639 32 93 100 33 56 99.8

저-6 62.37 19.95 11.26 1 999 3.6 311 2.681 32 93 100 34 53 99.8

④.2.4 운전석 회전각 

    · 운전석 회전각                              180 °

                                         (전방 0 °, 전방 45 °, 후방 45(135) °, 후방 180 °)

  ④.2.5 전륜최대조향각

    · 전륜최대조향각                            좌·우 100 °

  ④.2.6 지상고 조절능력

    · 지상고 조절범위                            150 mm (500 mm ~ 650 mm)

  ④.2.7 굴삭력 성능시험

      시험조건

    · 하중계                                     버킷 선단에 설치

      시험성적

    · 최대굴삭력(버킷)                            19.61 kN(2 000 kg)

  ④.2.8 붐스윙 각도

    · 붐스윙 각도                                270 °

  ④.2.9 PTO 성능시험

    시험조건

    · 대기온도                                   21.0 ℃ 

    · 습도                                       52.2 %

    · 대기압                                     100.0 kPa

    시험성적

    · PTO단수                                   1단 (540 r/min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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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력변동률                                 1.30 %  

    · 출력변동률                                 1.30 %  

    · 호칭출력률                                 0.30 %

    · 무부하최고회전속도비율                     8.13 %

       무부하시 기관최고회전속도                 2 433 r/min

    · PTO단수표준회전속도시 기관회전속도        2 220 r/min

    · 기관정격회전속도에서의                     348.98 N·m(2 250 r/min에서)

       환산 크랭크축 토크

    · 최대환산크랭크축 토크                      423.65 N·m(1 600 r/min에서)

    · 최고온도                                

       냉각수                                    99.5 ℃

       엔진오일                                  121.9 ℃

       연료                                      27.7 ℃

       엔진흡입공기                              38.3 ℃

    · PTO 시험결과        

출력

(kW)

회전속도 연료

비에너지

(kWh/L)기관

(r/min)

PTO

(r/min)

시간당소비량 소비유

(g/kWh)(kg/h) (L/h)

최대출력-1시간 시험

82.23 2 250 547 21.71 26.10 264 3.151

기관 정격회전속도에서의 출력

82.23 2 250 547 21.71 26.10 264 3.151

표준PTO회전속도(540±10 r/min)

82.16 2 220 540 21.95 26.39 267 3.113

부분부하시험

1. 기관정격회전속도에서 최대출력에 해당하는 토크

82.23 2 250 547 21.71 26.10 264 3.151

2.1에서 얻은 토크의 85%

71.00 2 271 553 19.54 23.49 275 3.023

3.2에서 얻은 토크의 75%

54.08 2 306 561 16.29 19.58 301 2.762

4.2에서 얻은 토크의 50%

36.58 2 340 569 13.01 15.63 356 2.340

5.2에서 얻은 토크의 25%

18.64 2 385 580 9.87 11.87 530 1.570

무부하

- 2 433 592 6.91 8.30 - -

  ④.2.10 3점링크 양력

    · 하부링크 선회점을 포함한 수평면에

      대한 승강높이(mm)                        (-392~320) mm

    · 최대양력(히치점)                           29.42 kN(3 000 k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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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2.11 차체프레임 가변범위

    · 축거                                       2 590 mm

    · 가변 축거                                  4 210 mm

    · 차체프레임 가변 범위                       1 620 mm(최소 600 mm)

Ÿ 본 기대는 트랙터에 회전식 굴절암 및 적재함이 부착되어 굴착, 운반 등 다목적 농작업이 가

능한 구조이고, 적재함 적재정량 4 000kg, 기관출력은 95.6kW(정격회전속도 2 250 r/min), 

PTO 최대출력 82kW, 최대견인출력 65.52 kW, 최대견인력 37.84 kN(3 858 kgf), 최대굴삭

력 19.61 kN(2 000 kg), 붐스윙 각도 270°, 3점링크 최대양력 29.42 kN(3 000 kgf), 운전석 

회전각 180° {전방 0°, 전방 45°, 후방 45° (135°), 후방 180°}, 전륜 최대조향각 좌∙우 

100°, 정적 전도각 좌∙우 각각 36.2°, 38.1°, 최고주행속도 61.9 km/h, 지상고 조절범위 150 

mm (500 mm ~ 650 mm), 차체프레임 가변범위 1 620 mm 임.

(다) 시험사진

[전도시험] [중심위치 시험] [지상고 조절범위]

[견인성능 시험] [주행속도 시험] [전륜최대조향각]

[전방 0°] [전방 45°] [후방 45°(135°)] [후방(180°)]

[운전석 회전각]

[최대 적재하중] [3점링크 인양력] [차체프레임 가변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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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스윙 각도] [최대 굴삭력]

(6) 다목적 농작업기계 현장실증 및 성능고도화

(가) 다목적 농작업기계 현장실증

Ÿ 제작된 시제품에 대한 견인, 탑재, 장착 호환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성능 및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을 진행.

① 1차 테스트 진행

Ÿ 제작된 시제품인 다목적 적재함 장착 후 사용성 테스트 진행.

Ÿ 적재함 연결, 운반물(흙) 적재 등 작업 테스트 진행. 일반 적재물은 상하차를 수동작업기나 

상하차 장비를 이용하지만, 적재물이 흙이나 퇴비일 경우 적재함에 싣고, 뿌리기가 가능하도

록 덤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음. 

[적재함 탑재, 운반물 테스트]

② 2차 테스트 진행

Ÿ 제작된 시제품인 다목적 적재함 장착 후 추가 사용성 테스트 진행.

Ÿ 지난 테스트에서 적재물의 하중에 따른 적재함의 처짐 현상으로 적재함 하단부에 보강재로 

보완하여 추가 테스트를 진행함. 적재함 연결, 운반물(흙) 적재 등 경사지에서 사용 및 작업 

테스트 진행하여 전복 등 안전성 테스트까지 진행하였음.

[적재함 탑재, 운반물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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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 탑재, 운반물 테스트]

③ 3차 테스트 진행

Ÿ 충북 옥천군 일원 도로주행 및 농로 주행 테스트 진행. 농로 및 도로 주행 등 안전한 주행 

및 속도를 위하여 테스트 진행하였으며, 농로길 진입 및 농로길 내 터널도 무리없이 진입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농로와 터널의 폭, 높이를 계산하여 실제 제품 상용화 시 설계 적용 추

진해야함. 

Ÿ 다목적 적재함 장착 후 도로주행 시속 최대 68~70km/h(GPS 기준)

[도로주행/농로길 테스트]

[경사지 및 농로 터널 주행]

④ 4차 테스트 진행

Ÿ 옥천군 동이면 일원 4곳에서 쟁기 테스트 진행(엔진 및 PTO 부하 테스트 진행).

Ÿ 동력부하를 위하여 다양한 밭, 논에서 쟁기 작업 시 엔진 및 PTO의 동력부하에 대한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함.

[동력부하(쟁기)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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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5차 테스트 진행

Ÿ 밭경사지에 쟁기를 장착한 후 동력부하 및 전복위험 등 테스트를 진행함.

Ÿ 앞 차축 베벨기어, 암측 파손(샤프트 재질 및 두께 등 고려하여 검토 개선). 시제품 제작기의 

엔진마력(150마력) 상승으로 인한 차체에 무리가 가는 현상으로 파악됨. 앞 차축 유압실린더 

부근 보조 프레임 휨 현상 발견, 충격으로 인하여 라디에이터 파손(밀림) 현상. 차축과 본체

의 이음새(연결부분) 파손 > 완충, 개선 검토하여 진행하였음.

[엔진 및 PTO의 동력부하 테스트]

[차축 연결부 파손 현상]

⑥ 6차 테스트 진행

Ÿ 옥천군 농업인의 축사에서 버켓 장착 및 로더를 연결하여 퇴비작업, 퇴비 상·하차 현장 실증

을 진행함. 로더 버켓을 이용하여 축사의 퇴비작업을 진행하고 운반 차량에 상하차하여 작업

의 편의, 효율성을 테스트함.

[로더 퇴비작업 현장실증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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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7차 테스트 진행

Ÿ 실제 농업인의 축사 퇴비 적재 및 이동, 운반 현장 실증 테스트 진행. 동력본체에 부착된 굴

절암을 이용하여 축사의 퇴비를 적재함에 적재. 안전을 위하여 아웃트리거를 하강시킨 후 작

업 진행.

Ÿ 굴절암이 부착되어 있어 퇴비의 적재가 편리하며, 제자리 선회 기능으로 좁은 축사에서도 좌, 

우측으로 이동이 용이함. 또한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적재부에 덤프 기능이 있어 퇴비를 싣거

나 살포시 편리함. 건조되지 않은 퇴비의 경우 수분이 남아 있어 적재함의 수분 제거를 위한 

개선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축사에서 퇴비적재, 운반 살포 테스트]

⑧ 8차 테스트 진행

Ÿ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쟁기 장착 후 동력부하 테스트 진행.

Ÿ 쟁기 장착 후 평지 논작업 시 동력 부하 테스트 진행. 

[동력부하(쟁기) 테스트]

⑨ 9차 테스트 진행

Ÿ 육분력계 부착 후 엔진출력, PTO 출력 부하 테스트 진행

Ÿ 육분력계와 작업기간의 연결 부위가 길면 작업시 과부하 및 연결의 어려움 발생. 작업기의 

파손을 고려하여 연결부위 가공 제작하여 조립. 육분력계 장착 후 변속단수별 부하 테스트 

진행.

[육분력계 조립장착 및 시험기대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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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분력계 장착 후 테스트 진행]

⑩ 10차 테스트 진행

Ÿ 계측 시스템 장착 후 베일(공룡알)의 상ž하차, 운반 및 낙하 현장 실증 테스트 진행.

Ÿ 베일 낙하 시 동력부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낙하시험을 진행하였음.

[베일 상ž하차 및 낙하 시험 테스트]

[ 베일 상ž하차 및 낙하 시험 테스트]

⑪ 11차 테스트 진행

Ÿ 밭경사지에서의 쟁기 동력부하 테스트 진행. 밭경사지에서 작업기 장착(쟁기) 후 안정적인 

작업 확인. 밭경사지에서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전복 테스트 진행. 

[밭경사지 쟁기작업 현장실증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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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12차 테스트 진행

Ÿ 강제로 묵힌 논 등 척박한 환경에서의 로터베이터 작업을 통한 동력부하 테스트 진행.

[로터리 장착 후 작업 현장실증 테스트]

⑬ 13차 테스트 진행

Ÿ 전남 함평에서 농업인의 수확작업인 디스크모아 작업 현장실증 테스트를 진행하였음. 다양한 

작업기의 장착(수확기) 및 연결 후 테스트를 진행하여 동력 전달 및 부하 테스트 등 현장 실

증을 진행하였음. 

[디스크모아 작업 현장실증 테스트]

⑭ 14차 테스트 진행

Ÿ 전남 함평 베일러 작업, 트레일러 장착, 적재물 상하차, 운반, 도로주행, 야간작업 현장 실증 

테스트 진행. 다목적 농작업기계에 베일로를 장착한 후 베일러 작업에 대한 현장 실증 진행과 

실제 농민이 사용 중인 트레일러를 연결하여 공차상태와 베일 탑재 후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

였음. 또한 주간작업과 더불어 야간 베일 상ž하차 작업 테스트를 진행함. 

[베일러 작업 현장실증 테스트]

[트레일러 장착 현장실증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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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길 트레일러 주행 공차(좌), 적재물 운반(우) 현장실증 테스트]

[베일 상ž하자 작업 현장실증 테스트]

[야간 베일 상ž하차 작업 현장실증 테스트]

(나) 문제점 분석 및 성능고도화

Ÿ 현장실증 성능평가를 결과를 통한 설계 변경, 시스템 최적화 진행

Ÿ 사용자,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한 장비개선, 업그레이드 진행

① 다목적 특장본체 적재함 및 연결부 보완 개선

Ÿ 다목적 특장본체 적재함 테스트 후 보완 및 개선을 진행함. 

Ÿ 다목적 특장본체의 차축지지대 및 연결부, 프레임 보강 및 배출부 개선을 진행함.

[다목적 특장본체 차축지지대 1차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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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특장본체 차축지지대 2차 보완]

[적재함 연결부 개선] [배출부 개선]

[다목적 적재함 프레임 보강]

② 시스템 보완 및 업그레이드

Ÿ 3M Connector의 배선을 Can으로 처리 진행.

- Con1, Con2 50p 3M Connector가 적용된 부분을 입력 및 출력 신호를 Can 신호로 변경

하여 처리하여 자재 및 배선공수 절감 진행.

Ÿ OBD 콘넥터를 차량 표준으로 변경 진행.

- 시장의 스캐너 공급 표준 OBD와 불일치하여 잰더를 만들어 접속하던 부분을 스캐너 연

결 표준 콘넥터와 일치하도록 구성.

Ÿ DE10-Nano적용 중복 기능 부품 제거.

- Lan, HDMI, USB, Core Voltage 등 회로제거에 따른 원가절감 필요성 대두. DE10-Nano

적용에 따른 관련 부품 제거됨.

[3M Connector 배선 Can 처리] [OBD 콘넥터 변경] [DE10-Nano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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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원 및 전력신호 라인 패턴 확충 및 속도 감지회로 변경 및 연료 및 조향각 DE10 AD 

사용.

- Solder pad의 규칙이 없어 작업이 누락되었으나, Solder pad 규칙을 정하고, 패드를 보

강함으로 약 두배 가량 늘어남.

[전원, 전력신호 라인 패턴 확충] [속도 감지회로 변경] [연료 및 조향각 DE10 AD사용]

Ÿ DE10 Nano 적용 단자 및 Connector 제작, Relay 용량 변경 진행.

- DE10-nano 적용하지 않음. 더미 부분 활용하지 않음 적용 후 연결 연결 젠더를 만들

어 사용 PCB 더미 제거 부분 사용함. PCB Solder Relay 사용, 모델변경에 따른 적용.

Ÿ 메인 스위치 실내등 Lamp 회로 수정.

- Lamp 사용하지 않았으나, 스위치 내부 Lamp가 점등되도록 회로 수정함.

[DE10 Nano적용 단자 Connector] [PCB Solder Relay 사용] [메인 스위치 실내등 Lamp회로 수정]

Ÿ CAN3, CAN4 이상 발생시 자동 절체 구성진행.

- 종례에는 자동 절체가 없이 예비로만 구성하던 운영방식을 하기의 절차에 의하여 자동 절

체되게 구현하였음. 라인에러 또는 통신에러 발생의 경우 자동 절체를 실시하여 통신을 

복구하도록 하였음. 이 방식은 CAN 통신을 구현한 MCP2515의 기능과 수신 및 송신 인

터럽트에 의하여 관리되므로 임의로 CAN을 Open, Short하는 경우에 현상을 모두 만족하

는 것을 확인하였음.

[Can이상 판정과 변경절차]

- 전원 인가 시 우선권은 CAN3이 갖는다.

- CAN3이 통신에 성공하면 CAN4의 정주기 타이머를 off 한다.

- CAN4가 통신에 성공하면 CAN3의 정주기 타이머를 Off 한다.

- 각 Can이 통신에 성공하면 정주기 타이머는 리셋하여 처음부터 수신 시간을 대기.

Ÿ 메인파워 복귀형 스위치 적용, On감지 및 비상신호 Buzzer 추가, 경광등 FET 추가 진행.

- 전원스위치 복귀형 적용에 따른 On신호는 FET가 자기 유지하여 중립 시 On이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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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특징이 있어 프로그램으로 처리.

- Buzzer 제어 전용 FET를 적용하여 엔진압, Can 통신 이상의 정의된 상태에서 동작하도

록 프로그램 처리.

- 종례에는 배선으로만 연결되었으나, 경광등 제어 전용 FET를 적용하여 주행 및 알람 발

생등의 정의된 상태에서 동작하도록 프로그램 처리함.

[메인파워 복귀형 스위치] [비상신호 Buzzer]

Ÿ 복동 스위치, 한영 스위치, 비상등 스위치 Lamp 개선 및 변경.

[복동 스위치] [한영스위치] [비상등 스위치]

Ÿ 업그레이드 메인, 스위치, 드라이브 보드 제작.

[메인 보드 설계 및 제작]

[스위치 보드 설계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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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보드 설계 및 제작]

(7) 다목적 농작업 기계 최종 시제품 제작

(가) 동력본체 시제품 제작

① 가변 프레임이 적용된 다목적 적재함 시제품 제작

Ÿ 가변 프레임이 적용된 다목적 적재함을 제작하여 본체와 3점 링크 작업기와 유압으로 연결하

여 탑재할 수 있도록 제작. 

Ÿ 기존의 트레일러형 운송 적재함의 경우 농로길 정도의 운행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운반의 단

순 기능인 반면, 가변 프레임이 적용된 다목적 적재함은 동력본체와 연결 후 실제 논, 밭에서

의 작업 상황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3점 링크에 장착한 후 적재함을 들어 올려서 작업이 

용이하도록 제작. 특히 무논 작업 중 수렁에 빠지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으며 덤프, 형태로 

퇴비물의 살포에도 용이한 장점이 있음. 

[가변프레임이 적용된 다목적 적재함]

② 다목적 농작업기계 최종 시제품 제작

Ÿ 성능시험 및 현장 테스트를 거쳐 제작된 전륜차축 및 조향 시스템, 후륜차축 시스템, 엔진 동

력전달시스템, 선회축과 굴절암, 가변 차체프레임, 지상고 가변시스템, 틸팅 운전캐빈 및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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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전석, PTO 미션, 3점 링크 그룹, 유압 및 유압제어 시스템, 전장 및 ECU 시스템을 조립

하고 다목적 특장본체 적재함을 탑재하여 최종시제품을 제작함.

[적재함이 장착된 다목적 밭농업기계]

(8) 사업화 및 상용화 추진

(가) 판로확보 방안

Ÿ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 탑재, 장착이 모두 가능한 다목적 농작업기계는 국내 임대사업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목적 동력본체 이외에 적재함 등 별도 사업화를 진행하여 

공급 판매할 계획임. 1차로 전국 약 70여 곳의 농업기술센터와 산하 임대사업소 약 440

여 곳에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며, 전국 6개 직영영업소 및 2,400개 거래처에 직접 영업을 

진행하여 영농법인(조합법인)뿐만 아니라 나아가 농업인 개별 판매를 추진할 계획임.

① 국내시장

Ÿ 전국 6개 직영영업소 활용 및 2,400개 거래처 직접 영업

Ÿ 신제품 발표회 개최 : 실수요자 모니터링 및 현장체험 기회 제공

Ÿ 국내전시회 참가 : 국제 농기계·자재 박람회, 상주 농기계박람회 등

Ÿ 영농법인 전사적 영업 : 보유 영업조직을 활용한 공격적 영업

주요고객분류 영농조합법인 센터 대리점 농협 농업기술센터

비중(100%) 4% 7% 85% 3% 1%

② 해외시장

Ÿ 목표시장 : 농업산업이 발달되고, 저변화되어 있는 미국 중서부, 중국 등 현지 기업 판매 및 

마케팅 제휴를 통한 저비용·신속한 시장진입.

Ÿ 해외전시회 참가 : 세계농업박람회 (미국), 켄자스 농업박람회 (미국), Henty Machinery Feild 

Days (호주), AGRITCHNICA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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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지역적으로 가깝고, 한국기술에 대한 인식도와 시장 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장비 수요에 부응한 다목적 농작업 기계에 대한 수출 판로 개척 추진

Ÿ 농기계 수출은 현장에서 적응성을 높여나가면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③ 정부지원 등

Ÿ 농기계 신기종(NEP)·신기술(NET) 신청을 통한 정부지원 농업기계 선정 신청 추진

Ÿ 조달청 물품등록 추진으로 농기계 공급계약 사업화 추진

Ÿ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용하여 판로확보 추진

(나) 마케팅 방안

Ÿ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 탑재, 장착이 모두 가능한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신규 기술의 장점

이 부각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신규 기술의 장점을 부각하여 언론, 동

영상, 전시회 참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 추진할 계획임.

Ÿ 제품의 사업화를 위하여 언론 및 농업기계 관련 홍보지에 기술의 장점을 부각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관련 동영상을 SNS, 유튜브 등에 업로드함으로써 기술력과 제품 출시에 앞서 

사전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또한, 농기계 관련 박람회, 전시회에 지속

적 참가하여 신규 기술에 대한 체험형 제품 시연 및 제품 우수성을 홍보하고, 체험객, 관

람객 대상 설문조사 진행으로 제품 개선 방향 추진과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할 계획임.

Ÿ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 탑재, 장착이 모두 가능한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신규 기술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 추진.

Ÿ 신규 기술의 장점을 부각하여 언론, 동영상, 전시회 참가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

하여 홍보 추진.

① 언론 홍보(농기계 지면, 농기계 잡지)

Ÿ 농민신문, 한국농기계 신문, 농기자재 신문, 한국농업 신문, 농수축산 신문, 축산 신문 등 농

기계 관련 언론의 지면 광고 및 홍보성 기사를 통하여 신규 기술에 대한 홍보 진행.

Ÿ 농기계 전문지 등 잡지 수록과 기사를 통한 홍보 진행.

② 동영상 홍보(온라인 동영상 미디어, SNS 등)

Ÿ SNS 및 유튜브 구독자 대상 신규 기술 홍보 동영상 배포를 통한 기술 및 제품홍보 진행. 

Ÿ 신규 기술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및 SNS 등 배포와 미디어 홍보 진행.

③ 전시회 참가

Ÿ 농기계 관련 박람회,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신규 기술에 대한 체험형 제품 시연 및 

제품 우수성 홍보 및 체험객,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진행으로 제품 개선 방향 추진과 잠재적

인 고객 확보.

Ÿ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 상주 농업기계 박람회, 나주 국제농업 박람회, 김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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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박람회 등 참가로 지속적인 홍보 진행.

④ 전국 마케팅 인프라를 이용한 신속한 A/S

Ÿ 직영업소(거래처)를 거점으로 중·소형 대리점의 활용과  A/S 전담팀 구성으로 지속적인 농작

업 기계 공급망 및 농업인들의 신속한 A/S 대응 실시.

Ÿ 실수요자 현장실증을 통한 문제점 개선 및 내구성 향상으로 5년 무상 A/S 판매와 제품 이상

이나 고장 시 본사에서 직접 인력을 파견, 신속한 A/S 대응과 서비스 지원.

(라) 사업화 계획

① 생산 및 국내판매계획

Ÿ 실수요자 농민들에게 시범 판매와 임대사업소 홍보를 추진하고, 직영 영업소와 거래처에 순

차적으로 판매할 계획임.

[제품생산 및 국내 판매계획]
[단위 : 대/백만원]

구 분
사업화년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생산계획(대) 2 5 10 20 30 67

판매계획(대) 2 5 8 15 25 55

판매금액(백만원) 100 1,000 1,600 3,000 5,000 11,000

② 해외시장 진출계획

Ÿ 지리적환경 및 농업 작업환경이 비슷한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중

국, 일본 등에 선 진출하여 판매 후 유럽, 미국 등 소작농 위주의 판로확보 추진.

[해외 판매계획]
[단위 : 대/백만원]

구 분
사업화년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수출계획(대) - - 2 5 10 17

수출금액(백만원) - - 100 1,000 2,000 3,100

③ 향후 사업화 계획

Ÿ 향후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다목적 특장본체의 시범판매를 진행하고, 양산체계를 구축하여 

제품 안정화를 거쳐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임. 또한 해외 현지 협력사를 발굴하고 기술교류를 

통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임.

[향후 사업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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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연구개발기관 : 강원대학교

(1) 다목적 농작업기계 동력전달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가) 전도/전복 해석모델 개발을 위한 설계요인 분석

① 전도/전복 사고 통계자료 분석

Ÿ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한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 실태 조사’에 따르

면, 2013년, 2015년, 2017년 동안, 농업기계 관련 손상은 전체 농작업 손상의 4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Ÿ 농업기계 관련 손상사고 발생 유형은 전도/추락 59.5%, 충돌/접촉 10.9%, 끼임/감김 

10.4%으로 나타남. 따라서, 전도/추락에 의한 손상사고 비율이 가장 높음.

[농업기계 손상사고 유형별 분포]

Ÿ 밭작물 재배농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농업기계 중, 손상이 발생한 농업기계는 경운기 

44.0%, 트랙터 16.1%, 관리기 10.4%, 건조기 3.8%, 예취기 3.4% 순으로 나타남.

[농업기계 종류별 손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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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농업기계 별 손상사고 유형 분포를 보면 경운기, 농작업기계, 예취기, 관리기 모두 전도/

추락에 의한 사고가 각각 74.4%, 43.3%, 33.3%, 45.4%로 가장 높았음.

[농업 기계별 손상사고 유형 분포]

Ÿ 장소에 따른 농업기계 관련 손상사고는 밭 29.8%, 논 27.4%, 농로 15.2%, 집 8.3%, 공

공도로 7.4% 순으로 나타남. 사고 발생 장소는 주로 논과 밭이었음

Ÿ 대부분의 농업기계 관련 손상사고는 경운기와 트랙터를 이용한 농작업 중 발생했으며, 전

도/추락에 의한 사고 비율이 각각 74.4%, 43.3%로 가장 높음.

① 전도/전복 사고사례 분석

Ÿ 농촌진흥청에서 조사된 사고사례에 따르면, 농업기계 관련 손상사고는 전도/추락에 의한 

손상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도/전복 사고사례의 유형은 아래와 같음.

[경사(15˚이상)로 주행 시 발생한 측방전도사고 

유형]

[고속주행 시, 선회각도에 따른 측방전도사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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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 장착에 의한 무게중심 변화에 따른 

후방전도 사고 유형]

[바퀴슬립 발생 및 가속에 의한 후방전도 사고 

유형]

Ÿ 전도사고 유형은 크게 측방전도와 후방전도로 구분됨. 작업기를 농작업기계에 부착하였

을 때, 부착된 작업기 및 웨이트에 의해 변경된 무게중심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대

표적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농작업기계를 이용한 경사로 주행 시 발생한 사고는 

적정 주행속도를 초과했을 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농기계 사고유형 별 사고 원인]                     단위: 명, %

구분

운전자관련
열악포장 
작업조건

농기계관련 돌발요인

기타 계취급 
부주의

운전조작 
미숙

정비불
량

농기계 
결함

안전장치 
결함

돌발사
고

가해자 
잘못

전복
17

(37.0)
17

(37.0)
-

10
(21.6)

1
(2.2)

-
1

(2.2)
- -

46
(22.8)

추락
17

(33.3)
22

(43.1)
2

(3.9)
- -

1
(2.0)

9
(17.7)

- -
51

(25.2)

충돌
3

(9.4)
4

(12.5)
-

1
(3.1)

- -
11

(34.4)
12

(37.5)
1

(3.1)
32

(15.8)

접촉
25

(56.8)
5

(11.4)
1

(2.3)
3

(6.8)
1

(2.3)
1

(2.3)
8

(18.2)
- -

44
(21.8)

기타
15

(51.9)
4

(13.8)
2

(6.9)
-

2
(6.9)

2
(6.9)

2
(6.9)

1
(3.4)

1
(3.4)

29
(14.1)

계
77

(38.1)
52

(25.7)
5

(2.5)
14

(6.9)
4

(2.0)
4

(2.0)
31

(15.4)
13

(6.4)
2

(1.0)
202

(100.0)

Ÿ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된 ‘농기계 사고 실태와 비용 추정’에 의하면 따르면, 전체 

농업기계 사고의 50.5%는 논밭이나 농로의 진출입로에서 발생함. 사고 시 주행 형태는 

직진 79%, 선회 9%로 순으로 발생하였음.

Ÿ 또한,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7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돌발요인에 의

한 사고는 21.8%를 차지하였음. 

Ÿ 전도 사고의 경우 다른 사고 유형과 달리 포장 여건으로 인한 사고 비율이 21.6%으로 돌

발요인(2.2%)에 의한 사고 보다 비중이 높음.

③ 문헌조사를 통한 전도/전복 설계요인 조사 및 분석

Ÿ 농작업기계의 전도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불안정한 무게중심은 농작업기계의 설계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전도사고는 후방전도와 측방전도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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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방전도 사고의 모습] [후방전도 사고의 모습]

Ÿ 후방전도는 경사로 주행 및 슬립에 의한 앞바퀴 들림 현상에 의해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치우쳐 발생함. 따라서, 후방전도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작업기계 제작 시 

본체의 무게를 증가시키고 무게중심의 위치를 농작업기계의 앞쪽이나 아래쪽으로 옮기는 

설계가 필요함.

Ÿ 농작업기계의 무게중심은 작업기 및 웨이트 발란스의 장착 여부, 작업기의 장착 높이(견

인력의 작용점) 등에 의해 조절 가능함. 후방전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견인력 작용점의 

위치를 낮게 설정해야 하므로 작업기의 위치변경이 용이해야 함.

Ÿ 또한, 농작업기계가 수렁에서 빠진 경우, 농작업기계를 빠르게 가속하면, 이때 발생한 토

크가 후방전도를 야기 함. 따라서, 연약한 토양에서는 저속으로 빠져나와야 함.

Ÿ 측방전도는 주로 농작업기계가 평지에서 고속으로 선회하거나, 경사지에서 등고선 방향

으로 주행할 때 발생함. 측방전도 사고는 주행속도가 빠르고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치우쳐 

있을수록 안전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따라서, 측방전도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작업기계 설계 시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위치하도록 설계해야 함. 특히, 프론

트로더 등의 작업기를 장착하거나 선회주행 시에는 저속으로 유지해야 함.

(2) 무게중심, 선회반경 및 회전속도 등의 설계 파라미터 이론 정립

(가) 측방전도 이론 분석 

Ÿ 측방전도 또는 횡전도는 농작업기계가 평지에서 고속으로 급격하게 선회하거나, 경사지

에서 등고선 방향으로 주행할 때 양쪽 뒷바퀴 중 경사 위쪽의 뒷바퀴가 장애물을 통과하

면서 경우 발생함.

[측방전도에 대한 농작업기계의 전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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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또한, 농작업기계의 측방전도는 전도의 진행 과정에 따라, 1차 전도운동과 2차 전도운동

으로 구분됨. 1차 전도운동은 뒷바퀴의 접지점과 앞차축의 피벗점을 연결한 1차 전도축

에 대한 회전운동이며, 2차 전도운동은 앞바퀴와 뒷바퀴의 접지점을 연결한 2차 전도축

에 대한 회전운동으로 정의됨.

Ÿ 1차 전도 운동은 뒷바퀴 중 하나가 지면의 장애물을 통과할 때, 장애물과 충돌한 뒷바퀴

가 공중에 뜨면서 1차 전도축에 대한 전도운동이 발생함. 1차 전도운동을 하는 앞차축의 

회전각이 특정 회전각을 초과하면, 1차 전도축에 대한 앞차축의 회전운동은 정지되고, 농

작업기계 전체가 2차 전도축(1차 전도운동 방향에 있는 농작업기계 앞바퀴와 뒷바퀴의 

접지점을 연결한 직선)에 대해 회전함으로써 2차 전도운동이 일어남. 

Ÿ 2차 전도운동은 1차 전도축에 대한 회전운동각이 앞차축의 최대회전각을 초과할 때부터 

발생함. 또한, 1차 전도운동이 2차 전도운동으로 이어지는지의 여부는 농작업기계의 속

도, 장애물이나 요철부의 크기, 지면의 경사도 등에 따라 결정됨.

Ÿ 2차 전도운동이 시작할 초기의 각변위와 각속도에 따라서 2차 전도축에 대한 회전각이 

결정되며, 2차 회전각이 정적 측방전도각을 초과하면 농작업기계는 측방전도됨. 또한, 초

기의 각변위와 각속도는 농작업기계의 속도, 장애물이나 요철부의 크기, 지면의 경사도 

등에 따라서 달라짐.

Ÿ 정적인 상황(등속주행)에서 1차 전도운동이 2차 전도운동으로 이어져 측방전도가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1차 전도 운동이 측방전도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임. 동적인 

상황(가속주행)에서는 앞차축의 회전각이 작을 때에도 2차 전도운동에 의해 측방전도 되

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농작업기계의 측방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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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농작업기계 무게중심이 반지름 의 원주를 따라 주행할 때, 전진속도 는 서서히 증가한

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주행을 유지시키기 위한 타이어 측방력도 증가함. 증가된 측방력

은 농작업기계 무게중심에 대한 모멘트를 발생시키며 이 모멘트는 위 그림 (a)에서와 같

이, 오른쪽 앞뒤 바퀴가 들리는 방향으로 작용함. 오른쪽 앞뒤 바퀴가 들리기 시작할 때

의 농작업기계 전진속도를 전도속도( )라고 하며, 전도속도에서는 왼쪽 앞바퀴와 뒷바퀴

의 접지점을 연결한 전도축에 대해 농작업기계가 측방전도하기 시작함. 전도속도는 이 전

도축에 대한 모멘트 평형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음. 타이어에 작용하는 힘은 모두 전도

축을 통해 작용한다고 가정하면 전도축에 대한 모멘트 평형은 식 (1)과 같음. 이때 는 

트랙터의 총 질량[kg]을 의미함.

 




cos                                      (1)

  

   따라서 전도속도  는 식 (2)와 같음.

  


 cos


                                       (2) 

Ÿ 여기서, 는 중력가속도, 는 농작업기계의 중량, 는 농작업기계 중량벡터와 전도축과

의 수직거리,  는 농작업기계 무게중심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이며, 는 무게중심의 측

방력 
과 전도평면(전도축에 수직)이 이루는 각으로서 식 (3)에서와 같이 결정됨. 

  tan
                                       (3)

Ÿ 여기서, 은 축간거리이며 은 왼쪽 앞바퀴 중심과 뒷바퀴 중심의 차폭방향 거리를 의미

함.

Ÿ 측방전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농작업기계를 전도속도 이하로 운전해야 함. 식 (2)에서 농

작업기계 중량에 대한 모멘트 암( )이 작아지거나 농작업기계 무게중심의 위치( )가 높

아지면 전도속도( )가 줄어들어 전도의 위험성이 커짐.

Ÿ 농작업기계에 프런트로더를 장착하면 선회시 측방전도에 대한 안정성이 크게 감소함. 프

런트로더 버킷에 짐을 싣고 버킷을 들어올리면 농작업기계의 무게중심은 위로 올라가고

(  증가), 동시에 앞쪽으로 이동( 감소)함. 결과적으로 프론트로더를 장착하지 않은 경

우에 비해 전도속도는 크게 감소하게 됨. 따라서 농작업기계에 프런트로더를 장착한 경우

에는 저속으로 주행해야 함. 

(나) 후방전도 이론 분석 

Ÿ 그림에서 앞바퀴가 지면에서 들리는 상황을 가정하면, 지면반력 및 운동저항  ,  는 

0이 됨. 앞바퀴가 지면에서 들리는 순간의 운동을 살펴보기 위해    을 대입하고 

정리하면, 모멘트 평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Ÿ 이때, I yyc는 본체의 무게중심을 통과하는 Y축(횡축)에 대한 본체의 질량관성 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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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2]이며, m c는 본체의 질량[kg], 는 뒷바퀴축과 본체 무게중심 사이의 직선거리

[m], 는 각가속도,  은 뒷바퀴축의 구동토크[N·m], 는 본체의 중량[N] (), 

는 정적 상태에서 에 해당하는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도[deg], 는 견인봉에 작용하

는 힘이 X축과 이루는 각도 [deg], 는 지면의 경사각 [deg], 는 본체의 회전각, 는 견

인봉에 작용하는 힘[N], 는 정적 상태에서 에 해당하는 직선이 Z축과 이루는 각도

[deg], 는 뒷바퀴의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 는 뒷바퀴의 수직방향으로 작용

하는 가속도를 의미함.


     cos    

 coscos     sinsin   


 cos  

 sin  

                    (4)

Ÿ 본체의 회전각 는 반시계방향 회전을 양으로 설정하였을 때, 앞바퀴가 지면에서 들리는 

순간의 각가속도()가 양의 값을 가지면, 본체는 반시계 방향의 회전운동을 하여 후방전

도에 대한 위험이 커지며, 0 또는 음의 값을 가지면 회전운동이 억제되어 후방전도에 대

한 위험이 감소함.

Ÿ 식 (4)에서 견인력( )의 수평방향성분 cos는 본체의 회전운동을 억제하는 반면, 견인력

의 수직방향성분 sin는 회전운동을 야기하는 힘으로 작용함. 아래 그림에서 견인력의 

작용점이 높아질수록 와 의 값이 커짐. 따라서, 후방전도를 억제하는 cos에 의한 모

멘트는 감소하고, 후방전도를 야기하는 sin에 의한 모멘트는 증가하여 전도의 위험성이 

커짐. 따라서, 후방전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견인력 작용점의 위치를 낮게 설정해야 함.

Ÿ 토크는 본체의 회전운동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토크가 커질수록 후방전도의 

위험성이 증가함. 연약한 토양에서 농작업기계가 빠졌을 때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농작업

기계 바퀴에 통나무 등을 받쳐서 농작업기계를 구동시킬 경우에 후방전도가 발생할 수 있

음. 기관의 동력이 충분하다면 농작업기계를 후방전도시킬 정도로 큰 토크가 발생함. 특

히 경사지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전도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함.

Ÿ 본체 무게에 의한 모멘트는 후방전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함. 본체의 회전각 가 증

가함에 따라 모멘트 암의 길이  cos    는 감소하여 전도의 위험성이 증가함. 또

한, 지표면의 경사각( )이 증가하거나 본체의 무게중심 위치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 

이 모멘트 암의 길이가 감소하여 전도의 위험성이 커짐. 본체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이

동하면( 증가) 모멘트 암의 길이가 증가하여 전도의 위험성이 감소함. 따라서 본체의 

무게를 증가시키고, 무게중심의 위치를 앞쪽이나 아래쪽으로 옮김으로써 후방전도에 대

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Ÿ 이때,  는 본체와 뒷바퀴축의 X축 방향 반력[N],  는 본체와 뒷바퀴축의 Z축 방향 반

력[N], 는 뒷바퀴의 중량[N] (), 는 앞바퀴축과 앞바퀴 지면반력점 사이의 수

평거리[m],  는 뒷바퀴의 중량[N] (), 는 뒷바퀴축과 앞바퀴 지면반력점 사이의 

수평거리[m], 는 트랙터 본체에 대한 뒷바퀴의 상대 회전각[rad], 는 앞바퀴의 구름

반지름[m],  는 뒷바퀴의 구름반지름[m], 는 앞바퀴축과 본체 무게중심 사이의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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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m], 는 정적 상태에서 에 해당하는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도[deg], 는 뒷

바퀴축과 견인력 작용점 사이의 직선거리[m], 는 정적 상태에서 에 해당하는 직선이 

Z축과 이루는 각도[deg], 및  는 본체와 뒷바퀴의 X 축 방향 변위, 및 는 본체와 

뒷바퀴의 Z 축 방향 변위를 의미함.

[후륜구동 농작업기계의 본체와 뒷바퀴의 자유체선도]

[후륜구동 농작업기계의 본체와 뒷바퀴의 운동학선도]

Ÿ 견인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 농작업기계의 각(    )이 90°에 이르면 각가속

도()가 항상 양의 값을 가지게 되므로 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됨. 그러나 동적인 상태

에서는 훨씬 작은 각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됨. 본체의 회전각이 일 때의 각속도 이 특

정 값보다 크면 뒷바퀴축 토크 이나 견인력 가 없는 경우에도 농작업기계를 정적으로 

불안정한 각까지 회전시켜 후방전도를 야기할 수 있음. 이는 각속도가 특정 값 이상이 되

면 회전에 의한 운동에너지가 후방전도를 촉진하기 때문임. 본체의 회전에 의한 운동에너

지와 본체의 무게에 의한 위치에너지만을 고려하면,     및 는 0이 되며, 식 (5)로 

정의됨.


 




    sin     

 







   si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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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식 (5)을 통해 주어진 회전각 에서 농작업기계 본체를 정적으로 불안정한 각까지 회전

시켜 후방전도를 야기할 수 있는 회전각속도 을 도출할 수 있음.

Ÿ 0 ~ 90° 범위의 모든  에 대해 본체의 회전각속도 이 식 (5)에서 계산된 값보다 작아

야 후방전도가 일어나지 않음.

(3) 다목적 농작업기계 전도/전복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가) 주요 설계 파라미터에 대한 물성치 조사 및 다목적 농작업기계 3D모델 생성

① 다목적 농작업기계 3D모델 생성

Ÿ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측방전도 및 후방전복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도면을 참

고하여 3D모델링을 수행하였음. 문헌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농작업기계를 본체, 전륜, 후

륜으로 구분하여 3D모델을 생성하였으며 생성된 모델은 아래 그림과 같음.

[(a) front view] [(b) isometric view]

[(c) bottom view] [(d) side view]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3D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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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 설계 파라미터에 대한 물성치 조사

Ÿ 측방전도 및 후방전복에 대한 안전성을 도출하기 위한 동역학 시뮬레이션에서 정확한 결

과값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목적 농작업기계를 구성하는 각 부에 정확한 물성치 정보를 

입력하고 실제 조건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를 설정이 매우 중요함.

Ÿ 다목적 농작업기계를 구성하는 본체, 동력전달장치 및 바퀴축은 합금강(Alloy steel, 1250) 

재질로 설정하였음. 외장, 바퀴휠은 스테인레스 재질(Stainless steel, ST304)로 설정하였

으며 바퀴는 합성고무(Synthetic rubber) 재질로 설정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음. 

Ÿ 이에 따라, 다목적 농작업기계를 구성하는 각 부에 대한 포아송비(Poisson’s ratio), 전단

탄성계수(Shear modulus), 밀도(Density) 등의 물성치를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하여 시뮬

레이션에 적용하였음.

Ÿ 또한, 바퀴와 지면 사이의 동마찰계수(Coefficient of dynamic friction), 정지마찰계수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 바퀴의 강성계수(Stiffness)도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하였

음. 도출된 각각의 물성치는 아래 표와 같음.

[시뮬레이션 적용 물성치]

항목 물성치

합금강

(차체, 동력전달장치, 바퀴축)

Poisson’s ratio 0.3

Shear modulus(Gpa) 0.3

Density(kg/m3) 1,900

스테인레스

(바퀴휠, 외장)

Poisson’s ratio 0.3

Shear modulus(Gpa) 79.3

Density(kg/m3) 7,930

합성고무

(바퀴)

Poisson’s ratio 0.46

Shear modulus(Gpa) 0.4

Density(kg/m3) 950

바퀴와 지면 

사이의 물성치

Stiffness(N/mm) 408

Damping coefficient 2.8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 1.55

Coefficient of dynamic friction 0.8

③ 시뮬레이션 검증

Ÿ 제작된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하여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최소선회반경 및 횡전도각을 

도출하였으며 시뮬레이션 모습은 아래의 그림과 같음. 

Ÿ 최소 선회반경은 농작업기계의 내측 조향각을 최대(100°)로 한 상태에서 최저속(1.86 

m/s)으로 주행하였을 때, 바깥바퀴와 노면이 접촉되는 중심점이 그리는 궤적의 반경을 

도출하였음. 

Ÿ 횡전도각은 농작업기계가 놓인 경사면의 각도를 0°에서 90°까지 증가시키면서 농작업기

계가 측면으로 기울어져 측방전도가 발생하는 경사면의 각도를 도출하였음. 이때, 지면은 

강체(콘크리트)로 가정하였으며 중력가속도는 연직 하방으로 9.81 m/s2의 크기로 작용하

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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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ulation of turning radius] [(b) performance test of turning radiu]

[최소선회반경을 도출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및 시험]

[(a) simulation of overturning angle] [(b) performance test of overturning angle]

[횡전도각을 도출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및 시험]

Ÿ 시뮬레이션 결과는 농작업기계의 최소선회반경 및 횡전도각은 각각 3.02 m 및 47.2°로 

나타남. 

Ÿ 제작된 시뮬레이션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값과 성능시험을 통해 도

출한 측정값을 비교 분석하였음. 비교분석 결과, 시뮬레이션 값 대비 측정값의 오차는 최

소선회반경 및 횡전도각에서 각각 1.3% 및 4.19%로 나타남. 

Ÿ 결과적으로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최소 선회반경 및 횡전도각에 대한 시뮬레이션 값 대비 

측정값의 오차는 모두 5% 이내로 나타남. 따라서, 제작된 시뮬레이션 모델은 타당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음.

[최소 선회반경 및 횡전도각 비교분석]

항목 최소선회반경 (mm) 횡전도각 (°)

시뮬레이션값 3.02 47.2

측정값 3.06 45.3

오차(%) 1.30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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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역학 해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생성된 모델에 대한 동적 시뮬레이션 수행

① 측방전도 시뮬레이션 수행

Ÿ 측방전도는 농작업기계의 안전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로 농작업기계가 고속으로 급격하게 선

회하거나, 경사지에서 등고선 방향으로 주행할 때 양쪽 뒷바퀴 중 경사 위쪽의 뒷바퀴가 장애

물을 통과하는 경우 발생함. 

Ÿ 측방전도는 전도의 진행과정에 따라 1차 전도운동과 2차 전도운동으로 구분됨. 1차 전도운

동은 뒷바퀴가 공중에 뜨면 1차 전도축(뒷바퀴의 접지점과 앞차축의 중심점을 연결한 축)에 

대한 전도운동이 발생함. 1차 전도운동을 하는 앞차축의 회전각이 특정 회전각을 초과하면 

1차 전도축에 대한 앞차축의 회전운동은 정지되고 농작업기계 전체가 2차 전도축(1차 전도

운동 방향에 있는 트랙터 앞바퀴와 뒷바퀴의 접지점을 연결한 직선)에 대한 회전이 발생함. 

Ÿ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측방전도에 대한 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해 주행상태에서의 측방전도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였음. 농작업기계의 전륜 내측 조향각을 5° ~ 100°까지 5°씩 증가시켜, 총 

20수준으로 설정하고, 각 전륜 내측 조향각 조건에서 측방전도가 발생하는 주행속도를 도출

하였음. 이때, 지면은 강체(콘크리트)로 가정하였으며 중력가속도는 연직 하방으로 9.81 

m/s2의 크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후방전복 시뮬레이션]

(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조건별 안전성 분석

① 측방전도 안전성 분석

Ÿ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측방전도 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된 측방전도 시뮬레이션 분석 결

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음. 전륜 내측 조향각이 클수록 측방전도가 발생하는 주행속도는 감소

하는 경향이 나타남. 따라서, 전륜 내측 조향각이 증가할수록 측방전도 안전성은 감소하였음.

Ÿ 농작업기계의 전륜 내측 조향각이 최소인 5°인 경우, 주행속도가 49 km/h일 때 측방전도가 

발생하였음.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최고 이론 전진속도가 48.8 km/h이므로 조향각이 5°일 때

는 모든 속도 범위에서 측방전도가 발생하지 않음. 또한, 전륜 내측 조향각이 최대인 100°인 

경우에는 주행속도가 15.7 km/h일 때 측방전도가 발생하였음. 내측 조향각 0 ~ 40°까지는 

측방전도가 발생하는 주행속도의 변동성이 높았으나 내측 조향각 45°이상의 조건에서는 상

대적으로 측방전도가 발생하는 주행속도의 변화가 적게 나타남. 

Ÿ 다목적 농작업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임의의 내측 조향각에서 측방전도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주행속도를 15 km/h 이하로 작업해야 함. 이는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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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속도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다목적 농작업기계는 농작업 시 측방전도에 대해 안전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음. 

[측방전도 시뮬레이션 결과]

[주요 농작업별 작업속도]

항목 작업속도(km/h)

쟁기 3.6 ~ 10.8

로터리 2.16 ~ 2.88

파종기 3.5 ~ 7.0

정식기 0.79 ~ 1.37

방제기 5.2 ~ 12.3

수확기 1.41 ~ 2.17

② 후방전복 안전성 분석

Ÿ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후방전복 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된 후방전복 시뮬레이션 분석 결

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음. 전륜이 지면으로부터 들린 각도가 증가할수록 후방전복이 발생하

는 주행속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따라서, 전륜 들림각이 증가할수록 후방전도 안전성

은 감소하였음.

Ÿ 전륜 들림각 1° 조건에서 후방전복이 발생하는 주행속도는 39 km/h로 나타남. 또한, 전륜 들

림각이 가장 높은 60° 조건에서는 주행속도 5 km/h인 경우에 후방전복이 발생하였음. 

Ÿ 다목적 농작업기계를 이용하여 노지에서 작업을 할 때 두둑이나 지면의 불균일, 장애물 등으

로 인해 전륜이 들릴 수 있음. 전륜이 최대 30° 들린다고 가정하면 후방전복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15 km/h 이하의 주행속도로 작업해야 함. 이는 일반적인 농작업 속도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다목적 농작업기계는 농작업 시 후방전복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후방전복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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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목적 농작업기계 전도/전복 성능평가를 통한 시뮬레이션 모델 최적화

(가) 시뮬레이션 조건 설정

Ÿ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해석조건을 설정하였음.

(a) front view (b) iso-view

[시뮬레이션 전체 구성요소]

① 지면의 경사도 조건

Ÿ 트랙터가 주행할 지면을 설정하기 위해 길이 100 m, 너비 20 m의 평평한 경사면을 구성

하였음. 지면의 재질은 콘크리트로 설정하였음.

Ÿ 경사면에 수평하게 놓여있는 트랙터에서 경사면 위쪽의 후륜이 지면에서 떨어질 때 트랙

터가 불안정한 점을 고려하여 동역학 시뮬레이션 상에서 경사면 위쪽에 위치한 후륜이 장

애물과 접촉할때의 후방전복 및 측방전도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였음.

Ÿ 한국의 지형은 경사도에 따라 1° 이하(평탄지), 1-5°(파랑성 평야), 5-10°(완경사지), 

10-15°(준완경사지), 15-20°(준급경사지), 20° 이상(급경사지)의 6수준으로 분류됨.

Ÿ 트랙터의 측방전도 및 후방전복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사도 조건은 평탄지부터 급경사

지까지 모두 포함하여 1° 및 5에서 50°까지 5° 간격으로 10개 수준을 추가하여 총 11수

준으로 선정.

[시뮬레이션 상 지면의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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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애물의 높이 조건

Ÿ 한국 농경지의 두둑 높이를 고려하여 10 - 40 cm까지 10 cm 단위로 총 4수준으로 설정

하였음.

③ 장애물의 형상 조건

Ÿ 지면에 놓인 장애물은 트랙터가 주행할 때 충돌에 의한 충격을 발생시키며, 측방전도와 

후방전복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임.

Ÿ 시뮬레이션 상에서 트랙터에 충격을 주기 위해 삼각형, 직사각형, 사인파형 등의 장애물 

형상이 연구에 적용됨.

Ÿ 본 연구에서는 사인파형, 직각삼각형, 직각사각형의 3가지 형상의 장애물을 적용하였음.

Ÿ 장애물의 길이는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50 cm로 설정하였으며, 너비는 경사면 위쪽에 있

는 타이어의 폭을 고려하여 200 cm로 설정하였음.

(a) Rectangular (b) Right-triangular (c) Sinusoidal

[장애물의 형상]

(나) 시뮬레이션 수행

① 지면의 경사도에 따른 불안정성 유형

Ÿ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면의 경사도에 따른 트랙터의 측방전도 및 후방전복 경향성

을 분석하였음.

Ÿ 장애물의 형상 및 높이와 관계없이 지면 경사도가 30° 미만일 때 후방전복이 발생했고, 

30° 이상일 때 측방전도가 발생함.

(a) Backward rollover at 15° of 

ground slope

(b) Backward rollover at 25° of 

ground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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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지면의 경사도가 증가하면 경사에 의한 측방향 회전의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됨.

Ÿ 장애물의 형상별로 측방전도와 후방전복이 발생하는 상황을 분석해 보면 측방향 회전인 롤 

방향 회전각이 후방향 회전인 피치 방향 회전각보다 더 큰 경우 측방전도가 발생하고, 피치 

방향 회전각이 롤 방향 회전각보다 더 큰 경우 후방전복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c) Lateral overturning at 35° of 

ground slope

(d) Lateral overturning at 45° of 

ground slope

[지면의 경사도에 따른 트랙터의 불안정성 유형]

(a) Lateral overturning situation 

for rectangular obstacle

(b) Backward rollover situation 

for rectangular obstacle

(c) Lateral overturning situation 

for right-triangular obstacle

(d) Backward rollover situation 

for right-triangular obst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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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면의 경사도와 장애물의 높이에 따른 트랙터의 측방전도 및 후방전복 경향

Ÿ 지면의 경사도와 장애물 높이에 따른 트랙터의 측방전도 및 후방전복 주행임계속도를 도

출하였음.

(e) Lateral overturning situation 

for sinusoidal obstacle

(f) Backward rollover situation 

for sinusoidal obstacle

[측방전도 및 후방전복 발생 시 무게 중심의 회전 각도]

(a) Rectangular obstacle

(b) Right-triangular obst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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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의 경사도

Ÿ 장애물의 형상 및 높이와 관계없이 지면의 경사각이 증가하면 주행임계속도가 감소하여 

측방전도 및 후방전복에 대한 안전성이 낮아졌음.

Ÿ 지면 경사각이 작을 때에는 경사각 증가에 따른 주행임계속도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작았

지만 지면 경사각이 특정값 이상으로 커지면 주행임계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Ÿ 경사각이 낮을 때는 주로 후방전복이 발생하는데 후방전복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사각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으로 판단됨.

Ÿ 측방전도의 경우 경사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측방전도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경사각 이후에는 경사각 증가에 따른 주행임계속도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음.

Ÿ 장애물 높이 10 cm 조건에서 지면의 경사각에 따른 트랙터 무게중심의 롤방향 각속도를 

나타냄. 측방전도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경사각인 30°를 기준으로 롤방향 각속도가 급격

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c) Sinusoidal obstacle
[지면의 경사도 및 장애물 높이에 따른 트랙터의 임계속도]

(a) Triangular, 25° (b) Triangular, 30° (c) Triangular, 35° (d) Triangular, 40°

(e) Right-triangular, 25° (f) Right-triangular, 30° (g) Right-triangular, 35° (h) Right-triangular, 40°



- 87 -

㉯ 장애물의 높이

Ÿ 지면의 경사도 및 장애물의 형상과 관계없이 장애물의 높이가 높아지면 주행임계속도가 

감소하여 측방전도 및 후방전복에 대한 안전성이 낮아졌음.

Ÿ 장애물의 높이가 높아지면 장애물을 밟고 넘어가는 트랙터의 무게중심도 높아져 안정성

이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Ÿ 15°의 지면 경사도에서 장애물 조건에 따른 트랙터 무게중심의 연직 방향 변위를 도출하

였으며, 장애물이 높아질수록 트랙터 무게중심의 높이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였음.

Ÿ 장애물의 높이가 10 cm에서 20 cm로 증가할 때 주행임계속도의 변화가 가장 컸으며, 장

애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주행임계속도의 차이는 감소하였음. 이는 장애물의 높이가 높

아지면 불안정성이 증가하여 주행임계속도의 여유가 작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a) 10 cm of 

rectangular obstacle

(b) 20 cm of 

rectangular obstacle

(c) 30 cm of 

rectangular obstacle

(d) 40 cm of 

rectangular obstacle

(e) 10 cm of 

right-triangular obstacle

(f) 20 cm of 

right-triangular obstacle

(g) 30 cm of 

right-triangular obstacle

(h) 40 cm of 

right-triangular obstacle

(i) 10 cm of 

sinusoidal obstacle

(j) 20 cm of 

sinusoidal obstacle

(k) 30 cm of 

sinusoidal obstacle

(l) 40 cm of 

sinusoidal obstacle

[지면의 경사도 15°에서 트랙터 무게 중심의 수직 변위]

(i) Sinusoidal, 25° (j) Sinusoidal, 30° (k) Sinusoidal, 35° (l) Sinusoidal, 40°

[장애물 높이 10cm에서 트랙터 무게 중심의 롤 방향 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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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의 형상에 따른 트랙터의 측방전도 및 후방전복 경향

Ÿ 지면의 경사도와 장애물의 형상에 따른 트랙터의 측방전도 및 후방전복 주행임계속도를 

도출하였음.

Ÿ 측방전도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경사도 30°를 기준으로 경사도에 따른 주행임계속도의 변

화율이 급격히 증가하며, 장애물 형상의 상대적인 안전성도 변화함.

Ÿ 경사도가 낮을 때에는 직각삼각형 장애물의 주행임계속도가 가장 크고 직각사각형 장애

물의 주행임계속도가 가장 작았으며 경사도가 특정값 이상으로 커지면 사인파형 장애물

의 안전도가 급격히 낮아져 가장 작은 주행임계속도를 가졌음.

Ÿ 장애물 형상에 따라 민감한 영향을 받는 불안정성 타입(instability type)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함.

Ÿ 사인파형 장애물은 상대적으로 측방전도에 취약하며, 직각사각형 장애물은 상대적으로 

후방전복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도출하였음.

(a) 10 cm obstacles

(b) 20 cm obstacles

(c) 30 cm obsta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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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트랙터의 측방전도 및 후방전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 평가

Ÿ 장애물 형상 및 높이, 지면 경사도가 주행임계속도, 즉, 트랙터의 전도와 전복의 안전성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통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SPSS(SPSS, IBM SPSS 

Statistics, USA)를 활용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수행하였음.

Ÿ 분석 결과, 1% 유의수준에서 세 인자는 모두 전도와 전복의 안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Ÿ 요인별 기여도는 지면의 경사도 51.69%, 장애물의 높이 24.23%, 장애물의 형상 2.98%

로, 지면의 경사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음.

[측방전도/후방전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DF Seq SS Contribution Adj SS Adj MS F-value P-value

Obstacle 

shape
2 2,325 2.98% 2,325 1,162.4 8.19 0.00047

Obstacle 

height
3 18,907 24.23% 18,907 6,302.3 44.42 0.00000

Ground 

slope
10 40,334 51.69% 40,334 4,033.4 28.43 0.00000

Error 116 16,459 21.09% 16,459 141.9   

Sum 131 78,024 100.00%     

Ÿ 장애물의 형상 및 높이, 지면의 경사도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수행하였음.

Ÿ 장애물의 형상 및 높이, 지면의 경사도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모두 0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도출되었음.

Ÿ 따라서, 트랙터의 측방전도 및 후방전복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모두 독립적인 요인으로 판

단할 수 있음.

[측방전도/후방전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

Obstacle shape Slope angle of the ground Obstacle height

Obstacle shape 1.000 - -

Slope angle of the 

ground
0.000 1.000 -

Obstacle height 0.000 0.000 1.000

(d) 40 cm obstacles

[장애물 형상에 따른 트랙터의 임계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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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개발기관 : 충남대학교

(1)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동력전달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가) 동력전달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①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동력전달 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Ÿ 본 연구에서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동력전달 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을 위하여 상용 

기계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KISSsoft(KISSsoft, Switzerland, 03/2017)을 사용함.

Ÿ 개발한 동력전달시스템의 시뮬레이션 모델은 기어쌍에 대해서 개발하였으며 주변속부는 

상용 변속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을 실시하지 않음.

Ÿ 전진, 후진 셔틀부 및 부변속부, 후차축부 등 다음 그림과 같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동력체계도]

②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동력전달시스템

Ÿ 엔진에 의해 변속기로 입력된 동력은 다음 그림과 같이 주변속, 전/후진 변속, 부변속, 감

속 기어, 후차축으로 동력이 전달되어짐.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동력전달 시스템 구성도]

Ÿ 엔진에 의해 변속기로 입력된 동력은 주변속을 통해 입력되고 주변속은 총 6단으로 구성

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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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1단부터 6단까지의 기어비는 각각 5.4(44T/23T*45T/16T),  4.3(44T/23T*45T/20T), 

3(44T/23T*38T/24T), 1.7(44T/23T*32T/36T), 1, 0.7(44T/23T*17T/45T)로 5단은 변

속기어를 거치지 않고 전/후진 변속부로 동력이 전달되어지며, 6단은 다른 단수와 달리 

증속되는 구조로 구성됨.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주변속부]

Ÿ 주변속 이후 동력은 전/후진 변속부로 전달되어지며, 전진 변속은 26T기어와 28T 기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어비는 1.08로 계산됨. 후진 변속은 기어비 1의 14T, 20T, 14T 순으

로 기어 3쌍이 맞물려 있어 중간의 아이들 기어가 동력의 회전을 반대 방향으로 바꾸어주

는 역할을 함.

[전/후진 변속의 기어 배열도]

Ÿ 전/후진 변속 이후 동력은 부변속을 전달되어지며, 부변속은 2단으로 저속과 고속을 결정함.

Ÿ 저속의 변속은 14T와 37T 기어 구성으로 2.6의 기어비로 감속된 동력을 전달하게 되며, 

고속의 변속은 28T와 21T기어 구성으로 기어비가 0.8로 증속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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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변속의 기어 배열도]

Ÿ 부변속 이후 동력은 전륜과 후륜으로 동력이 전달되기 위하여 감속하여 전달되며, 감속 

기어는 41T와 61T 기어 쌍으로 기어비 1.5로 구성됨.

[감속기어 배열도]

Ÿ 후차축으로 전달된 동력은 13T와 36T의 스파이럴 베벨기어가 조립되어있는 차동장치에 

전달되며 차동장치를 통해 전달된 동력은 유니버셜 조인트로 연결하여 후륜의 차축을 연

결해주는 유성 기어 세트에 전달됨.

[후차축의 기어 배열도]

Ÿ PTO 동력은 엔진과 연결되어있는 체인을 통해 동력이 전달됨. PTO 변속은 2단으로 기어 

2쌍으로 구성되어 있음.

Ÿ PTO 1단은 18T와 74T 기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엔진의 정격회전수(2,300 rpm) 기준으

로 559 rpm으로 구동되며 PTO 2단은 24T와 68T 기어로 구성되어 있어 엔진 정격회전수 

기준 812 rpm으로 구동되도록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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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O부 기어 배열도]

(나)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동력전달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Ÿ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동력전달시스템의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을 위하여 기계요소 해석 

및 설계소프트웨어인 KISSsoft를 사용하였으며, 동력전달 시스템의 기어쌍에 대해서 모

델링을 실시.

Ÿ KISS soft에서 구현하지 않는 SCM 822, SCM 822H 재질은 실험적 데이터를 통해 직접 

입력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

- Duty Cycle을 고려한 입력조건은 농작업별 연간 사용시간을 시뮬레이션 부하 조건에 

적용한 것으로 엔진 정격토크 및 정격 회전속도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Ÿ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실시.

- 전/후진 변속부 중의 전진부의 기어쌍은 26T와 28T 헬리컬 기어쌍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개발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다음 그림과 같음.

- 구동기어인 26T 기어는 SCM 420 재질, 피동기어인 28T 기어는 SCM 822H 재질로 시

뮬레이션 모델에 반영됨.

[전진부 기어쌍의 시뮬레이션 모델]

- 전/후진 변속부 중의 후진부의 기어쌍은 14T, 20T, 14T의 스퍼 기어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다음 그림과 같음.

- 정확한 부하조건을 시뮬레이션 모델에 적용하기 위하여 기어쌍을 각각 모델링 함.

- 두쌍의 기어쌍은 모두 SCM 822H 재질로 시뮬레이션 모델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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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부 기어쌍의 시뮬레이션 모델]

- 부변속부의 저속 변속부 기어쌍은 14T와 37T의 스퍼 기어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

발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다음 그림과 같음.

- 구동기어인 14T 기어는 SCM 822H 재질, 피동기어인 37T 기어는 SCM 420 재질로 시

뮬레이션 모델에 반영.

[저속변속부 기어쌍 시뮬레이션 모델]

- 부변속부의 고속 변속부 기어쌍은 28T와 21T 헬리컬 기어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

발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다음 그림과 같음.

- 구동기어인 28T 기어는 SCM 822H 재질, 피동기어인 21T 기어는 SCM 420 재질로 시

뮬레이션 모델에 반영.

[저속변속부 기어쌍 시뮬레이션 모델]

- 감속부의 감속기어쌍은 41T와 61T 헬리컬 기어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한 시뮬레

이션 모델은 다음 그림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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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쌍의 기어쌍은 모두 SCM 420 재질로 시뮬레이션 모델에 반영.

[감속기어쌍 시뮬레이션 모델]

- 후차축부의 베벨기어는 13T와 36T 스파이럴 베벨기어쌍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개발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다음과 같음.

- 구동기어인 16T 기어는 SCM 822H 재질, 피동기어인 36T 기어는 SCM 420 재질로 시

뮬레이션 모델에 반영.

[스파이럴 베벨기어 시뮬레이션 모델]

- 후차축부의 유성기어는 14T의 선기어와 24T의 유성기어와 64T의 링기어가 스퍼 기어

쌍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개발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다음과 같음.

- 구동기어인 14T 선기어는 SCM 440H 재질, 피동기어인 24T 유성기어는 및 64T 링기

어는 SCM 420 재질로 시뮬레이션 모델에 반영.

[유성기어열의 시뮬레이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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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O부의 1단 기어쌍은 18T의 구동기어와 74T의 피동기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다음과 같음.

- 구동기어인 18T 기어는 SCM 420 재질, 피동기어인 74T 기어는 SCM 440H 재질로 시

뮬레이션 모델에 반영.

[PTO 1단 기어쌍의 시뮬레이션 모델]

- PTO부의 2단 기어쌍은 24T의 구동기어와 68T의 피동기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한 시

뮬레이션 모델은 다음과 같음

- PTO 1단 기어와 마찬가지로 구동기어인 24T 기어는 SCM 420 재질, 피동기어인 68T 기어

는 SCM 440H 재질로 시뮬레이션 모델에 반영.

[PTO 2단 기어쌍의 시뮬레이션 모델]

Ÿ 개발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강도해석을 진행하였으며 강도의 지표로서 안전율을 사

용하였음. 안전율은 기계요소 중 대표적인 강도의 지표로서 ISO, DIN 등 여러 규격에서 

정의하고 있음.

Ÿ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시뮬레이션 모델 강도 해석은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엔진 정격토크, 

정격 회전속도, Duty Cycle을 고려한 엔진 정격토크 및 정격 회전속도에서 실시되었음. 

엔진의 정격 토크 및 정격 회전속도를 통한 강도해석 시 기어쌍이 가장 하중이 많이 받는 

단수에서의 토크 조건을 통해 강도해석을 실시.

Ÿ 강도해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시간은 트랙터의 평균 수명시간인 3,112시간(농업기계연감, 

2017)을 기준으로 실시되었음.

Ÿ 농작업기계의 엔진 정격토크 및 정격 회전속도에 대해 다목적 농작업기계 동력전달시스

템의 강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 전/후진 변속부의 전진 변속 기어 기어쌍의 안전율은 다음 그림과 같이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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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T 기어가 가장 하중을 많이 받는 단수는 전진 7단에서 1,773.2 Nm의 토크와 427.5 

rpm의 회전속도로 나타났으며, 28T 기어는 1906.6 Nm, 397.0 rpm으로 나타남.

- 이에 따른 굽힘 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각 0.653, 0.623으로 계산되었고, 접촉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각 0.63, 0.761 으로 계산됨. 이는 요구 수명시간인 3,112시간 구동 및 

피동 기어의 치뿌리 및 치면에 파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내에 파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전/후진 변속부의 전진 변속 기어쌍의 안전율]

- 전/후진 변속부의 후진변속기어 기어쌍의 안전율은 다음 그림과 같이 계산됨.

- 후진 변속기어 14T 기어은 후진 7단에서 1283.5 Nm의 토크와 427.5 rpm의 회전속도

로 나타났으며, 20T 기어는 1,833.5 Nm의 토크와 299.3 rpm으로 나타남.

- 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각 1.172, 1.347 으로 계산되었고 접촉 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

각 0.554, 0.617 으로 계산됨.

- 이는 요구 수명시간인 3,112시간 내에 구동 및 피동 기어에 치면 파손이 일어날 가능성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전/후진 변속부의 후진 아이들기어 기어쌍의 안전율은 다음 그림과 같이 계산됨.

- 후진 아이들기어 20T 기어는 후진 7단에서 1,833.5 Nm의 토크와 299.3 rpm의 회전속

도로 나타났으며, 14T 기어는 1,283.5 Nm의 토크와 427.5 rpm으로 나타남

- 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각 1.347, 1.196으로 계산되었고 접촉 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

각 0.617, 0.553으로 계산됨.

- 이는 요구 수명시간인 3,112시간 내에 구동 및 피동 기어에 치면 파손이 일어날 가능성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전/후진 변속부의 후진 변속 기어쌍의 안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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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변속부의 저속 변속 기어쌍의 안전율은 다음 그림과 같이 계산됨. 구동기어 14T 기어

는 전진 4단에서 561.0 Nm의 토크와 1,256.0 rpm의 회전속도로 나타났으며, 피동기

어 37T 기어는 1482.6 Nm의 토크와 475.2 rpm으로 나타남.

- 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각 2.239, 1.408 으로 계산되었고 접촉 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

각 0.633, 0.544 으로 계산됨. 이는 요구 수명시간인 3,112시간 내에 구동 및 피동 기

어에 치면 파손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부변속부의 고속 변속 기어쌍의 안전율은 다음 그림과 같이 계산됨. 구동기어 28T 기어는 

전진 7단에서 1,906.6 Nm의 토크와 397.0 rpm의 회전속도로 나타났으며, 피동기어 21T 

기어는 1,432.2 Nm의 토크와 529.3 rpm으로 나타남. 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각 0.907, 

1.055으로 계산되었고 접촉 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각 0.695, 0.586 으로 계산됨.

- 이는 요구 수명시간인 3,112시간 내에 구동기어의 치뿌리, 구동 및 피동 기어쌍에 치면 

파손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후차축의 기어 배열도]

- 감속부의 감속 기어쌍의 안전율은 다음 그림과 같이 계산됨. 구동기어 41T 기어는 전진 

4단에서 1,482.6 Nm의 토크와 475.2 rpm의 회전속도로 나타났으며, 피동기어 61T 기

어는 2205.8 Nm의 토크와 319.4 rpm으로 나타남.

- 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각 0.996, 0.617 으로 계산되었고 접촉 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

각 0.819, 0.829 으로 계산됨. 구동 및 피동 기어의 치뿌리 및 치면에 파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내에 파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감속부 기어쌍의 안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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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차축부의 스파이럴 베벨기어쌍의 안전율은 다음 그림과 같이 계산됨.

- 구동기어 13T 기어는 전진 4단에서 2,205.8 Nm의 토크와 319.4 rpm의 회전속도로 나

타났으며, 피동기어 36T 기어는 6,108.5 Nm의 토크와 1,15.3 rpm으로 나타남.

- 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각 1.098, 0.765으로 계산되었고, 접촉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

각 1.031, 0.920으로 계산됨.

- 이는 요구 수명시간인 3,112시간 피동기어의 치뿌리 및 치면에 파손이 일어날 가능성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후차축 스파이럴 베벨 기어쌍의 안전율]

- 후차축부의 유성기어쌍의 안전율은 다음 그림과 같이 계산됨.

- 구동기어인 13T 선기어는 전진 4단에서 3,054.2 Nm의 토크와 115.3 rpm의 회전속도

로 나타났으며, 피동기어 24T 유성기어는 1,7016.5 Nm의 토크와 20.7 rpm으로 나타

남.

- 안전율은 구동, 피동, 링기어 각각 0.477, 0.405, 1.105 으로 계산되었고 접촉안전율

은 구동, 피동 각각 0.249, 0.474, 0.639 으로 계산됨.

- 이는 요구 수명시간인 3,112시간 내에 선기어 및 유성기어의 치뿌리와 선기어, 유성기

어, 링기어의 치면에서 파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후차축부 유성기어쌍의 안전율]

Ÿ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엔진 정격토크 및 정격 회전속도에 대해 동력전달시스템의 강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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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결과, 요구 수명시간인 3,112시간 내에 스파이럴 베벨기어를 제외한 모든 기어쌍에서 

치뿌리 및 치면 파손이 일어 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Ÿ Duty Cycle을 고려한 엔진 정격토크 및 정격 회전속도에서의 강도해석은 다음과 같이 실

시하였음.

Ÿ 작업비율은 로타리, 쟁기, 로더, 운송, 초저속을 주행하는 속도별 단수를 작성하여 시간

별로 정리하고 부하데이터를 작성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에 적용함.

Ÿ 강도해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시간 엔진정격 조건과 같이 트랙터의 평균 수명시간인 

3,112시간(농업기계연감, 2017)을 기준으로 실시되었음.

Ÿ 농작업기계의 Duty cycle을 고려한 정격 엔진 토크 및 정격 회전속도에 대해 다목적 농작

업기계 동력전달시스템의 강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 전/후진 변속부의 전진 변속 기어 기어쌍의 안전율은 다음 그림과 같이 계산됨.

- Duty cycle을 고려한 토크는 1,084.3 Nm이며 회전속도는 947.9 rpm으로 나타남. 이에 

따른 굽힘 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각 1.043, 0.996으로 계산되었고, 접촉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각 0.798, 0.963으로 계산됨. 이는 요구 수명시간인 3,112시간 내에 구동 및 피

동기어의 치뿌리 및 기어쌍의 치면에 파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전/후진 변속부의 전진 변속 기어쌍의 안전율 결과]

- 전/후진 변속부의 후진 변속기어 기어쌍의 안전율은 다음 그림과 같이 계산됨. Duty 

cycle을 고려한 토크는 835.7 Nm이며 회전속도는 947.8 rpm으로 나타남. 이에 따른 

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각 1.765, 2.027 으로 계산되었고, 접촉 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각 0.677, 0.754 으로 계산됨. 이는 요구 수명시간인 3,112시간 내에 기어쌍의 치면

에 파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후진의 경우 전진에 비해 사용시간이 적어 기어의 

파손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전/후진 변속부의 후진 아이들 기어 기어쌍의 안전율은 다음 그림과 같이 계산됨. Duty 

cycle을 고려한 토크는 1,193.9 Nm이며 회전속도는 663.5 rpm 으로 나타남. 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각 2.027, 1.804 으로 계산되었고, 접촉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각 0.754, 

0.677으로 계산됨. 이는 후진 변속기어 기어 쌍과 같이 요구 수명시간인 3,112시간 내

에 기어쌍의 치면에 파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후진의 경우 전진에 비해 사용시

간이 적어 실제 기어의 파손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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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진 변속부의 후진 변속 기어쌍의 안전율 결과]

- 부변속부의 저속 변속 기어쌍의 안전율은 다음 그림과 같이 계산됨. Duty cycle을 고려

한 토크는 524.2 Nm이며 회전속도는 1,229.2 rpm 으로 나타남. 이에 따른 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각 2.397, 1.508으로 계산되었고, 접촉 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각 0.656, 

0.563 으로 계산됨. 이는 요구 수명시간인 3,112시간 내에 기어쌍의 치면에 파손이 일

어날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부변속부의 고속 변속 기어쌍의 안전율은 다음 그림과 같이 계산됨. Duty cycle을 고려

한 토크는 719.9 Nm이며 회전속도는 683.8 rpm으로 나타남. 이에 따른 안전율은 구

동, 피동 각각 2.379, 2.768으로 계산되었고, 접촉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각 1.126, 

0.920 으로 계산됨. 이는 요구 수명시간인 3,112시간 내에 피동 기어의 치면에 파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부변속부 기어쌍의 안전율 결과]

- 감속부의 감속 기어쌍의 안전율은 다음 그림과 같이 계산됨. Duty cycle을 고려한 토크

는 1233.0 Nm이며 회전속도는 750.9 rpm으로 나타남. 이에 따른 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각 1.174, 0.728으로 계산되었고, 접촉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각 0.89, 0.901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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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됨. 이는 요구 수명시간인 3,112시간 내에 피동기어의 치뿌리 및 구동 및 피동기어

의 치면에서 파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감속부 기어쌍의 안전율 결과]

- 후차축부의 베벨기어쌍의 안전율은 다음 그림과 같이 계산됨. Duty cycle을 고려한 토

크는 ,1834.5 Nm이며 회전속도는 504.7 rpm으로 나타남. 이에 따른 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각 1.304, 0.908 으로 계산되었고, 접촉 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각 1.121, 

0.981 으로 계산됨. 이는 요구 수명시간인 3,112시간 내에 피동 기어의 치뿌리 및 치면

에 파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후차축부 베벨기어쌍의 안전율 결과]

- 후차축부의 유성기어쌍의 안전율은 다음 그림과 같이 계산됨. Duty cycle을 고려한 토크

는 1,385.3 Nm이며 회전속도는 465.1 rpm으로 나타남. 이에 따른 안전율은 구동, 피

동, 링기어 각각 0.569, 0.482, 1.314으로 계산되었고, 접촉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각 

0.273, 0.496, 0.675으로 계산됨. 이는 요구 수명시간인 3,112시간 내에 구동 및 피동

기어의 치뿌리 및 유성기어쌍의 치면에 파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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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차축부 유성기어쌍의 안전율 결과]

Ÿ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Duty cycle을 고려한 엔진 정격 토크 및 정격 회전속도에 대해 동력

전달시스템의 강도 해석 결과, 요구 수명시간인 3,112시간 내에 전/후진 변속부의 전진

기어쌍의 치면과 후진기어쌍의 치면, 부변속부의 저속변속부 기어쌍의 치면, 고속변속부 

피동기어 치면, 감속부 감속기어 구동기어의 치면 및 피동기어의 치뿌리 및 치면, 후차축 

스파이럴 베벨 기어의 피동기어의 치뿌리 및 치면, 유성기어쌍의 구동, 피동의 치뿌리 및 

구동, 피동, 링기어에서 치면의 파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

어 제원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Ÿ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PTO부의 강도해석 입력조건은 엔진 정격 토크인 343.35 Nm 및 정

격 회전속도인 2,250.0 rpm을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요구 수명시간은 다목적 농작업

기계의 동력전달시스템의 강도해석 시뮬레이션 시간과 동일하게 3,112시간으로 실시함.

- PTO부의 1단 기어쌍의 안전율은 다음 그림과 같이 계산됨. 피동기어 74T 기어는 

1411.55 Nm의 토크와 547.3 rpm으로 나타남. 안전율은 구동, 피동기어 각각 0.967, 

1.034 으로 계산되었고, 접촉 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각 0.653, 0.523 으로 계산됨. 이

는 요구 수명시간인 3,112시간 내에 구동 기어의 치뿌리 및 구동 및 피동기어의 치면 

파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PTO부의 2단 기어쌍의 안전율은 다음 그림과 같이 계산됨. 피동기어 68T 기어는 972.83 

Nm의 토크와 794.12 rpm으로 나타남. 안전율은 구동, 피동기어 각각 1.674, 1.368으로 

계산되었고 접촉 안전율은 구동, 피동 각각 0.971, 0.707으로 계산됨. 이는 요구 수명시

간인 3,112시간 내에 구동 및 피동기어의 치면 파손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PTO부의 기어쌍의 안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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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PTO부의 기어쌍의 안전율은 1단 기어쌍 구동기어의 치뿌리 및 기

어쌍의 치면, 2단 기어쌍의 치면에서 파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목

적 농작업기계의 작업을 고려하였을 때 PTO 기어쌍은 치면 파손이 적게 일어날 것으로 

판단됨.

(2) 차체프레임 구조해석 시뮬레이션 모델개발 및 취약부 분석

Ÿ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외부 차체 프레임 구조 해석을 위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다음 그림과 같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함.

Ÿ 전복 상황을 가정하여 차체 프레임 구조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전복방향은 비교적 전복이 

많이 일어나는 횡방향(좌,우) 중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붐이 설치 되어있지 않아 전복시 

충격에 바로 노출될 수 있는 좌측 방향 전복를 가정하여 구조 해석을 실시함.

Ÿ 차체 하중은 4,790 kg, 무게중심은 후차축 중심에서 1,165 mm, 지상고 915 mm 지점으

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에 반영하였으며, 횡전도각은 44.4°로 설정함. 전복이 시작 

후 0.62초 후 지면과의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0.72초 후 자중에 의한 하중만 발생하였음.

Ÿ 정확한 차체프레임 구조해석을 위하여 다목적 농작업기계 시뮬레이션 모델의 필요값들을 

모델에 맞게 작성 후 불필요한 파트는 제거 또는 보이지 않게 설정하여 모델 구성을 실시.

Ÿ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외부 차체 프레임의 구조 강도 해석을 위한 mesh 크기는 30 mm로 

구성하였으며, Tetra mesh로 구성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에 적용함.

Ÿ 구조 강도 해석 대상인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캐빈은 Flex(소형모델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방법) 바디로 구성하여 시뮬레이션 모델 구성.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Ÿ 차체 프레임 구조 강도해석 시뮬레이션 모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초기 지면과의 충돌 시 외부 차체프레임이 받는 하중분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으며, 

후방 좌측에 비해 전방 좌측의 프레임에서 최대하중 418.47 MPa의 하중이 받는걸로 

나타남. 전방 우측에 하중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프레임의 자중과 차체의 하중이 전복

방향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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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과의 충돌 시 차체 프레임의 구조강도 해석]

- 전복 중 외부 차체프레임이 받는 하중 분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으며, 전복 초기에 비

해 비교적 많은 부분에 하중이 나타났음. 전복 초기와 다르게 최대 하중 324.65 MPa로 

전방 우측 프레임에 나타났음.

- 전체적인 하중분포가 차체프레임의 하단부 보다는 상단부에 크게 나타났으며 전복시 

상단부 차체프레임 파손의 가능성이 있음. 이를 통해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운전자의 안

전을 위하여 프레임의 하단부에 비해 상단부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전복중 차체프레임의 구조 강도 해석 결과]

- 전복 상황 종료 시 차체프레임의 받는 하중 분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으며 전복 중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하중이 줄어듬. 우측 상단부 프레임에서 최대 하중이 170.4 MPa로 

작용하였으나 전복 초기 좌측 상단부 프레임에서의 최대 하중과 비교하였을 때 약 0.4

배이며 차체 프레임 강화시 우측 상단 프레임보다 좌측 프레임 강화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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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상황 종료시 차체프레임의 구조강도 해석결과]

Ÿ 좌측 전복 시, 차체 프레임 구조 강도해석 결과 좌, 우측 상단 프레임이 하단 프레임에 

비해 비교적 더 많은 하중을 받기 때문에 취약부라고 할 수 있음. 향후 다목적 농작업기

계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차체 프레임 설계 시 상단 프레임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됨.

(3) 다목적 농작업기계 부하계측 시스템 개발

Ÿ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부하계측은 엔진(토크, 회전속도), 유압 펌프(압력), 견인력 등을 실

시함.

Ÿ 엔진 토크 및 회전속도는 엔진 CAN 데이터를 통해 계측을 실시함.

Ÿ 계측 시스템은 다음 그림과 같이 다목적 농작업기계 내부에 설치되었으며, 300 Hz의 속

도로 부하데이터를 계측하도록 설정함.

Ÿ 농작업 시 부하계측에 사용한 계측기(Quantum X MX840B, HBM Co. Ltd., Germany)는 

다음 그림과 같으며, 다목적 농작업기계 내부 운전석 후방에 설치됨.

Ÿ 부하계측에 사용된 계측기는 8개의 계측항목 계측이 가능하며, 정격 전압 24 V, 최대 데

이터 획득 속도 40 kS/s, 데이터 통신을 위해 Ethernet 규격을 사용함.

[부하 계측 시 사용한 계측기와 다목적 농작업기계 내 계측기 설치]

Ÿ 작업 중 실시간으로 부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목적 농작업기계 내부에 다음 그림

과 같이 노트북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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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농작업기계 내 노트북 설치]

Ÿ 유압 펌프는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팔 조작과 후방 3점히치 조작에 관여하며, 다음 그림과 

같이 압력 센서를 통해 압력을 계측함.

Ÿ 사용한 압력센서(EPI 8287 Industrial Pressure Transmitter, Trafag AG., Switzerland)는 

0 ~ 400 bar의 압력 계측이 가능함.

[유압센서 설치]

Ÿ 견인력 계측은 다음 그림과 같이 쟁기와 부착된 견인력 계측 센서를 사용하였으며, 견인

력을 계측에 사용한 쟁기(WJSP-8, ㈜웅진, Korea)는 8련 이랑 쟁기로 경폭이 2.8 m 인 

쟁기임.

Ÿ 견인력 계측은 이랑쟁기에 다음 그림과 같이 계측센서를 장착하여 실시함.

[부하 계측에 사용한 8련 쟁기와 견인력 계측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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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농작업에 따른 부하 계측 및 분석

Ÿ 부하 데이터 계측을 위한 농작업은 같이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1151(36°16'28.9"N 127°37'39.7"E)에서 실시하였음.

[부하 계측 시험 필드]

Ÿ 주요 농작업은 견인(쟁기), 탑재(퇴비살포), 장착(인양)에 대하여 부하 계측을 실시하였음.

Ÿ 쟁기작업은 다음 그림과 같이 수행되었으며, 작업은 작업-선회(작업기 상승)-작업-선회

(작업기상승)-작업 종료 순으로 실시되었음.

[쟁기 작업을 통한 계측 시험]

Ÿ 견인 작업인 쟁기 작업은 국내에서 5-7 km/h 로 수행되는 것을 고려하여 이론 주행속도

가 5.89 km/h인 저속 4단을 사용하여 실시하였음.

Ÿ 쟁기 작업시 계측한 항목은 엔진토크, 엔진회전속도, 견인력, 펌프 유압임.

Ÿ L4 단 쟁기작업은 약 92초간 실시되었으며, 작업은 42.8 초간 실시되었으며, 선회는 약 

26.4초간 실시되었음.

Ÿ L4단 쟁기 작업 중 엔진 토크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났으며, 엔진토크의 최댓값, 최솟

값, 평균은 각각 306.5 Nm, 2.2 Nm, 130.6 Nm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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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 단 쟁기 작업의 엔진 토크 계측 결과]

Ÿ L4단 쟁기 작업 중 엔진 회전속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났으며, 엔진회전속도의 최댓

값, 최솟값, 평균은 각각 2358.6 rpm, 779.5 rpm, 2074.3 rpm으로 나타났음.

[L4 단 쟁기 작업의 엔진 회전속도 계측 결과]

Ÿ L4단 쟁기 작업 중 유압 펌프 압력은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났으며, 유압 펌프 압력의 최

댓값, 최솟값, 평균은 각각 210.0 bar, 13.4 bar, 59.8 bar로 나타났음.

[L4 단 쟁기 작업의 펌프 유압 계측 결과]

Ÿ L4단 쟁기 작업 중 견인력은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났으며, 유압 펌프 압력의 최댓값, 최

솟값, 평균은 각각 26.7 kgf, 0.1 kgf, 8.0 kgf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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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 단 쟁기 작업의 견인력 계측 결과]

Ÿ 탑재 작업인 퇴비 살포 작업은 다음 그림과 같이 수행되었으며, 작업은 1회 탑재한 퇴비

를 완전히 사용할 때 까지 실시되었음.

Ÿ 퇴비를 토양에 적정량 살포하기 위하여 L2단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때 이론 주행속도는 

3.31 km/h임.

Ÿ 퇴비 살포 작업 시 계측한 항목은 엔진 토크, 회전속도 및 유압 펌프 압력임.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퇴비 살포 작업]

Ÿ 퇴비 살포 작업 중 엔진 토크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났으며, 엔진토크의 최댓값, 최솟

값, 평균은 각각 222.9 Nm, 3.8 Nm, 27.8 Nm로 나타났음.

[퇴비 살포 작업시 엔진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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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퇴비 살포 작업 중 엔진 회전속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났으며, 회전속도의 최댓값, 

최솟값, 평균은 각각 1930.8 rpm, 798.9 rpm, 1353.7 rpm으로 나타났음.

[퇴비 살포 작업시 엔진 회전속도]

Ÿ 퇴비 살포 작업 중 펌프 유압은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났으며, 펌프 유압의 최댓값, 최솟

값, 평균은 각각 208.6 bar, 10.4 bar, 47.1 bar으로 나타났음.

[퇴비 살포 작업시 유압 펌프 압력]

Ÿ 엔진 회전속도는 퇴비 살포 작업 중 변동이 적었으며, 이는 다목적 농작업 기계가 정속주

행을 실시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Ÿ 펌프 유압은 퇴비 살포를 위해 작업기 상승을 실시하기 때문에 많은 변동을 보임.

Ÿ 퇴비 살포 작업 중 엔진 최대토크와 회전속도를 통한 엔진출력은 45.1 kW이며, 평균토크

와 회전속도를 통한 엔진출력은 4.0 kW로 나타났음.

Ÿ 이는 다목적 농작업기계 정격 엔진 출력이 95.6 kW임을 고려했을 때, 향후 퇴비 살포량

을 증가시켜도 작업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Ÿ 인양시험은 제자리에서 수행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주관기관의 부지(36°17'37.5"N 

127°37'43.9"E)에서 실시하였음. 인양작업의 작업 방법은 다음 그림과 같이 암을 이용하

여 중량을 제자리에서 들어 올린 후 암을 회전하여 최대거리에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1회 

반복하여 다시 중량을 제자리에 위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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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인양작업 방법]

Ÿ 인양 작업의 작업 단수는 작업이 제자리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작업 단수 선정은 실시하

지 않았음.

Ÿ 인양 작업 시 중량은 2차년도 정량적 항목 목표인 1,500 kg과 3차년도 정량적 항목 목표

인 2,000 kg에 대해서 실시하였음.

Ÿ 인양 작업 전 다음 그림과 같이 중량을 측정하였으며, 각각 1,501 kg, 2,001 kg으로 측

정되었음.

[인양 작업 전 중량 측정]

Ÿ 인양 작업시 계측한 항목은 엔진 토크, 회전속도 및 유압 펌프 압력임.

Ÿ 인양 무게가 1,500 kg일 때의 작업은 다음 그림과 같음.

[중량이 1,500 kg 일 때 인양작업]

Ÿ 1,500 kg 인양 작업 중 엔진 토크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났으며, 엔진토크의 최댓값, 

최솟값, 평균은 각각 242.7 Nm, 2.2 Nm, 61.4 Nm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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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kg 인양 작업 중 엔진토크]

Ÿ 1,500 kg 인양 작업 중 엔진 회전속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났으며, 회전속도의 최댓

값, 최솟값, 평균은 각각 2460.1 rpm, 781.1 rpm, 2162.7 rpm으로 나타났음.

[1,500 kg 인양 작업 중 엔진회전속도]

Ÿ 1,500 kg 인양 작업 중 펌프 유압은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났으며, 펌프 유압의 최댓값, 

최솟값, 평균은 각각 256.7 bar, 18.5 bar, 99.2 bar으로 나타났음.

[1,500 kg 인양 작업 중 펌프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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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인양 무게가 2,000 kg일 때의 작업은 다음 그림과 같음.

[중량이 2,000 kg 일 때 인양작업]

Ÿ 2,000 kg 인양 작업 중 엔진 토크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났으며, 엔진토크의 최댓값, 

최솟값, 평균은 각각 279.8 Nm, 2.2 Nm, 68.0 Nm로 나타남.

[2,000 kg 인양 작업 중 엔진토크]

Ÿ 2,000 kg 인양 작업 중 엔진 회전속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났으며, 회전속도의 최댓

값, 최솟값, 평균은 각각 2455.0 rpm, 780.1 rpm, 2104.4 rpm으로 나타남.

[2,000 kg 인양 작업 중 엔진회전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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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00 kg 인양 작업 중 펌프 유압은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났으며, 펌프 유압의 최댓값, 

최솟값, 평균은 각각 269.1 bar, 17.8 bar, 92.6 bar으로 나타남.

[2,000 kg 인양 작업 중 펌프 압력]

Ÿ 인양작업 결과 1,500 kg, 2,000 kg에 따른 최대 유압 압력 각각 256.7, bar, 269.1 bar

로 약 4.8 % 차이가 나타났으며, 평균 유압 압력은 각각 99.2, 92.6 bar 로 나타났으며, 

약 7 %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함.

Ÿ 이는 2,000 kg 인양 작업 시 유압 압력 1,500 kg 작업에 비해 다소 변동이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무게 증량에 따라 불안정한 작업이 발생되어진 것으로 판단됨.

Ÿ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작업 시 엔진 토크 평균은 견인, 장착, 탑재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

며, 엔진회전속도 평균은 장착, 견인, 탑재 순, 펌프 유압 평균은 장착, 견인, 탑재 순으로 

크게 나타났음.

Ÿ 향후 본 연구를 통하여 다목적 농작업기계 동력전달 시스템의 최적 설계에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5) 필드 작업 부하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모델 최적화

(가) 동력전달 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 성능평가

① 동력전달 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

Ÿ 다목적 농작업 플랫폼의 동력전달 흐름도는 아래와 같이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이 전·후진 

변속부, 주변속부, 부변속부, 차동장치, 최종감속부를 거쳐 후차축으로 동력이 전달됨. 

동력전달 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은 1차년도에 개발한 모델을 기반으로 세부 제원을 입

력하여 보완하였으며, 기어 강도해석 소프트웨어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KISSsoft (Version 

2017, KISSsoft AG, Switzerland)를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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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농작업 플랫폼 동력전달 시스템 동력전달도]

Ÿ 다목적 농작업 플랫폼의 동력전달 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은 아래 그림과 같이 엔진, 전·

후진 변속부, 주변속부, 부변속부, 스파이럴 베벨기어, 최종 감속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플랫폼의 동력전달 시스템과 동일하게 구성하였음.

[다목적 농작업 플랫폼 동력전달 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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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작업 부하 데이터

㉮ 쟁기 작업 시 부하 데이터

Ÿ 쟁기 작업 시 부하 데이터는 2차년도에 계측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쟁기 작업은 엔진 

Full throttle (2,600 rpm) 조건, L4단 (5.86 km/h)의 작업 조건에서 수행되었음.

Ÿ 쟁기 작업은 약 90초 동안 수행하였음. 작업 패턴은 C타입으로 선정하였으며, 전진-선회

-전진의 순서로 진행하였음. 작업기의 경심은 약 15-20 cm로 설정하였으며, 작업 부하

에 따라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음.

Ÿ L4단 작업 단수에서 쟁기 작업 시 엔진 토크 및 회전속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남. 쟁기 작

업 시 엔진 토크는 2 - 306 Nm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엔진 정격 토크가 395 Nm인 것을 

고려할 때, 정격 토크 대비 약 0 - 77%의 토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엔진 회전속

도는 780 – 2,359 rpm의 범위로 나타남.

[쟁기 작업 시 엔진 토크 및 회전속도 데이터]

Ÿ L4단 작업 단수에서 쟁기 작업 시 엔진 출력은 아래와 같이 나타남. 쟁기 작업 시 엔진 

출력은 0.2 – 67.7 kW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엔진 정격 출력이 95 kW인 것을 고려할  

때, 정격 출력 대비 약 0 – 71%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엔진의 출력은 약 2,359 rpm

의 회전속도 조건에서 최대로 나타남을 확인하였음.

[쟁기 작업 시 엔진 출력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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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아래 표는 L4단 작업 단수에서 쟁기 작업 시 엔진 부하 데이터의 최대, 최소, 평균 및 표

준편차를 나타냄. 엔진 토크의 최대, 최소, 평균 및 표준편차는 각각 306.5 Nm, 2.2 

Nm, 134.3 Nm, 74.1 Nm, 엔진 회전속도는 각각 2,359 rpm, 780 rpm, 2,093 rpm, 

360 rpm으로 나타났으며, 엔진 출력은 각각 67.7 kW, 0.2 kW, 31.0 kW, 17.8 kW로 나

타남.

Engine torque (Nm) Engine speed (rpm)
Engine power

(kW)

Max. 306.5 2,359 67.7

Min. 2.2 780 0.2

Ave.±std. 134.3 ± 74.1 2,093 ± 360 31.0 ± 17.8

[쟁기 작업 시 엔진 토크 및 회전속도]

Ÿ 아래 그림은  L4단 작업 단수에서 쟁기 작업 시 엔진 부하 데이터 분포 특성을 Box plot으

로 나타낸 결과임. 엔진 회전속도는 정격 회전속도인 2,300 rpm 미만에서 주로 분포하였

으며, 엔진 토크는 쟁기 작업 시 작업 부하가 발생함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 높은 변동 폭으

로 나타남. 이에 따라 엔진 출력도 엔진 토크와 유사한 경향으로 데이터가 분포하였음.

[쟁기 작업 시 엔진 토크 및 회전속도 Box plot 분석 결과]

㉯ 등가 부하

Ÿ 계측한 토크가 일정한 토크가 아닌 크기와 속도가 다른 토크가 연속해서 작용하는 경우 

일정한 토크가 작용하는 것과 동일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크기와 속도를 

가진 토크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함.

Ÿ 이때의 토크를 등가 토크라고 하며, 등가 토크의 작용 속도를 등가 회전속도라고 함. 본 

연구에서 계측한 쟁기 부하 작업 시 토크 데이터는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306 Nm로 나

타나며, 아래 식을 이용하여 등가 토크로 변환하였음.

Ÿ 등가 토크 및 회전 속도의 계산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이 계측한 전체 데이터 범위를 임

의로 8개의 등 간격으로 나누고 각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의 수를 작용 시간비 로 설정

하였음. 각 범위 안에 있는 토크 와 회전속도의 평균을 , 라 하고 회전 속도와 작용 

시간비를 곱한 값을 라 함. 각 범위의 를 구하고 전체 에서 각각의 의 비율을 

라 한다. 전체 범위를 8개의 간격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각 범위의 

와 의 모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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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값을 다시 


 제곱 함. 이때의 토크를 등가 토크라고 하며, 작용 시간비 , 각 범위

의 회전 속도 , 각 범위의 토크의 8 제곱 값

 를 곱한 값을 모두 더하고 등가 토크 



로 나눔. 이때의 회전속도를 등가 회전 속도라고 함. 그 결과, 등가 토크는 78.0 

Nm, 등가 회전속도는 1,468 rpm으로 나타남.

  





                  Where,  = equivalent torque (Nm)

                           = ratio of  

                           = total number of sample

                           = number of sample

                           = torque of each range (Nm)

                           = the number of range

 







                  Where,  = equivalent rotation speed (rpm)

                           = rotation speed of each range (rpm) 

                           = ratio of interaction time

     
 



1 1 827 4.7 12.2 0.006 1.39E+03 2.89E+06

2 22 1,735 6.8 379.8 0.182 8.03E+05 1.67E+09

3 12 2,135 10.1 250.0 0.120 1.27E+07 2.64E+10

4 15 2,146 21.7 319.5 0.153 7.44E+09 1.55E+13

5 21 2,232 40.2 475.4 0.228 1.55E+12 3.23E+15

6 17 2,242 76.7 379.5 0.182 2.18E+14 4.55E+17

7 10 2,261 140.0 224.5 0.108 1.59E+16 3.32E+19

8 2 2,238 154.0 41.9 0.020 6.36E+15 1.32E+19

SUM 100 2,083 1.000 2.25E+16 4.69E+19

[쟁기 작업 시 엔진 부하 데이터를 이용한 등가 부하 계산 프로세스]

③ 시뮬레이션 해석 조건

Ÿ 시뮬레이션 모델의 해석 조건은 쟁기 작업 조건인 L4단 조건에서 수행하였으며, 계산된 등

가 부하 조건인 78.0 Nm@1468 rpm를 시뮬레이션 엔진 부하 입력 데이터로 활용하였음.

Ÿ 시뮬레이션 시간은 해당 마력대의 트랙터 연 사용 시간인 342시간의 내구연한 8년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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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2,736 시간으로 설정하였음.

Ÿ 개발한 전·후진 변속부 및 부변속부의 시뮬레이션 모델의 기어쌍들은 스퍼 기어 또는 헬

리컬 기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 중 하나인 ISO 6336 기준을 이용하여 응

력 및 안전율을 계산하였으며, 후차축의 베벨기어쌍은 ISO 10300 기준을 이용하여 응력 

및 안전율을 계산함.

Gear stage L4 (5.86 km/h)

Simulation time (h) 2,736

Input load
Torque (Nm) 78.0

Speed (rpm) 1468.7

[시뮬레이션 모델 해석조건]

④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

㉮ 굽힘 안전계수

Ÿ 전·후진 변속부 및 부변속부, 최종 감속부의 굽힘 응력에 대한 안전계수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났으며, 전진 셔틀 기어쌍, 저속 변속부 기어쌍, 최종 감속 기어쌍의 굽힘 응력

에 대한 안전계수는 구동, 피동 각각 10.44, 9.96, 5.58, 3.51, 4.36, 2.7, 2.71, 1.88, 

0.95, 0.79, 2.15로 나타남.

Ÿ 시뮬레이션 해석결과, 대부분의 기어에서 굽힘 응력에 대한 안전계수는 1 이상으로 나타

났음. 최종 감속부의 선기어 및 유성기어에서 굽힘 안전계수가 1 미만으로 나타나 파손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해당 기어에 대해서 재질 개선 및 제원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농작업 부하에 따른 굽힘 안전계수 해석 결과]

㉯ 접촉 안전계수

Ÿ 전·후진 변속부 및 부변속부, 최종 감속부의 접촉 응력에 대한 안전계수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났으며, 전진 셔틀 기어쌍, 저속 변속부 기어쌍, 최종 감속 기어쌍의 접촉 응력

에 대한 안전계수는 구동, 피동 각각 2.46, 2.97, 0.99, 0.88, 1.71, 1.75, 1.7, 1.53, 

0.35, 0.71, 0.93로 나타남.

Ÿ 시뮬레이션 해석결과, 대부분의 기어에서 접촉 응력에 대한 안전계수는 0.8 이상으로 나



- 121 -

타났음. 최종 감속부의 선기어 및 유성기어에서 굽힘 안전계수가 0.8 미만으로 나타나 파

손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해당 기어에 대해서 재질 개선 및 제원 변

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농작업 부하에 따른 접촉 안전계수 해석 결과]

Ÿ 아래 표는 쟁기 작업 부하 조건에서의 동력전달 시스템에 대한 안전계수 해석 결과를 나

타냄. 등가 부하 조건에서 안전계수는 엔진 정격 부하 조건에서 보다 안전 계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후진 변속부 및 부변속부, 스파이럴 베벨 기어는 시뮬레이션 해석결과 

2,736 시간 내에 굽힘 및 접촉 응력에 의한 파손의 가능성이 적은걸로 나타났음.

Ÿ 주 변속부의 경우 2,736 시간 내에 접촉 응력에 의한 파손의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 감속

부의 경우 굽힘 및 접촉 응력에 의한 파손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Safety factor

Bending stress Contact stress

F/R Shift
Driving 10.44 2.46

Driven 9.96 2.97

Main Shift
Driving 5.58 0.99

Driven 3.51 0.88

Range Shift
Driving 4.36 1.71

Driven 2.7 1.75

Spiral Bevel Gear
Driving 2.71 1.7

Driven 1.88 1.53

Final Reduction

Sun 0.95 0.35

Planet 0.79 0.71

Ring 2.15 0.93

[농작업 부하 조건에서 안전계수 해석 결과]

(나) 차체 프레임 구조해석 모델 성능평가 및 최적화

① 차체 프레임 시뮬레이션 모델

Ÿ 차체 프레임 구조 해석은 다목적 농작업 플랫폼의 3점 히치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아

래 그림은 개발된 시뮬레이션 모델을 나타냄.

Ÿ 3점 히치는 플랫폼과 작업기를 연결하여 견인, 상승, 하강시키는 역할을 하며, 농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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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부하가 발생하게 됨.

Ÿ 본 연구에서는 2차년도 필드 테스트 시 파손이 발생한 3점 히치에 대해서 쟁기 작업 시 

발생하는 견인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능평가를 하였음.

[다목적 농작업 플랫폼 3점 히치의 시뮬레이션 모델]

② 농작업 부하 데이터

Ÿ 쟁기 작업 시 부하 데이터는 2차년도에 계측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쟁기 작업은 엔진 

Full throttle (2,600 rpm) 조건, L4단 (5.86 km/h)의 작업 단수에서 수행되었음.

Ÿ L4단 작업 단수에서 쟁기 작업 시 엔진 출력 및 견인력 데이터는 아래와 같이 나타남. 쟁

기 작업 시 엔진 출력은 L4단 단수에서 0.2 – 67.7 kW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엔진 정격 

출력이 95 kW인 것을 고려할  때, 정격 출력 대비 약 0 – 71%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남. 엔진의 출력은 약 2,359 rpm의 회전속도 조건에서 최대로 나타남을 확인하였음. 견

인력 데이터는 엔진 출력과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0 – 8.2 kN의 범위로 나타났음.

[다목적 농작업 플랫폼 쟁기 작업 시 부하 데이터]

Ÿ 아래 표는 L4단 작업 단수에서 쟁기 작업 시 엔진 부하 데이터 및 견인력의 최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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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를 나타냄. 엔진 출력은 각각 67.7 kW, 31.0 kW, 17.8 kW로 나타났으며, 견인

력은 각각 26.7 kN, 8.2 kN, 8.4 kN으로 나타남.

Engine power
(kW)

Traction (kN)

Max. 67.7 26.7

Ave. 31.0 8.2

Std. 17.8 8.4

[다목적 농작업 플랫폼 쟁기 작업 시 부하 데이터]

③ 시뮬레이션 해석 조건

Ÿ 3점 히치 구조해석을 위해 실제 다목적 농작업 플랫폼에 적용되는 재질과 동일하게 적용

하였으며, 아래 표는 재료의 물성치를 나타냄.

Ÿ L4단 조건에서의 견인력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해석을 수행하였음.

Ÿ 다목적 농작업 플랫폼의 3점 히치 구조해석을 위해 기존 3D 모델링에서 mid-surface를 

추출하여 shell mesh로 구성하였고, 위의 그림과 같은 격자계임. 이는 주관기관에서 제공

한 3D 형상 모델링 파일을 이용하여 격자시스템을 구현하였음. 해석에 사용된 노드 수는 

약 3.3천개, 요소 수는 2.6천 개임.

Density 78.9e-07kg/mm^3

Young`s Modulus 200,000MPa

Tensile Yield Strength 250MPa

Tensile Ultimate Strength 460MPa

[다목적 농작업 플랫폼 3점히치 적용된 재료의 물성치]

·NODE: 3.3천개

·Element: 2.6천개

[3점 히치 시뮬레이션 모델 Mesh 구성]

Ÿ 3점 히치의 경계조건(Fixed support)은 3점 히치 체결 Hole인 5개의 면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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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히치 시뮬레이션 모델 경계조건]

④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

Ÿ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 3점 히치 시뮬레이션 모델의 상부 링크와 연결 홀 부근, 하부 링크 

작업기 접촉면 및 후크 후면에서 응력이 높게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Ÿ 최대 응력은 하부 링크 후면에서 발생하였으며, 5.49 MPa로 나타났으며, 상부 링크 연결 

홀 부근에서는 4.36 MPa이 발생하였음.

[농작업 부하에 따른 3점 히치 응력 해석 결과]

Weakness point Stress (MPa)

Lower link 5.49

Top link 4.36

[농작업 부하에 따른 3점 히치 응력 해석 결과]

Ÿ 3점 히치 시뮬레이션 모델 해석 결과에 따른 취약부와 필드 테스트 수행 시, 실제 파손 

발생한 부분은 유사하게 나타남. 이에 따라 하부 링크 두께 증가에 따른 응력 변화 시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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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을 수행하였음.

Ÿ 그 결과, 0 – 10 mm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5.49 MPa에서 최대 0.99 MPa로 감소하였으

며, 기존 대비 약 0.18배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Thickness (mm) Stress (MPa)

0 5.49

1 4.48

2 3.26

3 2.64

4 2.19

5 1.85

10 0.99

[취약부 보완에 따른 응력 개선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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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개발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 구조조사, 성능시험, 조작의 난이도 시험, 안정성 시험 등 시험 가능한 항목에 대한 프로세스 설계

[농업기계 검정용 주요 분석 장비]

(가) 농업용 트랙터 및 보호구조물 구조기준

Ÿ 2개 이상의 차축을 갖추고 농작업 수행을 위한 동력취출장치, 견인장치, 작업기승강장치

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일 것.

Ÿ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 구조기준(추가) : 작업기 승강장치와 간섭이 없는 구조일 것.

(나) 다목적 농작업기계 시험평가 프로세스 설계

Ÿ 견인 : 쟁기, 배토기, 정지기, 트레일러는 트랙터 부착형으로 안전검정을 대상.

Ÿ 탑재 : 옥수수수확기, 감자수확기, 액상비료 살포기는 안전검정 대상.

- 적재/상하차 작업 및 굴절암은 트랙터 시험방법의 개정이 필요.

Ÿ 장착 : 로터베이터, 복토기는 트랙터 부착형으로 안전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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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자의 인간공학적 적용범위를 고려한 안정성(보호구조물 등) 시험방법 개발

기존 (AS-IS) 개 선 (TO-BE)

 ∙ 운전자 탑승 농기계 운전자 보호구조물 미 부착

 

<보호구조물 미 부착>
 

<전복 시 운전자 사망>

 ∙ 안전벨트 부착 + 운전자 보호구조물 부착 의무화

 

<보호구조물 부착>
 

<전복 시 운전자 생존>

보호구조물등의 시험방법 개발

(가)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ROPS) 검정기

① 구조기준

Ÿ 보호구조물에 부착된 돌기물이나 내장품 등은 농업용 트랙터 전도 시 운전자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Ÿ 작업기 승강장치와 간섭이 없는 구조일 것.

② 안전기준

Ÿ 형식명, 제조번호 및 제조사가 표시된 형식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③ 성능기준

㉮ 보호구조물 강도시험

Ÿ 캡 또는 프레임이 안전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

Ÿ 안전역이 캡 또는 프레임의 보호역을 벗어나지 않을 것.

Ÿ 수평부하시험에서 요구에너지가 충족되는 지점에서의 힘은 0.8F.

Ÿ 수평부하시험에서 과부하시험 기준을 충족할 것.

Ÿ 압괴시험시 요구압괴력에서 5초간 유지될 것.

Ÿ 전도사고 시에 운전자에 중대한 장해를 줄 수 있는 돌출부 또는 예리한 부품(전도사고 시 

변형에 의하여 돌출될 수 있는 부품도 포함)이 없을 것.

Ÿ 운전자에 중대한 위험을 미치는 부분이 없을 것. 다만, 과부하 시험 중 탄성변형에 의한 

부가적인 균열이나 찢어짐. 캡 또는 프레임의 안전역 침범이나 보호역 침범은 허용되지만 

부하 제거 후 캡 또는 프레임은 안전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역은 보호구조물의 

보호역 내에 있어야 함. 

㉯ 좌석벨트 고정장치 강도시험

Ÿ 강도시험 시 좌석벨트 관련 부품의 영구변형은 허용됨. 다만 강도시험 도중 파손으로 인

하여 좌석밸트 시스템, 좌석 조합 또는 좌석 조정 잠금장치 등이 해제되어서는 안됨.



- 128 -

㉰ 조작의 난이도 기준

Ÿ 각부의 조작 및 조정이 용이할 것.

(나)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을 고려한 조작의 난이도 시험방법 개발

운전석 
전후/좌우/상하 

슬라이딩 및 이동

조작레버의 경량화 
및 단순화

핸들경량화
(파워스티어링)

제어판넬 단순화
상태, 고장진단 및 

음성안내장치

[여성 및 고령농민의 조작의 편이성을 위한 내부 플랫폼]

Ÿ 운전석 : 슬라이더가 있어 전후 조절(조절범위는 175mm)이 가능하고, 무게 조정범위는 

50~130kg, 높낮이 조절 가능한 구조로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의 신체적 구조를 고려해 클

러치 및 가속페달을 손쉽게 밟을 수 있도록 설계 적용.

Ÿ 근력이 약한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을 위해 캐빈 내의 모든 조작 레버와 핸들을 경량화 하

고 파워스티어링 기술을 적용해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이 손쉽게 조향을 할 수 있도록 함.

Ÿ 왜소한 고령 및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기계 승하차 시 낙상사고 예방 및 손쉬운 탑승이 가

능하도록 안전바 및 안전계단 등의 신체에 맞는 승하차 플랫폼 설계.

Ÿ 운적석 내부 복잡하고 어려운 조작 패널부를 단순화하고 차량의 현재 상태와 고장진단을 

안내받을 수 있는 음성멘트 기능을 부여함. 

 ∙ 여성·고령 농업인의 사용편이를 고려한 검

정기준 신설・개정

① 3점지지 승강장 (신설)
② 1,600 mm 이하 손잡이 (신설)
③ 470 mm 이하 발판높이 (개정)

④ 조작장치 조작력 (신설)
⑤ 조작장치 설치거리, 위치 (신설)
⑥ 조작반경 기준 (신설)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을 고려한 조작의 난이도 시험방법 개발]

(다) 농업용 트랙터 안전기준

① 동력취출축

Ÿ 동력취출축은 커버 등으로 방호되는 구조이고, 동력취출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축단부

를 캡으로 방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또한 캡은 축과 함께 회전되지 않는 구조이고, 차체

에 부착되어 자연적으로 이탈되지 않는 구조일 것.

Ÿ 동력취출축 방호장치는「산업표준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 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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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오(KS B ISO) 500-1, 500-2 및 500-3에 따르며, 동력입력축은 축 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축 윗면과 측면이 방호되어 있을 것.

② 작업기 승강장치

Ÿ 농용트랙터의 3점 지지장치는「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KSB 

ISO 730 농용트랙터 후방 3점연결’ 및 ‘KSB ISO 8759-1 농용트랙터 전방장착 PTO와 3

점연결’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함.

Ÿ 작업자 승차부에는 운전자가 3점 접촉(양손 및 발) 지지를 할 수 있도록 지면에서 

1,600mm 이내의 높이에 핸드레일 또는 손잡이(조향핸들 포함)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핸드레일과 손잡이 절단면의 직경 또는 장변의 길이는 25mm에서 38mm 사이어야 하며, 

손잡이의 길이는 150mm이상이어야 하며, 인접부품과 최소 50mm 이상의 파지공간을 

두어야 함. 승강발판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이고 최하단 발판의 높이는 지상에서 

470mm이하이며 발판과 발판의 높이간격은 300mm이하일 것.

(라) 농업용 트랙터 검정기준

① 구조기준

Ÿ 농업용 트랙터에는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보호구조물(안전캡 또는 안전프레임)이 장착

되어 있을 것.

Ÿ 동력취출축은 회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Ÿ 2개 이상의 차축을 갖추고 농작업 수행을 위한 동력취출장치, 견인장치, 작업기승강장치

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일 것.

② 안전기준

㉮ 보호구조물

Ÿ 보호구조물에는 형식명, 제조번호 및 제조사가 표시된 형식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Ÿ 운전좌석에는 좌석벨트가 부착되어 있을 것.

㉯ 동력 취출축

Ÿ 동력 취출축은 커버 등으로 방호되는 구조이고, 동력 취출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축단부를 

캡으로 방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또한 캡은 축과 함께 회전되지 않는 구조이고, 차체에 부착

되어 자연적으로 이탈되지 않는 구조 일 것. 동력 취출축 방호장치는「산업표준화법」제 12조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 비 아이에스오(KS B ISO) 500-1, 500-2 및 500-3dp 따르

며, 동력입력축은 축 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축 윗면과 측면이 방호되어 있을 것.

㉰ 작업기 승강장치

Ÿ 농용트랙터의 3점 지지장치는「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KS B 

ISO 730 농용트랙터 후방 3점 연결’ 및 ‘ KS B ISO8759-1 농용트랙터 전방장착 PTO와 

3점연결’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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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브레이크

Ÿ 독립 브레이크가 연결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램프 

등의 표시장치가 있을 것.

㉲ 계기장치

Ÿ 공통안전기준 6호 자목에 적합한 계기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엔진윤활유, 충전, 

냉각수의 경고 또는 감지장치가 있을 것.

㉳ 등화장치

Ÿ 등화 장치로는 공통안전기준 8호를 만족하는 전조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과 차폭

등, 비상점멸표시등, 저속차량표시 등이 부착되어 있을 것. 등화 장치용 전기 커넥터로는 

KSR ISO 1724를 만족하는 7폴 소켓형이 설치되어 있을 것.

㉴ 후사경

Ÿ 반사면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후사경이 부착(1개일 경우 왼쪽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후사경의 지지부는 거울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여야 하며 예리한 돌출부나 모서리가 

없을 것. 다만 캡형 및 4주식 프레임형은 좌우에 각각 부착되어 있어야 함.

㉵ 차 폭 표지판

Ÿ 폭이 2.5m를 초과하는 경우 기대의 저체 폭을 표시하는 표지판(크기 : 가로30cm×세로

10cm, 표시내용 : 전폭(m))이 기체 후방에 부착되어 있을 것.

㉶ 조향 안정성

Ÿ 조향능력은 KS B ISO 10998(농업용 차륜형 트랙터 조향 요구조건)의 제5항 및 제6항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것.

㉷ 기타 공통 안정기준을 만족할 것.

③ 성능기준

Ÿ 각 시험 중 이상 소음, 이상진동, 이상발열, 누수 및 누유 등이 없이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Ÿ PTO(동력취출축)성능시험 중 최대출력시험 시 평균 최대출력에 대한 각 측정값의 차는 

±2.0% 이내일 것.

Ÿ 견인성능시험 중 최대 견인출력은 PTO 최대출력의 70% 이상일 것.(유체 동력 전달장치

가 장비된 농업용 트랙터는 제외)

Ÿ 방수시험 결과, 물의 유입이 없을 것. 운전석에서의 소음시험 중 7.5km/h에 가장 가까운 

속도 단수에서의 최대소음 수준은 89.0dB(A) 이하일 것.

Ÿ 측정된 PTO 최대출력은 신청자가 규격 및 성능설명서에서 제시한 PTO 최대출력의 

±5.0%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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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작의 난이도 기준

Ÿ 각 부의 조작 및 조정이 용이할 것. 안정성이 있을 것.

Ÿ 조향장치, 변속레버, 제동장치, 동력차단장치, 가속장치, 주행용 등화조작장치, 원동기정

지장치 등 운전ㆍ조작장치는 통상의 작업위치에서 안전ㆍ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다

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조작장치는 운전좌석 종방향 중심면에서 좌ㆍ우 각각 500㎜ 이내에 배치되어 있을 것. 

다만, 캡형 보호구조물이 장착된 농업기계의 원동기 정지장치는 제외한다.

- 수동 조작장치의 외형선 사이와 인접한 기계부품과의 거리는 100N 이상의 조작력이 필

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50 ㎜의 여유 공간(다음그림 중 a)이 있을 것. 푸시버튼이나 전

기 스위치처럼 손가락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제외한 100N 이하의 조작력이 필요한 조작

장치는 최소한 25 ㎜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것.

[1 수동조작장치, 2 인접부품, a 최소거리]

- 정상 작동 시 조작장치의 최대 작동력은 표 1. 제어장치 형식별 최대 작동력 이하일 것. 

이때 작동력 측정은 조작 접촉표면의 중앙에서 접촉표면 또는 이동방향과 수직인 방향

으로 측정함.

[제어장치 형식별 최대 작동력]

제어장치의 형식 최대작동력

레버 전/후 좌/우 230 N

레버 측면 100 N

레버 수직상방 400 N

페달 발/발바닥 작동
(제동페달제외)

450 N

페달 발목 회전 90 N

손가락/손목작동 20 N

- 운전좌석은 등받이가 있으며, 스프링 등 완충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좌석에 앉은 상태에

서 전ㆍ후 방향으로 50㎜ 이상 공구 없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보조좌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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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비 및 주유

Ÿ 축전지는 교체가 가능한 구조일 것. 상시 개방이 필요한 개구부는 별도의 공구 없이 개방

이 가능한 구조이며, 정비가 용이할 것. 주유구의 높이는 지면 또는 플랫폼으로부터 

1,500 mm 미만이어야 하며, 주유가 용이할 것.

(3) 시험항목의 프로세스 구축

(가) 다목적 농작업기 작업별 분류 및 검정 분류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작업분류]

Ÿ 다목적 농작업기계는 견인 작업, 탑재작업, 장착 작업으로 구분하지만 검정은 종합검정과 

안전검정으로 분류하기에 작업별로 모든 기종은 각각 검정을 받아야 함. 

① 작업별 분류

Ÿ 견인 : 쟁기, 배토기, 정지기, 트레일러

Ÿ 탑재 : 사료작물 수확기(옥수수수확기), 땅속작물수확기(감자수확기), 액상비료살포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로더 

Ÿ 장착 : 로터베이터, 복토기, 땅속작물수확기(고구마수확기 등) 

② 검정분류 대상기종

Ÿ 종합검정 대상 기종 : 사료작물 수확기(옥수수수확기), 땅속작물 수확기(감자수확기), 농

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



- 133 -

Ÿ 안전검정 대상 기종 : 쟁기, 배토기, 정지기, 트레일러, 액상비료 살포기, 로터베이터, 복

토기

(나) 구조조사, 성능시험, 조작의 난이도 시험, 안전성 시험 등 시험항목에 대한 프로세스 구축

[종합검정 및 안전검정 프로세스]

① 검정분류

Ÿ 종합검정은 구조조사, 안전성시험, 성능시험, 조작의 난이도

Ÿ 안전검정은 구조조사, 안전성 시험

② 조사항목

㉮ 구조조사

Ÿ 기체의 크기, 중량,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제동장치, 유압장치, 축간거리, 최저지상고, 

조향장치, 굴취장치(수확기), 흙떨이장치(수확기), 배출장치(수확기), 버킷크기(로더), 적

재함(운반차) 등

㉯ 안전성 시험

Ÿ 가동부방호, 동력취출축, 동력입력축의 방호, 안전장치, 제동장치, 운전석 및 작업장소, 

운전 조작장치, 작업기 취부장치 및 연결장치, 계기장치, 등화장치, 고온부방호, 돌기 및 

예리한 단면 등의 방호, 안전성, 축전지의 방호, 작업등, 전도시 안전자 보호장치, 안전표

시, 취급성 등.

㉰ 성능시험

Ÿ 주행속도, 제동성능시험, 연속운전시험, 적재함 들어올림 시험(운반차), 적재작업능률(로

더), 유압실린더 변위량 시험(로더), 전도하중시험(로더), 수확 포장작업능률, 굴취율, 손

상률(수확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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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의 난이도 

Ÿ 운반차: 변속장치, 조향장치, 들어올림장치, 적재함문의 착탈난이, 덤프의 조작난이.

Ÿ 로더 : 버킷의 승강, 정지 조절장치, 버킷의 수평조절장치, 안정성 여부, 정비, 주유의 난

이, 공시기의 착탈난이. (트랙터용, 경운기용에 한함) 

Ÿ 수확기 : 수확가능 작물의 작업가능 여부, 견인동력기의 착탈난이, 굴취깊이 조절난이, 

안내륜 조절난이, 안정성 및 정비주유의 난이.

다) 전도 및 전복시 안전한 보호구조물에 대한 가상시험방법 개발

Ÿ 한국에서는 트랙터가 전체 농기계 사고의 20%를 차지하며, 전도와 추락이 트랙터 사고

의 63%를 차지하고 있음.

Ÿ 이에 따라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OECD 표준 시험코드에 따라 성능이 확보된 전도보호 

구조물을 부착하도록 법 의무화하고 있음.

Ÿ 또한, 수출용 전도 보호 구조물은 수요자의 요구 및 수출 주력 트랙터에 한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OECD code 4 및 code 7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Ÿ 최근 OECD는 기술적 확장 시험 시 시험용 보호 구조물 제작, 설치 등에 따른 시험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도 보호 구조물 가상시험 도입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고, 한국도 

Round Robin Test에 참여하고 있음.

Ÿ 현재 한국의 제조업체는 가상시험을 토대로 보호 구조물을 설계하고 있으며 가상시험 도

입에 찬성하고 있음.

① 전도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절차

㉮ 해석단계

Ÿ 트랙터 전도 보호 구조물 해석방법은 명확하게 표준화 되어있지 않아 OECD 표준코드 시

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제조업체에서 개별적으로 구조해석 전문 담당자의 노하우에 따라 

Mesh, 경계조건 등을 설정.

㉯ 전처리 단계

Ÿ Mentat, Python 등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조해석 실시.

Ÿ 모델분석(축), 모델을 이용한 Mentat 파일생성, ROPS해석을 위해 기초 데이터 생성.

㉰ 강도시험 단계

Ÿ Marc 등 프로그램으로 OECD code 4에 따라 ROPS 강도시험 시뮬레이션 실시.

Ÿ 시험순서 : 후방부하 → 후방압괴 → 측방부하 → 전방 압괴.

- 후방부하(J) : 1.4 × 기대중량 

- 측방부하(J) : 1.75 × 기대중량 

- 압괴(J) : 20  × 기대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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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Marc] [ABAQUS]

㉱ 후처리 단계

Ÿ Mentat, Python 등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험결과 미세조정 단계.

Ÿ 과도화 체크, 과도화 수행시 필요한 변위값 제공(기초해석), 안전역 체크 및 체크 이미지 생성.

㉲ 결과확인 단계

Ÿ 변위 하중 그래프 및 안전역 체크 이미지 파일 확인.

(4) 다목적 농작업기 성능시험방법 개발

① 내측 전륜  최대조향각

1. 시험품 다목적 작업기 동력본체

2. 시험목적 다목적 작업기 동력본체의 전륜 최대조향각

3. 외관 및 구조

4. 시험항목 다목적 작업기  동력본체의 전륜 최대조향각(°)

5. 시험방법 방향을 바꿀 때 회전한 각도, 선회시 바퀴의 최대조향각을 측정

6. 평가기준 95°

② 지상고 조절능력

1. 시험품 다목적 작업기 동력본체

2. 시험목적 다목적 작업기 동력본체의 지상고 조절능력

3. 외관 및 구조

4. 시험항목 다목적 작업기  동력본체의 지상고 조절범위(mm)

5. 시험방법 동력본체 지상고 조정 후 지상고 변화 측정

6. 평가기준 130 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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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전석 회전각

1. 시험품 다목적 작업기 동력본체

2. 시험목적 다목적 작업기 동력본체의 운전석 회전각

3. 외관 및 구조

4. 시험항목 다목적 작업기 동력본체의 운전석 회전각

5. 시험방법 사진 촬영 기법을 사용하여 운전석 최대 회전 반경을 측정

6. 평가기준 180 °

④ 붐 스윙 각도

1. 시험품 다목적 작업기 붐

2. 시험목적 다목적 작업기 붐 스윙각도 측정

3. 외관 및 구조

4. 시험항목 다목적 작업기 붐의 스윙각

5. 시험방법 사진 촬영 기법을 사용하여 붐의 스윙각도를 측정

6. 평가기준 270 °

(4) 다목적 농작업 대상기종별 분류하여 시험평가 방법, 기준 표준화

○ 종합검정 대상 기종
땅속작물수확기(감자수확기), 사료작물수확기(옥수수수확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로더

○ 안전검정 대상 기종 쟁기, 배토기, 정지기, 트레일러, 액상비료살포기, 로터베이터, 복토기

(가) 땅속작물수확기

① 적용범위

Ÿ 이 검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땅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한 굴취기 또는 굴취 후 토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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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리한 후 용기에 수집하는 수집형 수확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탑재엔진은 

농업용엔진 검정방법에 의한다.

㉮ 감자

㉯ 고구마

㉰ 마늘

㉱ 양파

㉲ 인삼

㉳ 무

㉴ 기타 땅속작물

② 적용어의 뜻

②-1. 전장비

Ÿ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장비를 부착한 상태를 말한다.

②-2. 정상근(定常根)

Ÿ 상품성이 없는 부패·변질근, 기형근 및 미숙근(감자의 경우 중량이 60g 이하인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②-3. 손상근

Ÿ 굴취 또는 수확작업 중 상품성이나 저장 시 나쁜 영향을 미칠 만큼 쪼개진 것, 깍인 

것, 깨진 것, 멍든 것, 갈라진 것, 박피 등의 기계적 상처를 입은 작물을 말하며, 작물

별로 다음을 포함한다.

㉮ 감자, 고구마의 경우 쪼개짐, 깍임, 깨짐, 멍, 갈라짐 및 표피가 손상된 것.

㉯ 마늘의 경우 외피에 기계적 손상이 있거나 뿌리턱 이내에서 절단된 것.

㉰ 양파의 경우 엽육에 타박상이 있거나 구근이나 뿌리턱 이내에서 절단된 것.

㉱ 인삼의 경우 모근이 손상되거나 또는 직경 5mm 이상의 근이 부러진 것.

㉲ 무의 경우 절단된 무 또는 표피가 무 길이의 10% 이상 긁히거나 벗겨진 것.

㉳ 기타 작물의 경우 육안으로 보았을 때 기계적 손상이 있는 것.

②-4. 굴취근

Ÿ 굴취작물은 굴취 후 작물이 들여 올려져 작물주위의 흙이 파쇄되고 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외부에 노출된 것을 말한다. 

②-5. 손실근

Ÿ 수확작업 후 용기에 미수집된 작물로 미굴취근 및 작업 중 미수집 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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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험항목

③-1. 구조조사

③-2. 성능시험

③-2-1. 작업능률시험

③-2-2. 작업정도시험

③-2-3. 선회시험(자주형에 한함)

③-3. 조작의 난이도시험

③-4. 안전성시험

④ 시험조건

④-1. 공시기의 정비 및 준비운전

Ÿ 시험에 사용되는 공시기는 신품으로 충분히 길들임 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하며 시험

전에 정상의 상태로 정비하고 준비 운전은 각 시험전 30분 이내로 한다.

④-2. 연료 및 윤활유

Ÿ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 및 윤활유는 신청자가 규격 및 성능 설명서에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한다.

④-3. 부착동력기

Ÿ 신청자가 제공하는 부착동력기로서 규격 및 성능 설명서에 제시한 것으로 한다.

⑤ 구조조사

⑤-1. 조사목적

Ÿ 이 조사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정보 제공과 공시기의 구조, 주요치수, 안전장치 등 시

험에 필요한 주요제원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2. 조사항목

㉮ 형식

㉯ 규격

㉰ 기체의 크기

㉱ 동력전달장치

㉲ 굴취장치

㉳ 이송장치

㉴ 이송·선별·배진장치

㉵ 수집장치

㉶ 기타 필요한 장치

⑤-3. 조사항목

Ÿ 상기 조사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측정 및 조사항목과 방법은 요령 별표6의 농업기계 

구조조사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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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성능시험

⑥-1. 작업능률시험(굴취식의 경우 작업정도시험 포함)

⑥-1-1. 시험목적

Ÿ 이 시험은 수집형 수확기의 경우 최대작업속도, 작업능률, 작업상태, 연료소비량, 작

업 중 이상유무 등 작업능률을 확인하고, 굴취기의 경우 작업능률 및 작업정도를 확

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⑥-1-2. 시험조건

㉮ 공시작물은 수확 적기에 달한 것으로 신청자가 제공한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는 작물의 줄기를 적정한 높이로 파쇄 또는 제거한 상태로 한다.

㉯ 공시포장은 가능한 포장조건이 균일한 장방형의 포장으로 농업용트랙터용 및 자주

형은 10a(50 m × 20 m 이상), 동력경운기용 및 관리기용은 5a(25 m × 20 m이상)

로 하되 공시기가 선회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 속도 단수, 작업깊이, 뽑기높이, 작업폭, 차륜거리, 각부의 조절 위치, 작업인원별 

역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신청자가 규격 및 성능 설명서에 제시한 것으로 한다.

㉱ 작업방법은 규격 및 성능 설명서에 제시한 방법으로 하며 수집형 수확기의 경우, 

작물의 배출장소는 시험기관에서 정하는 곳으로 한다.

㉲ 공시기의 파손, 이상등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험을 중

지한다. 다만, 파손이나 이상 등의 발생 사유가 신청인이나 검정용도 제품의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 또는 파손, 이상 등이 경미하여 동일부품을 교환하여 신속 간편하

게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시험기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1-3. 측정 및 조사항목

㉮ 작업조건

㉯ 포장 작업능률

㉰ 최대작업속도

㉱ 작업상태

㉲ 연료소비량

⑥-1-4. 측정 및 조사방법  

㉮ 작업조건으로 다음사항을 기록한다.

㉠ 공시작물로 품종, 조간거리, 주간거리, 작물의 줄기의 상태, 무의 경우 지상에 나온 

뿌리 부분의 길이와 최대인발력 및 기타 필요한 사항과 작물별로 다음을 조사한다.

㉡ 포장지의 주소, 두둑 및 이랑·고랑의 형상과 치수, 토성, 포장표면의 상태, 건습의 

정도, 토양의 함수율, 토양의 온도(감자), 토양경도, 포장의 경사도, 잡초의 정도, 

멀칭 비닐 제거 상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시험기대의 속도 단수, 작업깊이, 뽑기높이, 작업폭, 차륜거리, 각부의 조절 위치, 

작업인원별 역할 및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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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행법, 순차왕복법, 순차 1행정 건너뛰기 법 등을 조사.

㉯ 공시포장에 대한 작업소요시간을 측정하여 다음 식에 의거 포장작업능률을 산출한

다. 다만, 작업시간에 용기교체소요시간은 제외한다.

포장작업능률 min 평균작업행정폭  ×총작업거리 
×수확시간 min 회행시간 min 용기교체시간 min 

㉰ 최대작업속도

Ÿ 작업성능시험 시 임의 5 행정의 10 m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평균 최고작

업속도를 구한다.

㉱ 작업상태

㉠ 굴취식

ⓐ 굴취율, 손상률

Ÿ 작업이 끝난 후 작업행정 10개를 임의 선정하고 선정된 각 행정 중 작업폭 × 길이1

m의 구역을 임의 선정하여 그 작업행정에서 굴취된 작물의 굴취율, 손상률을 다음과 

같이 구한다. 

굴취율  수확할 정상근의중량 
굴취된정상근 손상근포함 의중량 

×

손상률  굴취된 정상근 손상근포함 의중량 
굴취된손상근의중량 

×

ⓑ 작물의 크기

Ÿ 위 ⓐ의 측정구간 중 임의의 1행정 중 1m 구간에서 굴취근과 미굴취근을 포함한 것

을 합하여 정상근 및 미숙근의 중량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중량 듭급별 수량, 식용부

의 최대길이, 최대폭, 높이, 직경 등을 측정 기록한다.

ⓒ 굴취폭, 굴취깊이

Ÿ 위의 각 5개 구획의 중앙점에서 측정하여 평균하여 구하고 각 구획에서의 굴취상태를 

조사한다.

㉡ 수집형

Ÿ 작업 중 용기로 수집되는 수확물을 무작위로 10회 채취하되, 감자, 고구마, 양파, 무

는 50 kg 이상, 마늘, 인삼은 25 kg 이상 채취하여 손상률과 흙·이물질 혼입률을 다음

과 같이 구한다.

손상률  채취된 정상근 손상근포함 의중량 
채취된손상근의중량 

×

 흙∙이물질혼입률 채취된 정상근 손상근포함 흙∙이물질의중량 
흙∙이물질의중량 

×

㉲ 연료소비량 (mL/h)

Ÿ 공시포장을 모두 작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연료소비량을 측정하여 단위 시간당 연

료소비량으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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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2. 작업정도시험(수집형에 한함)

⑥-2-1. 시험목적

Ÿ 이 시험은 수확기의 손상률, 손실률, 굴취상태, 작업 중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는데 목

적이 있다.

⑥-2-2. 시험조건

㉮ 공시작물

Ÿ ⑥-1-2의 ㉮와 같이한다.     

㉯ 공시포장

Ÿ 포장지는 ⑥-1-2의 ㉯와 동일 포장에서 실시하고, 조사 행정은 5 m 이상, 보조 행정

의 길이는 5 m 이상으로 하고, 작업횟수는 5회 실시하며 시험 중에는 운전조건을 변

경하지 않는다. 

㉰ 시험기대

Ÿ ⑥-1-2의 ㉰와 같이한다.

㉱ 시험의 중지

Ÿ ⑥-1-2의 ㉲와 같이한다.     

⑥-2-3. 측정 및 조사항목

㉮ 작업조건

㉯ 작업정도(손상률, 손실률, 굴취폭, 굴취 깊이, 흙 부착정도, 흙·이물질혼입률)

㉰ 작업상태

⑥-2-4. 측정 및 조사방법

㉮ 작업조건

Ÿ ⑥-1-4의 ㉮와 같이한다.

㉯ 작업정도

㉠ 작업속도

Ÿ 3회의 각 시험 중 10 m 구간에서의 작업속도를 측정하여 평균한다.

㉡ 작물의 손상률, 흙·이물질혼입률, 손실률

Ÿ 각 3개 조사행정 전체에서 수집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하여 평균한다.

 손실률 수확할 정상근의중량 
손실된정상근 손상근포함 의중량 

×

손상률  채취된 정상근 손상근포함 의중량 

채취된손상근의중량 
×

흙∙이물질혼입률 채취된 정상근 손상근포함 흙∙이물질의중량 
흙∙이물질의중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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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의 크기

Ÿ 위 ㉡의 행정 중 임의의 1행정 중 1 m 구간의 굴취작물과 미굴취 작물을 포함한 것을 

합하여 정상근 및 미숙근의 중량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중량 등급별 수량, 식용부의 

최대길이, 최대폭, 높이, 직경 등을 측정 기록한다.

㉣ 굴취폭, 굴취깊이

Ÿ 3개 행정의 중앙점에서 측정하여 평균하고 각 구획에서의 굴취상태를 조사한다.

㉰ 작업상태

Ÿ 시험시 굴취, 뽑기, 수확 등의 작업상태와 시험기대의 이상 작동유무를 조사한다.

⑥-3. 선회시험(자주형에 한함)

⑥-3-1. 시험목적

Ÿ 이 시험은 자주형에 한하여 실시하며 농업기계의 최소선회반경 및 최외측선회반경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⑥-3-2. 시험조건

㉮ 이 시험은 평탄하고 건조한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노면에서 실시한다.

㉯ 타이어의 공기압은 제조자가 규격 및 성능설명서에서 제시한 값으로 하고 2 km/h

에 가장 가까운 속도에서 실시한다.

⑥-3-3. 측정 및 조사방법

Ÿ 전진 시에 좌우 각각 최소선회반경 및 기체 최외측 선회반경을 측정하고 선회성을 조

사한다.

⑥-4. 연속운전시험

⑥-4-1. 시험목적

Ÿ 이 시험은 공시기의 연속운전 시 각 부의 체결상태, 각 부의 고장, 이상발생 유무 등

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⑥-4-2. 시험조건

㉮ 이 시험은 전장비 상태에서 모든 부위를 작동하면서 연속운전하여 실시한다.

㉯ 검정용도의 제품은 전장비 상태에서 자주형은 엔진회전속도를 최고회전속도로 하

고, 부착형은 PTO 회전속도를 표준회전속도로 하며, 엔진회전속도를 제외한 작업

속도, 작업깊이 등 각부의 조절은 ⑥-1-2의 ㉰의 상태로 한다.

㉰ 시험포장은 50a로 한다. 

⑥-4-3. 시험조건

㉮ 운전상태

㉯ 각부의 고장 또는 이상 발생여부

㉰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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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4-4. 시험방법

Ÿ 이 시험은 작물이 있는 곳에서 연속 운전을 실시하고, 내구성 등 운전상태를 조사하

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작물이 없는 곳에서 시험한다.

⑦ 조작의 난이도시험

⑦-1. 시험목적

Ÿ 이 시험은 공시기의 조작. 취급의 난이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⑦-2. 시험조건

㉮ 작업속도는 최대로 하고, 굴취깊이, 굴취폭, 차륜거리는 신청자가 규격 및 성능 설

명서에 제시한 것으로 한다.

㉯ 공시작물은 신청자가 규격 및 성능 설명서에 제시한 수확가능 작물로 한다.

㉰ 공시포장은 농용트랙터용, 동력경운기용 및 자주형은 10a(50m×20m), 관리기용은 

5a(25m×20m)로 한다.

㉱ 작업방법은 신청자가 규격 및 성능 설명서에 제시한 것으로 한다.

⑦-3. 측정 및 조사항목

㉮ 수확가능 작물의 작업가능 여부

㉯ 견인동력기의 착탈난이

㉰ 굴취깊이 조절난이

㉱ 안내륜 조절난이

㉲ 안정성 및 정비주유의 난이

㉳ 기타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의 조작난이

⑦-4. 측정 및 조사방법

㉮ 제조자가 제시한 사용 설명서에 의거 공시포장에서 시험자가 공시기를 운전하면서 

조사한다.

⑧ 안전성시험

⑧-1. 시험목적

Ÿ 이 시험은 위험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안전장치, 안전방호장치 및 안전표시를 확인하

는 데 목적이 있다.

⑧-2. 시험조건

Ÿ 공시기의 성능, 조작의 난이도시험 등을 완료한 후 안전장치 등을 조사한다.

⑧-3. 조사항목

Ÿ 고시 별표 1 농업기계 검정기준 중 안전기준에 따른다.

⑧-4.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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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고시 별표 1 농업기계 검정기준 중 안전기준에 따른다.

㉮ 사용자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 안전장치 또는 안전방호장치 부착 여

부를 확인한다. 다만, 구조상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표시(위험, 경고, 주의) 

여부 및 안전표시 내용의 적정성을 조사한다.

- 위험 : 사망 또는 중상을 입게 될 절박한 위험상태

- 경고 : 사망 또는 중상을 입게 될 잠재적인 위험상태

- 주의 : 경상을 입게 될 위험상태

㉯ 안전방호장치를 사용자가 임의 제거 시 예상되는 피해내용의 부착 여부를 조사한

다. 다만, 부착이 어려울 때는 사용설명서에 게재 여부를 확인한다.

㉰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안전표시 부착여부를 조사한다. 다만, 부착이 어려울 때는 

사용설명서에 게재 여부를 확인한다.

㉱ 기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에 대한 안전장치 등을 조사한다.

(나) 사료작물수확기

① 형식명

② 형식(규격)

③ 기체의 크기

㉮ 길이 :      mm (        에서        까지)

㉯ 폭   :      mm (        에서        까지)

㉰ 높이 :      mm (        에서        까지)

④ 중량 :         kg

⑤ 공시기 부착방법 :

⑥ 동력전달장치

㉮ 동력전달방식 :

㉯ 체인(또는 벨트)의 종류 및 열수(련수) :

㉰ 스프로켓(또는 기어)의 종류 및 개수, 피치수, 직경 :

⑦ 주행장치

㉮ 차륜의 규격 :

㉯ 차륜거리 :

⑧ 예취장치

㉮ 형식 :

㉯ 예취날폭 :

㉰ 예취높이 :

㉱ 예취높이 조절범위 :

㉲ 행정 :

㉳ 예취날 치수 및 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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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세단장치

㉮ 형식 :

㉯ 크기 :

㉰ 날의 형상 및 매수

㉱ 커터의 회전속도

㉲ 절단길이의 조절범위

⑩ 취상장치

㉮ 드로워의 직경

㉯ 드로워의 날개수

㉰ 슈트의 회전각

㉱ 날개수

⑪ 부착동력기

㉮ 기종명

㉯ 형식명

㉰ 형식(규격)

㉱ 제조회사명

⑫ 탑재엔진 : 농용엔진에 준함

⑬ 방호장치

장치명

용도

형상 및 재질

부착위치

착탈구조

⑭ 기타 부속장치 등 필요한 사항

⑮ 성능

㉮ 공시재료

㉯ 작업방법

㉰ 작업폭

㉱ 작업속도

㉲ 작업능률

(다) 농용동력운반차

① 적용범위

Ÿ 이 검정방법은 농경지내에서 농산물 운반을 주목적으로 적재설비를 갖추고 최대출력 

18 kW 이하의 엔진 또는 축전지식 전동기를 부착한 자주형(차륜형 또는 무한궤도형 

구조의 승용형 및 보행형) 농업용동력운반차(이하 “공시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

다. 다만, 탑재엔진은 농용엔진 검정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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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용어의 뜻

②-1. 전장비

Ÿ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를 부착한 상태를 말한다.

③ 용어의 뜻

Ÿ 이 시험은 다음 시험항목 및 조사항목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1. 구조조사

③-2. 성능시험

③-2-1. 주행시험

③-2-2. 유압덤프승강시험

③-2-3. 적재함 들어올림시험

③-2-4. 브레이크시험

③-2-5. 연속운전시험

③-2-6. 전도시험

③-3. 조작의 난이도시험

③-4. 안전성시험

④ 시험조건

④-1. 공시기의 정비 및 준비운전

Ÿ 시험에 사용되는 공시기는 신품으로 충분히 길들임 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하며 시험

전에 정상의 상태로 조정 및 정비를 하고 준비운전은 각 시험전 30분 이내로 한다.

④-2. 연료 및 윤활유

Ÿ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 및 윤활유는 신청자가 규격 및 성능설명서에 제시한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일반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윤활유는 시험전에 규정량을 채우고 

전 시험항목 종료까지 교환을 하지 않는다.

④-3. 시험장비 및 계측기

Ÿ 시험장비 및 계측기는 시험전에 교정하여 둔다.

⑤ 시험 및 조사방법

⑤-1. 구조조사

⑤-1-1. 조사목적

Ÿ 이 조사는 공시기의 기체크기, 중량, 각부 장치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제원

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원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1-2. 조사항목

㉮ 형식

㉯ 기체의 크기

㉰ 동력전달장치

㉱ 조향장치

㉲ 주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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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O축

㉴ 적재함

㉵ 유압장치

㉲ 제동장치

㉶ 등화장치

㉷ 전동기 및 축전지

㉹ 기타필요한 사항

⑤-1-3. 측정 및 조사항목과 기록

㉮ 버니어캘리퍼스, 하이트게이지, 두께측정기, 금속제 곧은 자, 줄자 등 길이 측정기

㉯ 회전계 등 회전수측정기

㉰ 계중기, 판수동저울 등 계량 측정기

㉱ 메스실린더 등 부피측정기

⑤-2. 성능시험

⑤-2-1. 주행시험

⑤-2-1-1. 시험목적

Ÿ 이 시험은 소비자에게 주행장치의 성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단수별 최

고 주행속도, 선회반경 등 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2-1-2. 시험조건

㉮ 시험로면은 평탄하고 건조한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노면으로 한다.

㉯ 공시기는 빈 적재함 상태에서 시험하며, 바퀴형의 경우 신청자가 규격 및 성능설명

서에서 제시한 표준공기압 및 차륜거리로 한다.

㉰ 주행속도 측정시 단수별 최고 주행속도는 조속레버를 최대 개방하여 측정한다.

㉱ 선회반경 측정시 시험속도는 약 2km/h의 속도로 한다. 다만, 최고 주행속도가 

2km/h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최고 주행속도로 측정한다.

⑤-2-1-3. 측정 및 조사항목과 기록

㉮ 시험전 측정 및 조사항목

Ÿ 이 시험의 시작 전에 엔진정격 회전수, 엔진 최고 회전수, 선회시험속도, 시험 포장로

면등을 측정 조사한다.

㉯ 시험중 측정 및 조사항목

㉠ 단수별 주행속도

㉡ 최고 주행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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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성

㉣ 최소 선회반경 및 기체 최외측 선회반경

㉤ 선회성

⑤-2-1-4. 시험방법

㉮ 주행속도 측정 및 직진성 조사

Ÿ 시험구간을 100m 또는 10m로 하고, 초시계 또는 주행속도 측정장치 등을 사용 주행

단수별 주행속도 및 최고 주행속도를 측정하고 직진성을 조사한다.

㉯ 선회반경 측정 및 선회성 조사

Ÿ 선회반경 측정은 전진 시에 좌우 각각 최소선회반경 및 기체 최외측 선회반경을 측정

하고 선회성을 조사한다.

 

⑤-2-1-5. 시험장비 및 측정계기

㉮ 포토센서를 이용한 주행속도측정장치 또는 스피드메터 및 초시계 등 속도를 측정

할 수 있는 시험장비.

㉯ 회전계 등 회전수측정기

㉰ 줄자 등 길이측정기

 

⑤-2-2. 유압덤프 승강시험

⑤-2-2-1. 시험목적

Ÿ 이 시험은 적재함 덤프장치(유압장치)에 대한 연속 운전을 실시하고, 작동상태 및 이

상여부 등 유압덤프 성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⑤-2-2-2. 시험조건

㉮ 이 시험은 적재함 덤프방식이 유압식인 것에 한하여 실시한다.

㉯ 신청자가 규격 및 성능설명서에서 제시한 적재정량의 120% 하중을 적재하여 공시

기를 정치시켜 놓고 탑재엔진의 조속레버를 최대로 개방하여 시험한다.

⑤-2-2-3. 조사항목

㉮ 유압장치 작동상태

㉯ 프레임 및 차축부 등 각 부의 이상여부

⑤-2-2-4. 조사항목

Ÿ 이 시험은 유압덤프의 승하강을 1회에 약 10초의 주기(승하강주기가 10초 이상일 경

우는 최소 주기)로 200회 연속 실시하면서 작동상태 및 각부 이상 여부를 조사한다.

⑤-2-2-5. 시험장비 및 측정계기

㉮ 계중기 등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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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등 횟수를 측정하는 기기

⑤-2-3. 적재함 들어올림 시험

⑤-2-3-1. 시험목적

Ÿ 이 시험은 적재함 들어올림장치(유압장치)에 대한 연속운전을 실시하고, 작동상태 및 

이상여부 등 들어 올림 성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⑤-2-3-2. 시험조건

㉮ 이 시험은 적재함 들어올림방식이 유압식인 것에 한하여 실시한다.

㉯ 신청자가 규격 및 성능설명서에서 제시한 들어 올림 시 적재량의 120%하중을 적재

하여 공시기를 정치시켜 놓고 탑재 엔진의 조속레버를 최대로 개방하여 시험한다.

  

⑤-2-3-3. 조사항목

㉮ 적재함 들어올림 높이

㉯ 적재함 들어올림장치(유압장치) 작동상태

㉰ 적재함 하강량

⑤-2-3-4. 시험항목

㉮ 적재함 들어올림 높이 측정

Ÿ 적재함을 최대로 들어올려 놓고 지면 및 기체의 메인프레임 상단에서 적재함 밑판까

지의 수직높이를 각각 측정한다.

㉯ 적재함 들어올림장치 작동상태 조사

Ÿ 이 시험은 들어올림장치(유압장치)의 승하강을 1회에 약 10초의 주기(승하강주기가 

10초 이상일 경우는 최소 주기)로 200회 연속 실시하면서 작동상태 및 각부 이상 여

부를 조사한다.

㉰ 적재함 하강량 측정

Ÿ 들어올림장치에 대한 200회 연속 승강 시험을 실시한 후 적재함을 최대높이까지 들

어올려 놓은 위치에서 탑재엔진을 정지하고 5분후에 적재함이 하강된 량을 조사한다.

⑤-2-3-5. 시험장비 및 측정계기

㉮ 계중기 등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 측정기

㉯ 카운터 등 횟수를 측정하는 기기

㉰ 초시계 등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 금속제 곧은 자 등 길이 측정기

⑤-2-4. 브레이크 시험

⑤-2-4-1. 시험목적

Ÿ 이 시험은 정차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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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2-4-2. 시험조건

㉮ 시험로면은 건조한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노면으로 한다.

㉯ 정차브레이크는 평탄한 노면에서 시험하며, 주차브레이크는 20% 구배지에서 시험

한다

㉰ 공시기는 신청자가 규격 및 성능설명서에서 제시한 적재정량의 120%하중을 적재

하여 시험하며, 바퀴형의 경우 신청자가 규격 및 성능설명서에서 제시한 표준공기

압 및 차륜거리로 한다.

㉱ 정차브레이크 시험 시 주행속도는 공시기의 최고주행속도 상태로 한다.

⑤-2-4-3. 측정 및 조사항목과 기록

㉮ 시험전 측정 및 조사항목

Ÿ 이 시험의 시작 전에 엔진 최고 회전수, 차륜거리, 주행속도, 적재정량, 시험 포장로

면 등을 측정 조사하여 기록한다.

㉯ 시험 중 측정 및 조사항목

㉠ 정차브레이크 제동거리

㉡ 정차브레이크 작동상태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

   

⑤-2-4-4. 시험방법

㉮ 정차 브레이크 제동거리 측정 및 작동상태 조사

Ÿ 최고속도로 최고 답압력을 밟은 상태에서 농용트랙터 제동성능시험을 준용하여 측정

한다.

㉯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 조사

Ÿ 구배 시험로면에서 엔진을 정지하고 변속레버를 중립으로 하여 5분간 공시기의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놓고 전,후방향으로 작동상태를 조사한다.

⑤-2-4-5. 시험장비 및 측정계기

㉮ 브레이크 시험장치 또는 줄자 등 길이 측정기

㉡ 브레이크 시험로

㉢ 계중기 등 계량 측정기

   

⑤-2-5. 연속운전시험

⑤-2-5-1. 시험목적

Ÿ 이 시험은 연속 운전을 실시하여 각부의 고장 또는 이상 유무 확인 및 주행시 안정성, 

각부의 강도, 체결상태 등 연속 주행 성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⑤-2-5-2. 시험조건

㉮ 이 시험은 승용형과 보행형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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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로면은 승용형은 건조한 비포장 도로에서, 보행형은 아이들롤러위에서 신청자

가 규격 및 성능설명서에 제시한 적재정량의 120% 하중을 적재하여 시험한다.

㉰ 공시기는 탑재동력원의 조속기를 최대로 개방한 상태에서 승용형은 주행속도 단수

별로 속도단수를 수시 변경하면서 노면에 설치된 아래 인공돌기물을 통과하면서, 

보행형은 전진단수 중 시속 4km에 가장 가까운 단수(최고속도가 4km이하인 경우

는 최고 단수)로 실시한다.

 

⑤-2-5-3. 측정 및 조사항목과 기록

㉮ 시험전 측정 및 조사항목

Ÿ 이 시험의 시작 전에 적재정량, 시험적재량, 시험포장로면 등을 측정 조사한다.

㉯ 시험 중 측정 및 조사항목

㉠ 운전상태

㉡ 기름누설 여부

㉢ 각부의 변형, 이상유무

㉣ 연속운전가능시간(전동기식에 한함)

⑤-2-5-4. 시험방법

㉮ 승용형은 설치된 인공돌기물을 300회정도 통과하면서 8시간동안 연속주행을 하면

서 조사한다. 다만, 선회시와 돌기물 통과시는 저속으로 통과할 수 있다.

㉯ 보행형은 아이들롤러 위에서 공시 기대를 고정시킨 후 총 8시간동안 구동시킨다.

㉰ 동력원이 전동기일 경우는 축전지를 완전히 충전시켜 주행부를 구동하여 방전경고 

표시가 될때까지 연속운전 가능시간을 2회 측정한다.

⑤-2-6. 전도시험

⑤-2-6-1. 시험목적

Ÿ 이 시험은 공시기 횡전도각의 측정을 목적으로 한다.

⑤-2-6-2. 시험목적

㉮ 이 시험은 승용자주형에 한하여 실시한다.

㉯ 공시기에 연료는 만재, 윤활유 및 냉각수 등은 규정량을 채우고 빈 적재함 상태에

서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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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기를 전도각시험장치 위에 정치하여 운전자가 승차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 좌

석에 75kg의 중량을 놓고 시험한다.

⑤-2-6-3. 측정 및 조사항목

㉮ 횡전도각 (좌, 우)

   

⑤-2-6-4. 시험방법

Ÿ 공시기를 설치한 전도각시험장치의 경사판을 작동시켜 공시기가 전도되기 시작하는 

점(한쪽 바퀴가 들리기 시작하는 점)을 좌, 우 각각 측정하여 이를 횡전도각으로 한

다. 또한, 적재함 들어올림장치가 있는 구조는 최대로 들어올려 놓은 상태에서도 같

은 방법으로 횡전도각(좌, 우)을 추가로 측정한다.

⑤-2-6-5. 시험장비 및 계측기

Ÿ 전도각시험장치

⑤-2-7. 등판능력시럼

⑤-2-7-1. 시험목적

Ÿ 이 시험은 공시기의 등판능력을 알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2-7-2. 시험조건

Ÿ 공시기는 신청자가 규격 및 성능설명서에서 제시한 적재정량의 120%하중을 적재하

여 25% 구배의 평탄하고 건조한 포장로면에서 시험하며, 바퀴형의 경우 신청자가 규

격 및 성능설명서에서 제시한 표준공기압 및 차륜거리로 한다.

 

⑤-2-7-3. 시험방법

Ÿ 시험로면을 3회 등판하여 등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⑤-3. 조작의 난이도시험

⑤-3-1. 시험목적

Ÿ 이 시험은 공시기의 조작. 취급의 난이도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⑤-3-2. 시험조건

Ÿ 이 시험은 건조한 비포장도로에서 정치 또는 운전조작을 실시하면서 조사한다.

⑤-3-3. 조사항목

㉮ 변속장치의 조작난이

㉯ 조향장치의 조작난이

㉰ 들어올림장치의 조작난이(들어올림 가능구조에 한함)

㉱ 적재함문의 개폐 및 착탈난이

㉲ 덤프의 조작난이(덤프 가능구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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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부의 조절난이

㉴ 안정성 및 정비, 주유의 난이

㉵ 기타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의 조작난이

⑤-3-4. 시험방법

Ÿ 시험자가 사용설명서에 의거 직접 조작의 난이도시험을 실시하면서 조사한다.

⑤-4. 안정성시험

⑤-4-1. 시험목적

Ÿ 이 시험은 위험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안전장치, 안전방호장치 및 안전표시를 확인하

는데 목적이 있다.

⑤-4-2. 시험조건

Ÿ 공시기의 성능, 조작의 난이도시험 등을 완료한 후 안전장치 등을 조사한다.

⑤-4-3. 조사항목

㉮ 사용자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 안전장치 또는 안전방호장치 부착여

부를 확인한다. 다만, 구조상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표시(위험, 경고, 주의) 

여부 및 안전표시 내용의 적정성을 조사한다.

- 위험 : 사망 또는 중상을 입게 될 절박한 위험상태

- 경고 : 사망 또는 중상을 입게 될 잠재적인 위험상태

- 주의 : 경상을 입게 될 위험상태

㉯ 안전방호장치를 사용자가 임의 제거시 예상되는 피해내용의 부착 여부를 조사한다. 

다만, 부착이 어려울 때는 사용설명서에 게재 여부를 확인한다.

㉰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안전표시 부착여부를 조사한다. 다만, 부착이 어려울 때는 

사용설명서에 게재 여부를 확인한다.

㉱ 기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에 대한 안전장치 등을 조사한다.

(라) 농업용로더

① 적용범위

Ÿ 이 검정방법은 농작업에 사용되는 전용형으로 지체중량 2톤 미만의 농용로더 또는 부

착형 로더(이하 "공시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탑재엔진(전용형에 한함)

은 농용엔진 검정방법에 의한다.

② 용어의 뜻

②-1. 접지압

Ÿ 접지된 부위에서의 단위면적이 받는 중량을 말한다.

접지압 kPa 접지면적 ㎠ 
공시기의 중량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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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1. 접지길이

Ÿ 구동륜과 유동륜중심간의 거리(ℓ)에 무한궤도 높이(h)의 35 %를 더한 길이(L)를 말한

다.

[접지길이]

②-1-2. 접지면적

Ÿ 접지길이에 좌,우 트랙의 폭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②-2. 버킷용량

Ÿ 버킷의 용량을 평적용량과 산적용량으로 구분한다. 다만, 밀폐식 버킷 등과 같은 특

수형의 버킷은 내부용적으로 한다.

②-2-1. 평적용량

Ÿ 버킷의 상단에 평행하게 적재한 상태의 버킷용량(Vo)을 말한다.

②-2-2. 산적용량

Ÿ KS B ISO 7546에 따라 산적용량을 산출한다.

[산적용량]

②-3. 버킷의 경각

②-3-1. 전경각

Ÿ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 및 윤활유는 시험신청자가 규격 및 성능설명서에 제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②-3-2. 후경각

Ÿ 버킷의 가장 넓은 바닥면을 지면에 닿게 한 후 버킷만을 가장 안쪽으로 기울였을 때 

버킷의 가장 넓은 바닥면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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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4. 공시기의 중심면

Ÿ 공시기의 좌, 우 차륜 또는 트랙간의 중심점을 지나는 연직면을 말한다.

②-5. 표준상태

Ÿ 공시기에 표준버킷을 장착하고 붐을 최소로 움츠려 버킷의 밑면을 최저지상고까지 내

린 상태를 말한다. 단, 지지대, 배토판 등이 있을 시는 지지대, 배토판을 최소로 움츠

린 상태로 하고 타이어식은 차륜거리 및 공기압을 표준으로 한 상태를 말한다.

②-6. 전장비

Ÿ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장비를 부착한 상태를 말한다. 다만, 농용트랙터용, 동력

경운기용인 경우 트랙터 및 경운기 본체는 제외한다.

②-7. 기준부하상태

Ÿ 버킷의 중심부에 최대 인양하중을 적재한 상태에서 가장 뒤쪽으로 기울여 버킷의 밑

면을 공시기의 최저 지상높이까지 올린 상태를 말한다.

②-8. 기준무부하상태

Ÿ 하중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버킷을 가장 뒤쪽으로 기울여 버킷의 밑면을 공시기의 최

저 지상높이까지 올린 상태를 말한다. 다만, 리치기구를 가진 것은 버킷을 움츠린 상

태로 한다.

②-9. 자체중량 (전용형에 한함)

Ÿ 전장비 상태에서 연료는 만재, 냉각수 및 윤활유는 규정량을 채우고 부가중량물을 포

함한 중량을 말하며, 예비타이어, 휴대공구, 승차인원의 무게는 제외한다.

②-10. 최대인양하중

Ÿ 버킷산적용량을 흙의 비중(1.8 t/㎥)으로 환산한 하중을 말한다.

③ 시험항목

③-1. 구조조사

③-2. 성능시험

③-3. 조작의 난이도시험

③-4. 안전성시험

  

④ 시험조건

④-1. 공시기의 정비 및 준비운전

Ÿ 시험에 사용되는 공시기는 신품으로 충분히 길들임 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하며 시험

전에 정상의 상태로 정비하고 준비운전은 각 시험전 30분 이내로 한다.

④-2. 부착동력기

Ÿ 신청자가 제공하는 부착동력기로서 규격 및 성능설명서에 제시한 것으로 한다.

④-3. 연료 및 윤활유

Ÿ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 및 윤활유는 시험신청자가 규격 및 성능설명서에 제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④-4. 시험계기

Ÿ 시험계기는 시험 전에 교정하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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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험방법

⑤-1. 구조조사

⑤-1-1. 조사목적

Ÿ 이 조사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정보제공과 공시기의 구조, 주요치수, 안전장치 등 시

험에 필요한 주요제원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1-2. 조사항목

- 형식

- 규격

- 기체의 크기

- 축간거리

- 차륜거리

- 최저지상고

- 전륜중심과 버킷거리

- 앞차축 중심높이

- 동력전달장치

- 조향장치(전용형에 한함)

- 주행장치(전용형에 한함)

- 제동장치(전용형에 한함)

- 유압장치

- 작업장치

- 전경각(°)

- 후경각(°)

- 최대인양하중

- 상승소요시간

- 하강소요시간

- 전경각소요시간

- 후경각소요시간

- 버킷

- 조종장치

- 붐의 길이

- 연료탱크용량(전용형에 한함)

- 유압유의 탱크용량

- 부착동력기

⑤-1-3. 조사항목 및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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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상기 조사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측정 및 조사항목과 방법은 요령 별표6의 농업기계 

구조조사 방법에 의한다.

⑤-1-4. 사용계측기

Ÿ 곧은 자, 디지털 각도계, 버니어캘리퍼스, 저울 등

⑤-2. 성능시험

⑤-1-1. 작업성능시험

⑤-1-1-1. 시험목적

Ÿ 이 시험은 소비자에게 공시기의 작업능률을 알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2-1-2. 시험조건

㉮ 전용형 바퀴식의 경우 차륜거리는 신청자가 규격 및 성능설명서에 제시한 것으로 

하고, 차륜이 고무타이어일 경우 표준공기압으로 한다.

㉯ 공시토양은 신청자가 제공하는 건조한 사양토 10㎥를 평탄한 지면에 원추형으로 

쌓아놓은 상태로 하고, 트레일러는 쌓아놓은 흙더미와 최단거리로 10m를 띄워 정

치해놓고 시험을 실시한다.

㉰ 정격송출압력은 신청자가 규격 및 성능설명서에 제시한 것으로 한다.

⑤-2-1-3. 시험항목

- 적재작업능률

⑤-2-1-4. 시험방법

Ÿ 공시토양을 정치한 트레일러에 10회 퍼 올려 적재하는 작업을 3회 실시하여 그 평균

치를 적재작업능률로 한다. 적재작업능률은 단위시간당 작업량을 말하며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T= b×60
t

               여기서, T : 적재작업능률 (㎥/h)

                       b : 적재공시토양 (㎥)

                       t : 적재작업소요시간 (min)

⑤-2-1-5. 사용계획기

- 곧은 자, 초시계 등

⑤-2-2. 주행시험 (전용형에 한함)

⑤-2-2-1. 시험목적

Ÿ 이 시험은 직진성, 선회성, 주행속도, 최소회전반경 등을 시험하여 주행성능을 확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2-2-2. 시험조건

㉮ 시험로면은 이음매가 적고 평탄하고 건조한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노면으로 한

다. 다만, 차륜이 무한궤도인 경우에는 풀을 벤 평탄하고 건조한 초지 또는 이와 

유사한 점질성을 가진 비포장 노면으로 한다.



- 158 -

㉯ 차륜이 바퀴식의 경우 타이어 공기압은 신청자가 규격 및 성능설명서에 제시한 표

준 공기압으로 한다.

㉰ 공시기는 버킷에 하중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속기를 최대로 전개한 상태

에서 주행 단수별로 최고속도를 측정한다. 단, 붐, 버킷 등은 최소로 움츠린 상태

로 한다.

⑤-2-2-3. 측정 및 조사항목

㉮ 직진성

㉯ 주행속도

㉰ 최소선회반경 (바퀴식에 한함)

㉱ 선회성 (바퀴식에 한함)

⑤-2-2-4. 측정 및 조사방법

㉮ 직진성

Ÿ 시험구간을 50 m로 하여 각 주행단수별 각각 3회 반복하여 주행하면서 직진성을 조

사한다.

㉯ 주행속도

Ÿ 시험구간을 50 m(무한궤도식은 20 m)로 하여 주행단수별 속도를 측정하고 최고주행

속도 측정은 최고주행단수에서 조속레버를 최대로 개방하여 측정한다. 다만, 전륜, 

후륜이 분리되는 4륜구동형은 구동륜만 구동하여 시험한다.

㉰ 최소선회반경

Ÿ 조향륜의 가장 바깥바퀴와 노면과의 접촉면의 중심이 만드는 궤적의 반지름을 측정한

다.

㉱ 선회성

㉠ 시험속도는 약 2 km/h로 하며, 전후진으로 각각 3회 반복하여 좌우 선회시험을 

실시하면서 선회성을 조사한다.

㉡ 편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우선회 및 좌선회를 하고,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우선

회 및 좌선회를 각각 3회 반복하면서 선회성을 조사한다.

⑤-2-2-5. 사용계측기

     ⑤-2-1-5의 규정에 따른다.

⑤-2-3. 브레이크 성능시험(전형용에 한함)

⑤-2-3-1. 정차브레이크시험

⑤-2-3-1-1. 시험목적

Ÿ 이 시험은 공시기의 정차브레이크의 성능을 알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2-3-1-2. 시험조건

㉮ 이 시험은 바퀴식에 한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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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로면은 건조한 아스팔트 노면으로 한다.

㉰ 공시기는 전장비상태(연료는 만재) 및 기준무부하 상태에서 시험하며, 타이어공기

압은 신청자가 규격 및 성능설명서에 제시한 표준공기압으로 한다.

㉱ 주행속도는 최고 주행속도로 한다.

⑤-2-3-1-3. 시험항목

Ÿ 정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

⑤-2-3-1-4. 시험방법

Ÿ 공시기의 출발점을 정지표시지점의 전방 50 m지점에 설치하고, 시험로면에서 소정

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정지표시지점에서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조사한다.

⑤-2-3-1-5. 사용계측기

㉮ 직자, 곧은자

⑤-2-3-2. 주차브레이크 시험

⑤-2-3-2-1. 시험목적

Ÿ 이 시험은 공시기의 주차브레이크의 성능을 알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2-3-2-2. 시험조건

Ÿ 이 시험은 전용형에 한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구배의 평탄하고 건조한 포장로면

에서 실시한다.

 

공시기의 상태 구배(%)

     기준무부하상태

     기준부하상태

25

15

⑤-2-3-2-3. 시험항목

Ÿ 주차브레이크의 밀림상태

⑤-2-3-2-4. 시험방법

Ÿ 시험로면에서 공시기를 주차브레이크로 정지시켜 놓고 밀림상태를 조사한다. 단, 이

때 운전자는 승차한 상태로 한다.

⑤-2-3-2-5. 계측자

Ÿ 곧은자

⑤-2-4. 유압실린더 변위량시험

⑤-2-4-1. 시험목적

Ÿ 이 시험은 붐유압실린더 및 버킷유압실린더의 변위량(mm)을 알기 위한 것을 목적으

로 한다.

⑤-2-4-2. 시험조건

㉮ 버킷의 적재하중은 최대인양하중으로 하며, 버킷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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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 및 버킷유압레버를 작동 시 반력으로 공시기(트랙터, 경운기 본체 포함)가 움직

이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시키고, 난 후 시험을 실시한다.

⑤-2-4-3. 측정 및 조사항목

㉮ 붐유압실린더 변위량

㉯ 버킷유압실린더 변위량

㉰ 유압실린더 이상유무

 

⑤-2-4-4. 측정 및 조사방법

㉮ 붐유압실린더 변위량

Ÿ 공시기를 평탄한 곳에 정치하고 버킷에 하중을 적재한 후 지면에서 최고상승 높이까

지 붐유압작동 연속운전을 200회 실시한 후 엔진을 정지시키고 10분 경과 후 붐 유

압실린더 변위량을 조사한다.

㉯ 버킷 유압실린더 변위량

Ÿ 공시기를 평탄한 곳에 정치하고 버킷에 하중을 적재한 후 붐을 최고 상승높이로 하고 

버킷유압 작동을 200회 실시한 후 엔진을 정지시키고 10분 경과후 버킷 유압실린더

의 변위량을 조사한다.

㉰ 유압실린더 이상 유무

Ÿ 붐 및 버킷 유압실린더변위량 시험을 하면서 이상 유무를 조사한다.

⑤-2-4-5. 시험장비 및 계측기

⑤-2-1-5에 따른다.

⑤-2-5. 안정도시험

⑤-2-5-1. 시험목적

Ÿ 이 시험은 공시기의 안정도를 알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2-5-2. 시험조건

Ÿ 이 시험은 전용형(바퀴식에 한함)에 한하여 실시하며 전후, 좌우 각각 다음과 같은 구

배로 전도각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안정도 공시기의 상태 구배(%)

전후 안정도

 기준부하상태에서 버킷을 올려 버킷의 

 가장 앞부분에서 수평거리가 최대로 된 상태

15

 기준무부하상태 30

좌우 안정도
 기준부하상태에서 버킷을 최고로 올린 상태 20

 기준무부하상태 60

⑤-2-5-3. 시험항목

Ÿ 공시기의 전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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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2-5-4. 시험방법

Ÿ 시험로면에서 공시기를 전후, 좌우 상태로 정지시켜 놓았을 때 전도여부를 조사한다.

⑤-2-6. 전도하중시험

⑤-2-6-1. 시험목적

Ÿ 이 시험은 기체의 전후방향에 대한 전도하중을 알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2-6-2. 시험조건

㉮ 공시기는 버킷 중심이 기체의 최전방에 오도록 수평으로 정치하고, 버킷중심과 하

중계가 수직이 되도록 체인 또는 와이어로 고정한다.

㉯ 공시기의 조속레버는 최대로 하며 유압탱크내의 유온이 50±5℃에서 실시한다

㉰ 기체 후단과 지면을 안전용 체인으로 연결하고 난 후 시험을 실시한다.

⑤-2-6-3. 측정 및 조사항목

Ÿ 전도하중

⑤-2-6-4. 측정 및 조사방법

Ÿ 버킷의 중심에 힘을 가하여 후륜이 지면으로부터 떨어질 때의 하중을 조사한다.

⑤-3. 조작의 난이도시험

⑤-3-1. 시험목적

Ÿ 이 시험은 공시기 각부의 조작 및 취급성을 알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3-2. 시험조건

Ÿ ⑤-2의 성능시험의 ⑤-2-1-2의 시험조건 중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은 조건으로 

한다.

⑤-3-3. 시험항목

㉮ 버킷의 승강, 정지 조절장치의 조작난이

㉯ 버킷 수평조절장치의 조작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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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 주유의 난이

㉱ 공시기의 착탈난이(농용트랙터용, 동력경운기용에 한함)

㉲ 기타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의 조작난이

⑤-3-4. 시험방법

Ÿ 시험원이 사용설명서에 의거 직접 난이도시험을 하면서 조사한다.

⑤-4. 안전성 시험

⑤-4-1. 시험목적

Ÿ 이 시험은 위험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안전장치, 안전방호장치 및 안전표시를 확인하

는데 목적이 있다.

⑤-4-2. 시험조건

Ÿ 공시기의 성능, 조작의 난이도시험 등을 완료한 후 안전장치 등을 조사한다.

⑤-4-3. 조사항목

Ÿ 공시기의 성능, 조작의 난이도시험 등을 완료한 후 안전장치 등을 조사한다.

⑤-4-4. 조사방법

㉮ 사용자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 안전장치 또는 안전방호장치 부착여

부를 확인한다. 다만, 구조상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표시(위험, 경고, 주의) 

여부 및 안전표시 내용의 적정성을 조사한다.

- 위험 : 사망 또는 중상을 입게 될 절박한 위험상태

- 경고 : 사망 또는 중상을 입게 될 잠재적인 위험상태

- 주의 : 경상을 입게 될 위험상태

㉯ 안전방호장치를 사용자가 임의 제거시 예상되는 피해내용의 부착 여부를 조사한다. 

다만, 부착이 어려울 때는 사용설명서에 게재 여부를 확인한다.

㉰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안전표시 부착여부를 조사한다. 다만, 부착이 어려울 때는 

사용설명서에 게재 여부를 확인한다.

㉱ 기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에 대한 안전장치 등을 조사한다.

(5) 성능시험 진행

Ÿ 최종 시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시험 진행.(최초 제안했던 정량적 목표치 충족)

Ÿ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항목별 시험평가 기준에 부합되도록 성능평가 시험 진행.

Ÿ 전도시험, 견인성능시험, 3점링크 인장력, 적재함 적재하중시험, 견인력시험, 주행속도 

시험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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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사] [전도 시험]

[주행속도 시험] [견인성능 시험]

[중심위치 시험] [굴삭력 시험]

[붐스윙각도 시험] [운전석회전각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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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륜조향각 시험] [지상고 조절능력 시험]

[차체프레임 가변범위 시험]

(6) 공인시험성적서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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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1) 연구수행 결과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 다목적 농작업기계 동력본체 및 제어시스템 설계, 제작

- 다목적 농작업기계 동력본체 시제품 설계 및 제작

-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 장착, 탑재가 가능한 가변형 차체 프레임 설계 및 제작

- 최대 조향 시 간섭을 최소화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전/후 차축 및 현가장치 제작

- 운전석 회전 제어 시스템 및 틸팅 캐빈 설계 및 제작

- 여성, 고령 농업인의 작업의 편이성 및 안정성 확보기술이 적용된 동력본체 플랫폼 설계 및 제작

- 작업기 자동 탈부착 장치 제작 및 자세제어, 원격제어 시스템 개발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현장실증 및 성능고도화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현장실증을 통한 성능고도화 진행 

- 현장실증 및 성능시험을 통한 보완 개선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최종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추진

○ 동역학 시뮬레이션 조건 설정 및 모델링

- 참고문헌 및 국내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장애물의 높이 및 형

상 조건, 지형의 경사도 조건 설정

- 동역학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상에 시험환경을 구현

○ 시뮬레이션 수행 및 최적화

- 트랙터의 측방전도 및 후방전복이 발생하는 주행임계속도 도출

- 측방전도 및 후방전복을 야기하는 요인들에 대한 상호 연관성 분석 및 요인의 중요도 도출

- 도출된 결과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모델 최적화

○ 다목적 농작업기계 동력전달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차체프레임 구조해석

- 다목적농작업기계의 동력전달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및 취약부 분석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주요작업(견인, 탑재, 장착)에 대한 부하 계측 및 작업환경, 작업조건, 작업

속도에 따른 부하데이터

○ 필드 작업 부하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모델 최적화

- 부하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한 동력전달 시스템의 강도 해석

- 성능평가를 통한 차체 프레임의 최적화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 다목적 농작업기계 시험평가 프로세서 설계 및 성능시험 진행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시험평가 방법, 기준 표준화

- 시험방법, 시험기준 표준화 및 성능시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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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 연구개발성과 성능지표 >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세계 최고
연구개발 전

국내 성능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설정 

근거보유국/

보유기관
성능수준 성능수준

2차년

(19‘9~20’8)

3차년

(20‘9~21’8)

1 PTO최대출력에 대한 
견인출력

kW 10 미국/존디어 492 - 75 82

선진사 

동등 수준

2 굴절암 최대굴삭력 ton 5 - - 0 1.5 2

3 엔진출력 kW 5 - - 90 80 90

4 붐 스윙 각도 도 5 - - 0 180 270

5 3점링크 인양력 kg 10 미국/존디어 9,072 - 2,000 2,200

6 적재함 최대적재하중 톤 10 - - - 3.5 4.0

7 최대 견인력 ton 10 독일/CLAAS - 1 2.7 3.0

8 최대주행속도 km/h 10 독일/FENDT 40-50 40 50 60

9 내측전륜 최대조향각 도 10 - - 52 95 100

10 전복각도 도 10 - - 30 30 35

11 지상고 조절능력 mm 5 - - 0 130 150

12 운전석 회전각 도 5 독일/CLAAS 180 0 180 180

13 차체프레임 가변범위 mm 5 - - 0 450 500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표 >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성과지표명

1년차

(19‘4.~19’12.)

2년차

(20‘.1~20’12.)

3년차

(21‘1.~21’12.)
계

가중치

(%)

전담기관 등록ㆍ기탁 지표1」

목표(년차별)
학술발표 (1)
특허 출원 (2)

논문 SCI (1)
논문 비SCI (1)
학술발표 (2)
교육지도 (1)
인력양성 (1)
특허 출원 (2)
특허 등록(1)

논문 SCI (1)
논문 비SCI (2)
학술발표 (2)
교육지도 (1)
인력양성 (1)
특허 출원 (2)
특허 등록(2)

논문 SCI (2)
논문 비SCI (3)
학술발표 (5)
교육지도 (2)
인력양성 (2)
특허 출원 (6)
특허 등록(3)

40

실적(누적)
학술발표 (3)
특허 출원 (2)

논문 SCI (1)
논문 비SCI (2)
학술발표 (5)
교육지도 (1)
인력양성 (3)
특허 출원 (3)
특허 등록(2)

논문 SCI (2)
논문 비SCI (1)
학술발표 (6)
교육지도 (1)
인력양성 (1)
특허 출원 (4)
특허 등록(4)

논문 SCI (3)
논문 비SCI (3)
학술발표 (14)
교육지도 (2)
인력양성 (4)
특허 출원 (9)
특허 등록(6)

40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2」

목표(년차별) 고용창출 (2)
홍보전시 (1)
고용창출 (2)

기술실시 (1)
제품화 (1)
매출액 (200)
정책활용 (1)
홍보전시 (2)
고용창출 (2)

기술실시 (1)
제품화 (1)
매출액 (200)
정책활용 (1)
홍보전시 (3)
고용창출 (6)

60

실적(누적)
홍보전시 (6)
고용창출 (16)

홍보전시 (3)
고용창출 (7)

기술이전 (1)
제품화 (1)
매출액 (231)
정책활용 (1)
홍보전시 (8)
고용창출 (9)

기술실시 (1)
제품화 (1)
매출액 (231)
정책활용 (1)
홍보전시 (17)
고용창출 (32)

60

계

학술발표 (3)
특허 출원 (2)
홍보전시 (6)
고용창출 (16)

논문 SCI (1)
논문 비SCI (2)
학술발표 (5)
교육지도 (1)
인력양성 (3)
특허 출원 (3)
특허 등록(2)
홍보전시 (3)
고용창출 (7)

논문 SCI (2)
논문 비SCI (1)
학술발표 (6)
교육지도 (1)
인력양성 (1)
특허 출원 (4)
특허 등록(4)
기술이전 (1)
제품화 (1)
매출액 (231)
정책활용 (1)
홍보전시 (8)
고용창출 (9)

논문 SCI (3)
논문 비SCI (3)
학술발표 (14)
교육지도 (2)
인력양성 (4)
특허 출원 (9)
특허 등록(6)
기술실시 (1)
제품화 (1)
매출액 (231)
정책활용 (1)
홍보전시 (17)
고용창출 (3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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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 여부

(SCIE/비SCIE)
게재일

등록번호
(ISSN)

기여율

1

아스파라거스 
수확작업을 위한 

간이형 
동력운반차 설계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
학 연구지

황석준 32(3) 대한민국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
학연구소

비SCIE 2020.12.31 2233-8322 50

2
실부하 적용을 

통한 농용 트랙터 
변속기 해석

한국기계가
공학회지

남주석
(교신)

14 대한민국
한국기계가

공학회
비SCIE 2020.11.30 1598-6721 50

3

Stereo-vision-base
d crop height 
estimation for 

agricultural robots

Computers 
and 

Electronics 
in Agriculture

이대현,
김완수

769_R2 대한민국 ELSEVIER SCIE 2020.12.30 0168-16699 50

4

Application of Lateral 
Overturning and 

Backward Rollover 
Analysis in a 
Multi-Purpose 

Agricultural Machine 
Developed in South 

Korea

Agronomy
-Basel

황석준 11(2) 대한민국 mdpi SCIE 2021.02.20 2073-4395 50

5

Optimization of Main 
Link Lengths of 

Transplanting Device 
of Semi-Automatic 

Vegetable 
Transplanter

Agronomy
-Basel

황석준 10(12) 대한민국 mdpi SCIE 2020.12.09 2073-4395 50

6

Stability evaluation of 
a proportional valve 

controller for 
forward-reverse 

power shuttle control 
of agricultural 

tractors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
l Science

전현호 48(3) 대한민국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
학연구소

비SCIE 2021.08.18 2466-2402 50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1 AFELiSA2019 김용주 2019.11.06
Yonago convention 

center, JAPAN
일본

2
2019 ASABE Annual 

International Meeting
김용주 2019.07.08 미국 보스톤 미국

3
스마트농업 

크로스코칭 세미나
김용주 2019.10.10 농촌진흥청 대한민국

4

2020년 

(사)한국농업기계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

황석준 2020.06.15
한국농업기계학회/온

라인 발표
대한민국

5

2020 

드라이브·컨트롤 

춘계학술대회

문석표 2020.07.16 금오공과대학교 대한민국

6 2020 AETC 김택진 2020.02.10
Hyatt Regency, 

Louisville, Kentucky
미국

7 2020 ASABE 문석표 2020.07.13
ASABE Online 

conference
미국

8 2020 AETC
Md. Abu Ayub 

Siddique
2020.02.10

Hyatt Regency, 

Louisville, Kentucky
미국

9
KSAM & ARCs 2021 

Spring Conference
백승윤 2021.04.30

국림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대한민국

10

2021년 

(사)한국농업기계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

장문경 2021.04.30 국립농업과학원 대한민국

11
2021 IT융합부문 

학술대회
이준호 2021.05.27

부산 BEXCO 1전시관 

3층 314-316호
대한민국

12

ISTVS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 9th 

Americas Conference

황석준 2021.09.28
Terramechanics/ 

온라인 발표
미국

13

Proceedings of the 

KSAM & ARCs 2021 

Autumn Conference

장문경 2021.10.29 소노벨 제주 대한민국

14

Proceedings of the 

KSAM & ARCs 2021 

Autumn Conference

김정훈 2021.10.29 소노벨 제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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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요약 정보(해당사항 없음)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미활용사유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여부
허용방식

  □ 보고서 원문(해당사항 없음)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해당사항 없음)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1
완충기능을 갖는 

트랙터용 링크장치
대한민국 대호(주) 2019.08.09

10-2019-

0097362
10-2116293 대호(주) 2020.05.22 10-2116293 50 ○

2
동시 작동이 가능한 

트랙터 유압장치
대한민국 대호(주) 2019.12.31

10-2019-

0179193
10-2080086 대호(주) 2020.02.17 10-2080086 50 ○

3

작업 차량의 텔레스코픽 

마스터에 구비되는 

포크리프트 구조

대한민국 대호(주) 2020.07.23
10-2020-

0091483
10-2341613 대호(주) 2021.12.22 10-2341613 50 ○

4
작업기용 마운팅장치 및 

그 장착방법
대한민국 대호(주) 2020.0917

10-2020-

0119601
10-2234091 대호(주) 2021.03.25 10-2234091 50 ○

5
트랙터용 자동브레이크 

장치
대한민국 대호(주) 2021.02.26

10-2021-

0026528
10-2283878 대호(주) 2021.07.26 10-2283878 50 ○

6

어태치먼트가 장착되는 

포크리프터를 갖는 

텔레스코픽 마스터 장치

대한민국 대호(주) 2021.02.26
10-2021-

0026663
10-2297035 대호(주) 2021.0827 10-2297035 50 ○

7 어부바함 대한민국 대호(주) 2020.10.07
40-2020-

0177160
- - - - 50 ○

8

3D 모델링과 3D 

프린팅을 이용한 트랙터 

정적 횡전도각 시험방법

대한민국

강원대학

교산학협

력단

2021.11.22
10-2021-

0161168
- - - - 100 ○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에 √ 표시,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에 √ 표시합니다(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해당사항 없음)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1 동력파종기 2019.05.01. 2019.05..~2022.04. 제 201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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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및 제품 인증(해당사항 없음)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1

  □ 표준화

   ㅇ 국내표준(해당사항 없음)

번호 인증구분1｣ 인증여부2｣ 표준명 표준인증기구명 제안주체 표준종류3｣ 제안/인증일자

     * 1｣ 한국산업규격(KS) 표준, 단체규격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제안 또는 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신규 또는 개정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ㅇ 국제표준(해당사항 없음)

번호 표준화단계구분1｣ 표준명 표준기구명2｣ 표준분과명
의장단 

활동여부
표준특허 
추진여부

표준개발 
방식3｣ 제안자

표준화 
번호

제안일자

     * 1｣ 국제표준 단계 중 신규 작업항목 제안(NP), 국제표준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 국

제표준(IS)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1(JTC1)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제표준(IS), 기술시방서(TS), 기술보고서(TR), 공개활용규격(PAS), 기타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인증기관
(해당 시)

인증일
(해당 시)

1
다목적 

농작업기계
2021.12 대호(주) 대호(주) 농업용 3

  □ 기술 실시(이전)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1 자체실시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 

탑재, 장착이 모두 가능한 
다목적 농작업기계

대호(주) 2021.12.07 22,610,000 22,610,000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

  □ 사업화 투자실적(해당사항 없음)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국내

(천원)
국외

(달러)

1 기술이전 신제품개발 국내
다목적 

농작업기계
제품판매 대호(주) 231,000 2021 10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

     * 3｣ 국내 또는 국외

  □ 매출 실적(누적)

사업화명 발생 연도
매출액

합계 산정 방법
국내(천원) 국외(달러)

다목적 농작업기계 제품판매 2021 231,000 231,000 제품매출(세금계산서)

합계 231,000 2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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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성과 다목적 농작업기계 제품화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3년

소요예산(천원) 400,000

예상 매출규모(천원)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231,000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국내 1 % 3 % 7 %

국외 0 % 0.01 % 0.03 %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실내용 농작업기계(축산, 하우스, 건조장 등),

임업용, 재해복구, 도로관리 및 소방용, 군용 등 특수 목적용으로 접목하여 

개발 추진

무역 수지

개선 효과(천원)

수입대체(내수)
현재 3년 후 5년 후

40,000 200,000 400,000

수출 - 100,000 300,000

  □ 고용 창출

순번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고용창출 인원(명)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1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 

탑재, 장착이 모두 가능한 

다목적 농작업기계 개발

대호(주) 16 7 9 32

합계 16 7 9 32

  □ 고용 효과

구분 고용 효과(명)

고용 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6

생산인력 25

개발 후
연구인력 10

생산인력 30

  □ 비용 절감(누적)

순번 사업화명 발생연도 산정 방법 비용 절감액(천원)

합계

  □ 경제적 파급 효과(해당사항 없음)

(단위: 천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순번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1

다목적 농작업 기계 

계측시스템 개발 방안 

제시 및 계측 데이터 

처리방법 교육

2020-03-19
충남대학교 

농업기계공학과

충남 당진시 송산면 

금암로 171-24
3

2

다목적 농작업 기계 

농작업 실증 및 필드 

테스트 교육

2021-09-03
충남대학교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14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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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무역 (해당사항 없음)

(단위: 천원)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 징수액 총 계약액

해당 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수출/

수입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해당사항 없음)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1 제안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 

탑재, 장착이 가능한 

다목적 농작업기계 

검정방법 및 표준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기계검정팀)
2022 예정 -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해당사항 없음)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1 2020 3 1 2 1
2 2021 1 1 1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해당사항 없음)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해당사항 없음)

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 국제화 협력성과(해당사항 없음)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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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1 중앙TV방송 SBS SBS 드라마 협찬 2019.05.17

2 Internet/PC통신 유튜브 편도1차선 유턴 2020.01.31

3 기타 사내 홍보지 홍보지 2020.04.01

4 Internet/PC통신 유튜브 굴삭작업 2020.04.07

5 Internet/PC통신 유튜브 쟁기작업 2021.01.22

6 Internet/PC통신 유튜브 로터리작업 내구성 테스트 2021.02.08

7 Internet/PC통신 유튜브 고속 주행영상 2021.03.05

8 Internet/PC통신 유튜브 유압으로 로터리를 땅속으로 강제로누르면서 로터리 작업 2021.03.20

9 Internet/PC통신 유튜브 2021 국제농업박람회 농기자재관 2021.10.28

10 지방전문지 충청비즈 세계 속 '농기계 강소기업' 우뚝 2021.11.01

11 Internet/PC통신 유튜브 쟁기작업2 2021.12.23

12 박람회
2019 K-FARM 
귀농귀촌박람회

농용트랙터 외 2019.07.18.~20

13 박람회
2019 옥천군 

중소기업우수제품전시박람회
농용트랙터 외 2019.07.26~28

14 박람회
2019 제16회 

충청북도농업경연인대회
농용트랙터 외 2019.08.12.~14

15 박람회 2019 나주 국제농업박람회 농용트랙터 외 2019.10.17.~27

16 박람회 2019 김제농업기계박람회 농용트랙터 외 2019.11.05.~08

17 박람회 2021 나주 국제농업박람회 농용트랙터 외 2021.10.21.~31

  □ 포상 및 수상 실적(해당사항 없음)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ㆍ장비(해당사항 없음)

구축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부

(○/×)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

구축일자

(YY.MM.DD)

구축비용

(천원)

비고

(설치 장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 밖의 성과]

- 해당사항 없음.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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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목표 달성 수준 

추 진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 다목적 농작업기계 동력본체 및
제어시스템 설계 및 제작

- 다목적 농작업기계 동력본체 시제품 설계 및 제작
-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 장착, 탑재가 가능한 가변형
차체 프레임 설계 및 제작
- 최대 조향 시 간섭을 최소화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전/후 차축 및 현가장치 제작
- 운전석 회전 제어 시스템 및 틸팅 캐빈 설계 및 제작
- 여성, 고령 농업인의 작업의 편이성 및 안정성 확보기
술이 적용된 동력본체 플랫폼 설계 및 제작
- 작업기 자동 탈부착 장치 제작 및 자세제어, 원격제
어 시스템 개발

100%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현장실증 및
성능고도화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현장실증을 통한 성능고도화
진행
- 현장실증 및 성능시험을 통한 보완 개선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최종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추진

100%

○ 전도/전복 시뮬레이션 모델 최적화

- 지형 환경에 맞는 조건 설정 및 동역학 시뮬레이션
모델링
- 지면의 경사도, 장애물의 높이 및 형상의 변화에 따
른 트랙터의 측방전도/후방전복 성능평가
- 트랙터의 측방전도/후방전복을 야기하는 요인에 대
한 분석
- 측방전도 및 후방전복을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한 상
호 연관성 분석 및 중요도 도출

100%

○ 차체프레임 구조해석 및 필드 작
업 부하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모델 최적화

- 동력전달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및 취약부 분석
- 부하 계측 및 작업환경, 작업조건, 작업속도에 따른
부하데이터 분석
- 부하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한 동력전달 시스
템의 강도 해석
- 성능평가를 통한 차체 프레임의 최적화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100%

○ 다목적 농작업기계 시험평가 프로
세서 설계 및 성능시험 진행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시험평가 방법, 기준 표준화
- 시험방법, 시험기준 표준화 및 성능시험 진행

100%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1) 목표 미달 원인(사유) 자체분석 내용

- 해당사항 없음.

 2) 자체 보완활동

- 해당사항 없음.

 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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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기술적 측면

- 국내 독자 기술개발로 글로벌 수출전략형 상품확보 가능

- 작업의 효율성을 갖춘 첨단농업기계 제조기술 확보

- 해외 의존하던 선진기술의 국내 기술력 확보를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 경제적 측면

-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 탑재, 장착이 가능하여 인건비, 장비 구입비 절감을 통한 농가 부담완화

- 효율적인 농작업 시간 단축 및 작업능률 극대화로 인한 농업현장 활성화 기대.

- 효율적인 농작업이 가능하여 작업 피로도 감소 및 농가 생산성 증대, 작업 안정성 확보

○ 사회적 측면

- 다양한 요소기술 접목을 통해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의 작업효율, 작업능력, 노동의 편의성을 제공

- 첨단 농기계 보급확대를 통한 여성 및 고령농업인 문제 해결 및 농업분야 활성화 기대

- 관련 농기계 생산, 판매 증가로 인한 고용창출 및 지역 활성화 기대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연구개발 성과관리

- 농업인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보완함으로 개발기술 완성도 향상과 경쟁력 강화

- 개발기술을 통한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확보 추진

- 개발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한 농업 및 축산 농가 임대사업을 통한 시범 보급 추진

- 온ž오프라인 및 전시회 참가를 통한 제품홍보로 인한 매출 향상 추진

○ 활용계획

- 작업기의 견인, 탑재, 장착이 가능하여 다양한 농작업에 활용

- 협소한 공간에서 선회능력이 우수하여 축사에서 볏짚, 베일러, 사료, 분뇨처리와 식량 및 원예 하우

스에서 퇴비, 비료, 수확물 운반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작업에 활용.

- 농작업 이외에 축산, 원예, 임업, 재해복구, 소방 및 특수 목적용 차량 등 다양한 분야 확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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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표 >

구분(정량 및 정성적 성과 항목) 연구개발 종료 후 5년 이내

국외논문

SCIE

비SCIE

계

국내논문

SCIE

비SCIE 1

계 1

특허출원

국내 3

국외

계 3

특허등록

국내 6

국외

계 9

인력양성

학사

석사 1

박사

계 1

사업화

상품출시 1

기술이전

공정개발

제품개발 시제품개발 4

비임상시험 실시

임상시험 실시

(IND 승인)

의약품

1상

2상

3상

의료기기

진료지침개발

신의료기술개발

성과홍보

포상 및 수상실적

정성적 성과 주요 내용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참고문헌

2) 시험성적서

3) 증빙자료

4) 자체평가의견서

5) 연구성과 활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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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dynamic Phase I overturn of conventional farm tractors with front axle pivot. Biosyst. Eng., 

134, 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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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증빙자료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6건(SCI 3건, 비SCI 3건)

[SCI 논문 - Stereo-vision-based crop height 
estimation for agricultural robots, 2020.12.30 ]

[SCI 논문 - Application of Lateral Overturning and 
Backward Rollover Analysis in a Multi-Purpose 
Agricultural Machine Developed in South Korea, 

2021.02.20]

[SCI 논문 - Optimization of Main Link Lengths of 
Transplanting Device of Semi-Automatic 

Vegetable Transplanter, 2020.12.09]

[비SCI 논문 -아스파라거스 수확작업을 위한 간이형 
동력운반차 설계,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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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SCI 논문 -실부하 적용을 통한 농용 트랙터 
변속기 해석, 2020.11.30 ]

[비SCI 논문 -Stability evaluation of a proportional 
valve controller for forward-reverse power shuttle 

control of agricultural tractors, 2021.08.18]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14건

[Study on fatigue life simulation of compound 
planetary gear in hydraulic mechanical 

transmission, AFELiSA2019, 2019.11.06]

[Analysis of helical gear reducer using simulation 
program KISSsoft, 2019 ASABE Annual 

International Meeting,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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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kW급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변속기 강도 해석, 
스마트농업 크로스코칭 세미나, 2019.10.10]

[상용 반자동 채소 정식기의 식부장치 최적설계에 
관한 연구, 2020년 (사)한국농업기계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 2020.06.15]

[다목적 농작업기계 변속기 부변속부 해석, 2020 
드라이브·컨트롤 춘계학술대회, 2020.07.16]

[Study in Strength Analysis of Driving Shift Gears 
according to Plow Tillage of 78 kW Tractor in 

Korea, 2020 AETC,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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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 Point Analysis of Tractor Transmission 
Gears according to agricultural operation, 2020 

ASABE, 2020.07.13]

[Development of the pressure control algorithm 
for the proportional valve of a rice transplanter, 

2020 AETC, 2020.02..10]

[전기구동 AWD 트랙터의 견인 성능 평가, KSAM & 
ARCs 2021 Spring Conference, 2021.04.30]

[67 kW 급 농업용 트랙터의 경운작업별 배기가스 
배출량 분석, 2021 IT융합부문 학술대회,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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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와 장애물의 형상에 따른 다목적 농작업기계 
측방전도 및 후방전복 안전성 분석, Proceedings of 

the KSAM & ARCs 2021 Autumn Conference, 
2021.10.29]

[로드셀을 이용한 농업부산물 수집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Proceedings of the KSAM & ARCs 

2021 Autumn Conference, 2021.10.29]

[SIMULATION STUDY FOR OVERTURNING AND 
ROLLOVER PERFORMANCE OF A  

MULTI-PURPOSE AGRICULTURAL MACHINE, 
ISTVS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 9th 

Americas Conference, 2021.09.28]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평지주행 전도/전복 안정성 
분석, Proceedings of the KSAM & ARCs 2021 

Spring Conference,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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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특허출원 8건, 상표출원1건, 특허등록 5건

[특허출원 – 완충 기능을 갖는 트랙터용 링크장치(10-2019-0097362), 2019.09.09]

[특허출원 – 동시 작동이 가능한 트랙터 유압장치(10-2019-0179193),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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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 작업 차량의 텔레스코픽 마스터에 구비되는 포크리프트 구조(10-2020-0091483), 
2020.07.23]

[특허출원 – 작업기용 마운팅장치 및 그 장착방법(10-2020-0119601),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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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 트랙터용 자동브레이크 장치(10-2021-0026528), 2021.02.26]

[특허출원 – 어태치먼트가 장착되는 포크리프터를 갖는 텔레스코픽 마스터 장치(10-2021-0026663),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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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 3D 모델링과 3D 프린팅을 이용한 트랙터 정적 횡전도각 시험방법(10-2021-0161168), 
2021.11.22]

[상표출원 – 어부바함, 12류(40-2020-0177160),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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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 완충 기능을 갖는 트랙터용 링크장치(10-2116293), 2020.05.22]

[특허등록 – 동시 작동이 가능한 트랙터 유압장치(10-2080086),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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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 작업기용 마운팅장치 및 그 장착 방법(10-2234091), 2021.03.25]

[특허출원 – 트랙터용 자동브레이크 장치(10-2283878),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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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 어태치먼트가 장착되는 포크리프터를 갖는 텔레스코픽 마스터 장치(10-2297035), 
2021.08.27]

[특허등록 – 작업차량의 텔레스코픽 마스터에 구비되는 포크리프트 구조(10-2341613),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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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컨설팅 2건

[다목적 농작업 기계 계측시스템 개발 방안 제시 및 
계측 데이터 처리방법 교육, 2020.03.19]

[다목적 농작업 기계 농작업 실증 및 필드 테스트 
교육, 2021.09.03.]

□ 정책활용 1건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 탑재, 장착이 가능한 다목적 농작업기계 검정방법 및 표준화, 20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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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 32건(간접고용 포함)

순번 고용인력 학위 인력양성년도 인력양성대상수 비고

1 박*현 석사 2020 1

2 문*표 석사 2020 1

3 이*호 석사 2020 1

4 이*연 석사 2021 1 여

□ 고용창출 32건(간접고용 포함)

순번 고용인력 고용기관명 고용창출일 고용형태 비고

1 박*관 대호(주) 2019-01-07 정규직

2 안*우 대호(주) 2019-01-07 정규직

3 박*수 대호(주) 2019-01-14 정규직

4 김*명 대호(주) 2019-01-16 정규직

5 이*우 대호(주) 2019-01-21 정규직

6 구*모 대호(주) 2019-02-11 정규직

7 손*석 대호(주) 2019-02-12 정규직

8 김*우 대호(주) 2019-02-13 정규직 청년고용

9 박*수 대호(주) 2019-03-04 정규직

10 이*윤 대호(주) 2019-03-21 정규직

11 브라*언 대호(주) 2019-04-01 정규직

12 에* 대호(주) 2019-06-01 정규직

13 봉*아 대호(주) 2019-08-05 정규직 청년고용

14 이*형 대호(주) 2019-09-16 정규직

15 알* 대호(주) 2019-09-30 정규직

16 임*삼 대호(주) 2019-11-01 정규직

17 이*규 대호(주) 2020-01-02 정규직

18 이*천 대호(주) 2020-01-28 정규직

19 조*우 대호(주) 2020-03-01 정규직 청년고용

20 유*서 대호(주) 2020-03-24 정규직

21 임*삼 대호(주) 2020-07-17 정규직

22 이*희 대호(주) 2020-08-03 정규직

23 박*원 대호(주) 2020-10-01 정규직

24 지*환 대호(주) 2021-01-04 정규직

25 황*섭 대호(주) 2021-01-04 정규직

26 정*현 대호(주) 2021-01-06 정규직

27 박*권 대호(주) 2021-01-07 정규직

28 민*기 대호(주) 2021-03-05 정규직

29 박*영 대호(주) 2021-05-11 정규직

30 김*형 대호(주) 2021-09-08 정규직

31 방*규 대호(주) 2021-10-27 정규직

32 김*한 대호(주) 2021-11-17 정규직

□ 홍보전시 17건

[중앙TV방송 - 드라마협찬 (2019.05.17)] [Internet/PC통신 - 유튜브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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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내 홍보자료 (2020.01.31)] [Internet/PC통신 - 유튜브 (2020.04.07)]

[Internet/PC통신 - 유튜브 (2021.01.22)] [Internet/PC통신 - 유튜브 (2021.02.08)]

[Internet/PC통신 - 유튜브 (2021.03.05)] [Internet/PC통신 - 유튜브 (2021.03.20)]

[Internet/PC통신 - 유튜브 (2021.10.28)] [지방전문지 - 충청비즈 (2021.11.01)]

[Internet/PC통신 - 유튜브 (2021.12.23)]
[전시회참가 – 2019 K-FARM 귀농귀촌박람회 

(2019.07.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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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참가 – 2019 옥천군 
중소기업우수제품전시박람회 (2019.07.26.~28)]

[전시회참가 – 2019 제16회 
충청북도농업경연인대회 (2019.08.12.~14)]

전시회참가 – 2019 나주 국제농업박람회 
(2019.10.17.~27)]

[전시회참가 – 2019 김제농업기계박람회 
(2019.11.05.~08)]

[전시회 참가 - 2021년 나주국제농업 박람회 (2021.10.21. ~30, 11일간), 나주시 산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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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자체평가의견서

1. 과제현황

과제번호 319041-3

사업구분 농식품기술개발사업

연구분야 농림축산분야
과제구분

단위

사 업 명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주관

총괄과제 기재하지 않음 총괄책임자 기재하지 않음

과 제 명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 탑재, 장착이 모두 가능한 

다목적 농작업기계 개발
과제유형 (개발)

연구개발기관
대호(주), 충남대학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강원대학교
연구책임자 김중호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019.04.~2019.12. 500,000 166,800 541,800

2차년도 2020.01.~2020.12. 670,000 223,500 893,500

3차년도 2021.01.~2021.12. 670,000 223,500 893,500

4차년도

5차년도

계 1,840,000 613,800 2,453,800

참여기업 대호(주), 충남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상 대 국 상대국연구개발기관

※ 총 연구기간이 5차년도 이상인 경우 셀을 추가하여 작성 요망

2. 평가일 : 2021.12.31

3. 평가자(연구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대호(주) 대표이사 김 중 호

4. 평가자(연구책임자) 확인 :

본인은 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본 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확 약 김 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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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발실적

※ 다음 각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평가한 등급 및 실적을 간략하게 기술(200자 이내)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창의성

  ■ 등급 : (우수)

- 본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 탑재 장착이 가능한 다목적 농작업기계는 한 대의 동

력본체로 다양한 작업에 사용할 수 있어 인건비, 장비 구입비 절감을 통한 농가 부담완화할 수 있음.

- 다양한 어태치먼트 탈부착을 통해 효율적인 농작업에 활용 가능하여 가동률과 효율성이 높으며, 다양

한 요소기술 접목을 통해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의 작업효율, 작업능력, 노동의 편의성을 제공함.

- 이는 작업의 효율성을 갖춘 첨단농업기계 제조기술 확보로 해외 의존하던 선진기술의 국내 기술력 확

보를 통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 등급 : (우수)

- 국내 독자 기술개발로 글로벌 수출전략형 상품확보 가능.

- 작업의 효율성을 갖춘 첨단농업기계 제조기술 확보.

- 해외 의존하던 선진기술의 국내 기술력 확보를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 탑재, 장착이 가능하여 인건비, 장비 구입비 절감을 통한 농가 부담완화.

- 효율적인 농작업 시간 단축 및 작업능률 극대화로 인한 농업현장 활성화 기대.

- 효율적인 농작업이 가능하여 작업 피로도 감소 및 농가 생산성 증대, 작업 안정성 확보.

- 다양한 요소기술 접목을 통해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의 작업효율, 작업능력, 노동의 편의성을 제공.

- 첨단 농기계 보급확대를 통한 여성 및 고령농업인 문제해결 및 농업분야 활성화 기대.

- 관련 농기계 생산, 판매 증가로 인한 고용창출 및 지역 활성화 기대.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 등급 : (우수)

- 작업기의 견인, 탑재, 장착이 가능하여 다양한 농작업에 활용.

- 협소한 공간에서 선회능력이 우수하여 축사에서 볏짚, 베일러, 사료, 분뇨처리와 식량 및 원예 하우스

에서 퇴비, 비료, 수확물 운반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작업에 활용.

- 농작업 이외에 축산, 원예, 임업, 재해복구, 소방 및 특수 목적용 차량 등 다양한 분야 확대 활용.

- 개발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해 2022~2023년에는 임대사업을 통한 시범보급을 추진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지속적 청취하여 보완함으로서 개발기술의 완성도를 높여 가고자 함.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 등급 : (우수)

- 연구개발 기간 다목적 농작업기계에 대하여 설계, 제작, 현장실증 및 성능시험 등 단계적으로 주관, 

협동, 위탁 기관들 간의 주기적인 세미나 및 진도 점검을 통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완료

하였으며, 상호 협력을 통해 연구를 성실히 추진하였음.

- 연구 개발된 기술은 자체 기술이전을 실시하여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제품화와 시제품 판매를 추진하

였으며, 나아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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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 지적소유권, 발표회 개최 등)

  ■ 등급 : (우수)

- 학술적 성과로는 한국농업기계학회 등의 학술지에 다목적 농작업기계 개발 등을 주제로 6편의 논문게

재와 14편의 학술 발표를 하였으며, 산업적 성과로는 트랙터 차체레벨 감지장치(10-2059839) 등 관

련기술에 대해 산업재산권을 등록 5건, 출원 8건, 상표출원 1건을 진행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직접

실시 기술이전을 완료 하였음. 

- 또한, 기술 이전된 건에 대하여 상품화와 시제품 판매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농기계 제품등록을 통한 

보급화를 추진중에 있음.

- 연구결과의 효율적인 사업화 및 보급확산을 위하여 기술이전, 상품화, 홍보전시를 통하여 당초의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함.

구분
논문게재 학술발표 산업재산권

기술이전 상품화
정책활용
/홍보전시SCI 비SCI 국내 국제 출원 등록

목표 2 3 5 6 3 1 1 4

1차년 1 2 2 6

2차년 1 2 2 3 3 2 3

3차년 2 1 5 1 4 4 1 1 9

소계 3 3 8 6 9 6 1 1 17

달성률 150 100 100 160 150 200 100 100 425

Ⅱ. 연구목표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비중
(%)

달성도
(%)

자체평가

다목적 농작업기계 
동력본체 및 제어시스템 

설계, 제작 
40 100

- 다목적 농작업기계 동력본체 시제품 설계 및 제작
-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 장착, 탑재가 가능한 가변형 차체 

프레임 설계 및 제작
- 최대조향시 간섭을 최소화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전/후 

차축  및 현가장치 제작
- 운전석 회전 제어 시스템 및 틸팅 캐빈 설계 및 제작
- 여성, 고령 농업인의 작업의 편이성 및 안정성 확보기술이 

적용된 동력본체 플랫폼 설계 및 제작
- 작업기 자동 탈부착 장치 제작 및 자세제어, 원격제어 

시스템 개발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현장실증 및 성능고도화

20 100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현장실증을 통한 성능고도화 진행 
- 현장실증 및 성능시험을 통한 보완 개선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최종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추진

전도/전복 시뮬레이션 모델 
최적화

15 100

- 지형 환경에 맞는 조건 설정 및 동역학 시뮬레이션 모델링
- 지면의 경사도, 장애물의 높이 및 형상의 변화에 따른 

트랙터의 측방전도/후방전복 성능평가
- 트랙터의 측방전도/후방전복을 야기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
- 측방전도 및 후방전복을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한 상호 

연관성 분석 및 중요도 도출

차체프레임 구조해석 및 
필드 작업 부하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모델 

최적화

15 100

- 동력전달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및 취약부 분석
- 부하 계측 및 작업환경, 작업조건, 작업속도에 따른 

부하데이터 분석
- 부하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한 동력전달 시스템의 

강도 해석
- 성능평가를 통한 차체 프레임의 최적화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다목적 농작업기계 
시험평가 프로세서 설계 및 

성능시험 진행
10 100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시험평가 방법, 기준 표준화
- 시험방법, 시험기준 표준화 및 성능시험 진행

합계 100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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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 다목적 농작업기계 동력본체, 탈 부착형 적재함을 포함하여 다목적 농작업기계(RM135)를 개발하였으

며, 적재함부는 동력본체의 후방 3점 링크에 연결되어 가변형 프레임이 적용된 구조로 개발되었음.

- 연구개발 기간동안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설계, 제작, 현장실증 및 성능시험 등 단계적으로 성실하게  

연구 수행하였으며, 연구개발된 다목적 농작업기계는 실제 밭 경사 농작업 환경, 축사작업, 운반작업 

등 연계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농민들의 의견과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여 기

술개발사업을 완수하였음

- 수행된 연구개발기술은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이전, 상품화를 추진하였으며, 첨단농기계 보급확대를 

통한 농업분야 활성화가 기대됨.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 없음.

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 개발이 완료된 다목적 농작업기계는 작업기의 견인, 탑재, 장착이 가능하여 다양한 농작업에 활용이 

가능하여 인건비, 장비 구입비 절감을 통한 농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농작업 시간 

단축 및 작업능률 극대화로 인한 농가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음.

- 농작업뿐만 아니라 협소한 공간에서 선회능력이 우수하여 축사에서 볏짚, 베일러, 사료, 분뇨처리, 원

예 하우스에서 퇴비, 비료, 수확물 운반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작업에 활용 가능하며, 축산, 

원예, 임업, 재해복구, 소방 및 특수 목적용 차량 등 다양한 분야 확대 활용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농업인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 보완하여 개발기술 완성도 향상과 향후 상용화 추진으로 인한 매

출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 될 것으로 판단함.

Ⅳ. 보안성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보안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함.

1. 연구책임자의 의견

- 해당사항 없음.

2. 연구개발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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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연구성과 활용계획서

1. 연구과제 개요

사업추진형태  □자유응모과제   ▣지정공모과제 분 야 농림축산분야

연 구 과 제 명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 탑재, 장착이 모두 가능한 다목적 농작업기계 개발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호(주) 주관연구책임자 김 중 호

연 구 개 발 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타 총연구개발비

1,840,000,000 613,800,000 2,453,800,000

연구개발기간 2019. 04.16. ~ 2021. 12. 31.

주요활용유형
 □산업체이전         □교육 및 지도         □정책자료         ▣기타( 제품화   )

 □미활용 (사유:                                                             )

2. 연구목표 대비 결과

당초목표 당초연구목표 대비 연구결과

① 다목적 농작업기계 동력본체 및 제어시스템 
개발

- 다목적 농작업기계 동력본체, 다목적 적재함 시제품 
설계 및 제작

- 가변형 차체 프레임 설계 및 제작
- 최대조향시 간섭을 최소화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전/

후 차축  및 현가장치 제작
- 운전석 회전 제어 시스템 및 틸팅 캐빈 설계 및 제작
- 여성, 고령 농업인의 작업의 편이성 및 안정성 확보기

술이 적용된 동력본체 플랫폼 설계 및 제작
- 작업기 자동 탈부착 장치 제작 및 자세제어, 원격제

어 시스템 개발

② 다양한 작업기의 견인, 탑재, 장착이 모두 가
능한 다목적 농작업기계 최종 시제품 제작

- 다목적 농작업기계 개발 및 제품화 완료

③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현장실증 및 성능고
도화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현장실증을 통한 성능고도화 
진행 

- 현장실증 및 성능시험을 통한 보완 개선 

④ 전도/전복 시뮬레이션 모델 최적화

- 지형 환경에 맞는 조건 설정 및 동역학 시뮬레이션 
모델링

- 지면의 경사도, 장애물의 높이 및 형상의 변화에 따
른 트랙터의 측방전도/후방전복 성능평가

- 트랙터의 측방전도/후방전복을 야기하는 요인에 대
한 분석

- 측방전도 및 후방전복을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한 상
호 연관성 분석 및 중요도 도출

⑤ 차체프레임 구조해석 및 필드 작업 부하 데
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모델 최적화

- 동력전달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및 취약부 분석
- 부하 계측 및 작업환경, 작업조건, 작업속도에 따른 

부하데이터 분석
- 부하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한 동력전달 시스

템의 강도 해석
- 성능평가를 통한 차체 프레임의 최적화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⑥ 다목적 농작업기계 시험평가 프로세서 설
계 및 성능시험 진행

-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시험평가 방법, 기준 표준화
- 13개 항목에 대한 성능시험 및 기술지도 실시
  (목표치 이상의 성능시험 완료)

 * 결과에 대한 의견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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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목표 대비 성과 

(단위 : 건수, 백만원, 명)

4. 핵심기술

구분 핵 심 기 술 명

① 가변형 차체 프레임 구조

② 최소 반경 조향시스템

③ 운전석 회전 기술

④ 원격제어시스템

⑤ 현가장치 기술

⑥ 자세제어 기술

⑦ 작업기 자동 탈부착 장치

5. 연구결과별 기술적 수준

구분

핵심기술 수준 기술의 활용유형(복수표기 가능)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외국기술

복    제

외국기술

소화ㆍ흡수

외국기술

개선ㆍ개량

특허

출원

산업체이전

(상품화)

현장애로 

해    결

정책

자료
기타

①의 기술 √ √

②의 기술 √ √ √

③의 기술 √ √ √

④의 기술 √ √

⑤의 기술 √ √

⑥의 기술 √ √

⑦의 기술 √ √ √

 * 각 해당란에 v 표시

성과

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지식

재산권

기술

실시

(이전)

사업화
기

술

인

증

학술성과
교

육

지

도

인

력

양

성

정책

활용·홍보

기
타︵
타
연
구 
활
용 
등︶

특

허

출

원

특

허

등

록

품

종

등

록

S

M

A

R

T

건

수

기

술

료

제

품

화

매

출

액

수

출

액

고

용

창

출

투

자

유

치

논문 논
문
평
균 
I
F

학

술

발

표

정

책

활

용

홍

보

전

시

S
C
I

비
S
C
I

단위 건 건 건

평
균
등
급

건
백
만
원

건
백
만
원

백
만
원

명
백
만
원

건 건 건 건 명 건 건

가중치 10 10 10 20 15 15 10 5 5

최종

목표
6 3 1 1 200 6 2 3 5 2 2 1 3

당해

년도

목표 6 3 1 1 200 6 2 3 5 2 2 1 3

실적 9 5 1 22.6 1 231 32 3 3 14 2 4 1 19

달성률

(%)
150167 100 100 100 116 533 150 100 280 100 200 100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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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연구결과별 구체적 활용계획

핵심기술명 핵심기술별 연구결과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①의 기술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인 농작업으로 작업시간 단축 및 작업능률 극대화

②의 기술 선회시 바퀴별 회전수 조절을 통하여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능률 극대화

③의 기술 작업능률 저하 문제 해결 및 장시간 작업시 피로도 감소

④의 기술 농작업기의 종/횡방향 및 작업기 제어를 통한 능률 향상

⑤의 기술 완충효과 향상에 따른 차체 내구성 및 운전자 부상 방지율 향상

⑥의 기술 자세제어 기능 적용을 통한 전복방지 등 안정성 향상

⑦의 기술 다양한 구조의 작업기 탈부착 편의성 제공

7. 연구종료 후 성과창출 계획

(단위 : 건수, 백만원, 명)

8. 연구결과의 기술이전조건(산업체이전 및 상품화연구결과에 한함)

핵심기술명1) 작업기용 마운팅장치 및 그 장착 방법(10-2234091)

이전형태 □무상  ▣유상 기술료 예정액 22,610천원

이전방식2)
     □소유권이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협의결정 

     ▣기타(직접실시)

이전소요기간 - 실용화예상시기3) 2021.12

기술이전시 선행조건4) 자체 기술실시

 1) 핵심기술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핵심기술별로 위의 표를 별도로 작성

 2) 전용실시 : 특허권자가 그 발명에 대해 기간ㆍ장소 및 내용을 제한하여 다른 1인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권리

통상실시 : 특허권자가 그 발명에 대해 기간ㆍ장소 및 내용을 제한하여 제3자에게 중복적으로 허락한 권리

 3) 실용화예상시기 : 상품화인 경우 상품의 최초 출시 시기, 공정개선인 경우 공정개선 완료시기 등

 4) 기술 이전 시 선행요건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반 사전협의사항(기술지도, 설비 및 장비 등 

기술이전 전에 실시기업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을 기재)

성과
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지식
재산권

기술
실시

(이전)
사업화

기
술
인
증

학술성과
교
육
지
도

인
력
양
성

정책
활용·홍보

기
타︵
타
연
구 
활
용 
등︶

특
허
출
원

특
허
등
록

품
종
등
록

S
M
A
R
T

건
수

기
술
료

제
품
화

매
출
액

수
출
액

고
용
창
출

투
자
유
치

논문 논
문
평
균 
I
F

학
술
발
표

정
책
활
용

홍
보
전
시

S
C
I

비
S
C
I

단위 건 건 건

평
균
등
급

건
백
만
원

건
백
만
원

백
만
원

명
백
만
원

건 건 건 건 명 건 건

가중치 10 10 10 20 15 15 10 5 5

최종목표 6 3 1 1 200 6 2 3 5 2 3

연구기간내 
달성실적

9 6 1 22.6 1 231 32 3 3 14 2 4 1 17

연구종료후 
성과장출 

계획
3 6 5 12,625 1,750 16 1 4 5 1 1 10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첨단생산기술개발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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