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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정식기는 주로 노외에서 사용되므로 사용자에 따라 극심한 작업환경 하에 놓일 수 있다. 사용 중 정식

기 호퍼에 토양이나 자갈, 돌 등에 의해 반복적인 하중이 가해지거나 순간적인 충격하중이 가해져 취약

부가 파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양과 직접 맞닿는 삽날부의 경우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제작이 필수

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형 반자동 정식기 개발에서 고추묘와 같은 초장이 긴 작물의 묘를 효과적으

로 이식할 수 있도록 개선된 삽날에 해 기존 삽날과 강도 및 강성을 비교하고, 그 결과가 삽날의 내구성

에 미칠 영향에 하여 고찰하였다.
실험에는 양날 개폐 방식의 기존 및 개선삽날 2종이 사용되었으며, 각각 3회씩 정적 강도를 평가하였

다. 실제 정식기 사용시 하중이 가해지는 방향은 삽날에 수직한 방향의 압축하중으로 이를 모사하여 일

정변위 속도로 삽날에 하중을 가하였으며, 시험 진행시 DAQ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하중 및 변위 데

이터를 저장하여 시험 종료 후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여 P-δ 선도를 도출하였다. 시험 결과 기존삽날의 평

균 최 하중이 개선삽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  하중이 나타나는 지점의 변위의 경우, 기
존삽날이 개선삽날에 비해 짧게 나타났다.

정적 강도측면에서 개선삽날이 기존삽날에 비해 최  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실제 호

퍼의 내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인자는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충격하중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정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면서, 기존삽날에 비해 낮은 강성을 가

지는 개선삽날이 변형을 통한 충격에너지 흡수로 오히려 삽날 조립체(호퍼)의 내구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존 및 개선삽날을 적용한 호퍼에 해 피로시험을 수행하여 관련 내용을 실

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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