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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급경사 지형과 간벌사업, 소규모 목재생산 등에 효율적인 가선계 집재기계인 트랙터 부착형 타워

집재기를 개발하고자 수행하였다. 타워집재기의 유압동력원은 트랙터의 PTO를 이용한 3개의 유압펌프를 장착하여 4

개의 드럼 구동용 모터와 인터록크용 클러치 실린더, 타워신장용 실린더, 아웃트리거 실린더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였으며, 런닝스카이라인 삭장방식과 인터록크 기능을 채택하고 더블캡스턴드럼과 와이어로프 저장드럼,

인터록크 클러치를 장착한 타워집재기를 개발하였다. 또한 더블캡스턴 드럼의 윈치 구동력 및 견인력과 가선의 이

송속도를 산출하여 윈치 구동력은 191 kg·m, 윈치 견인력은 1,910 kgf, 더블캡스턴 드럼의 회전수는 220.5 rpm, 가선

의 이송속도는 138.5 m/min의 타워집재기를 개발하였다. 메인라인 250 m와 홀백라인 450 m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메

인라인 및 홀백라인 저장드럼의 플랜지 직경은 각각 약 360 mm와 약 460 mm가 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런

닝스카이라인 삭장방식에 맞고 쵸킹작업이 용이하고 집재목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를 장착한 반송기를 개

발하였으며, 타워집재기의 인터록크 기능을 고려하고 조작의 수월성과 작업의 효율성을 위한 유선 리모트 콘트롤러

를 개발하였다. 타워집재기의 견인 및 이동을 위해 트랙터의 후방 3점 히치 연결장치와 고무바퀴를 장착하였으며,

타워집재기의 안전성과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우트리거와 버팀줄을 장착한 타워집재기를 개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mobile tower-yarder with tractor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that is the efficient yarder in steep terrains, thinning operation and small scale logging operation. It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that the power source of tower-yarder is equiped three hydraulic pump connected to PTO of

tractor, and three hydraulic pump is used to operate the four motor for drum, the cylinder for clutch of inter-

locker, the cylinder for tower expanding and the out-rigger cylinder. It was to adopt the running skyline system

and the inter-lock function, and to equip the double capstan drum, the storage drum and the clutch for inter-

lock in the development of tower-yarder. It was to develop the tower-yarder which the winch torque of double-

capstan drum, the traction force of double-capstan drum, the number of rotation of double-capstan drum and the

line speed is 191 kg·m, 1,910 kgf, 220.5 rpm and 138.5 m/min, respectively. And it was known that the

optimum flange diameter of the main and haulback storage drum is about 360 mm and about 460 mm in order

to storage the main line length of 250m  and the haulback line length of 450 m. The carriage was made to

adopt the running skyline system and to equip the lock function in order to the convenience of chocking and

the fall down preventing of tree. It was provided to develop the wire remote controller for the inter-lock

function, the convenience of control and the efficiency of yarding. In development process, this tower-yarder

was attached the 3-point linkage hitch equipment and the tire wheel for the traction and moving of tower-yarder.

Also, it was equipped that the out-rigger and the guy line in order to raise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yarding

of tower-ya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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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산림은 아직 전체 산림의 약 61%가 30년생

이하의 어린 나무로 앞으로 대경 우량목 생산을 위해서

간벌작업과 보육작업 등 더욱 산림자원화 사업이 필요하

며, 그 일환으로 어린 산림을 대상으로 간벌작업과 보육

작업 등 산림자원화 사업과 숲 가꾸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산림청, 2007).

임업노동력 확보는 농촌인구의 절대적인 부족과 고령

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산림작업은 작

업환경이 가장 열악하여 젊은 노동력확보가 어렵고 대부

분 인력에 의존하는 노동집약 형태로서 인건비 상승에 따

라서 작업비가 급등하고 있으므로 인력위주의 작업을 기

계화하여 장기적으로 인건비의 상승과 노동력 부족에 대

처할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족하고 고령화된 농산촌

의 인구에 따른 임업노동력을 대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작업을 위하며, 앞으로 증가할 국산재의 수요 및 간

벌 등의 산림작업에 대처하기 위한 임업기계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임목수확작업시스템은 주로

벌목업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시스템으로서 체인톱

을 이용한 벌도 및 조재작업과 굴삭기부착 우드그랩에 의

한 하산집재작업 및 집적작업과 작업로 개설, 작업로를 이

용한 소운재용 트럭(영운기)에 의한 소운재의 임목생산작

업 방법이다. 따라서 급경사지에 적합한 가선계 중심의 임

목생산기계가 아닌 차량계 중심의 임목생산기계로 인한

효율성 저하와 산지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가선계 임

업기계인 타워집재기 등을 이용한 임목수확작업시스템이

필요하다(북부지방관리청, 2001; 이근태·박상준, 2001;

2002; 2003).

2006년말 현재 산림청, 시·도, 산림조합 등 임업관련

기관에 보급된 임업기계는 총 26,226대이며, 이중에서 임

업기계화의 중요한 임목생산장비는 10,619대로서 약 40%

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종별 보급비율은 체인톱 70%, 수

라 20%를 차지하고 있고 임업기계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집·운재장비의 보급은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트랙터집재기와 HAM200, 트랙터가 95대가 보급되어 있

다. 이를 볼 때 임업기계의 보급대수와 임목생산기계는 절

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임업기

계의 도입 및 연구·개발은 임업기계화의 필수적인 사항

이다(산림청, 2007).

한편, 국내에 다수 도입되어 운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가

선계 타워집재기(Tower-yarder)는 일본 오이까와사의

RME-200T 및 RME-300T, 오스트리아 Koller사 K-300시

리즈 타워집재기, 트랙터부착 집재기인 FARMI 윈치와 같

은 외국기종이 있으며, 일부 국내에서 개발 보급되어 있

는 트랙터부착 집재기인 HAM200과 춘천집재기 등이 있

다. 이들 가선계 집재기계는 외국의 도입기종이거나 국내

에서 타워 윈치형태로 개발된 기종으로서 우리나라 실정

에 적합한 기종이나 도입 가격과 A/S문제 등의 외국 도입

기종에 따른 국내 사용상 애로사항이 많다. 또한 국내 개

발기종도 아직 기술적인 문제와 기계적인 문제 등으로 다

소 효율성이 떨어진다(산림청, 2006). 따라서 우리나라 지

형 및 임상, 임목수확작업시스템 등에 맞는 임업기계의 도

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임업기계 연구 개발은 1982년 국립산

림과학원의 묘포장용 단근기 개발을 시작으로 소형 집재

차, 트랙터부착 소형윈치를 개발한 바 있다(산림청, 1999).

우리나라의 주요 임업기계 연구 개발 상황을 살펴보면, 밤

수집기 개발(국립산림과학원, 1996)과 배부식 자동지타기

개발(국립산림과학원, 1998)로 밤 수집기와 자동지타기를

개발하였으며, 한국형 임업기계·장비개발(국립산림과학

원, 1999)과제의 일환으로 타워야더 및 로그그래플 크레

인을 장착한 4륜구동 다목적 집재차와 썰매형 2드럼 윈치

와 농용 운반차 탑재형 2드럼 무선 리모콘 윈치, 휴대용 1

드럼 무선 리모콘 소형윈치 등을 개발하였다. 또한 국립

산림과학원(2001)에서 원목운반용 미니 포워더를 개발하

였으며, 굴삭기를 이용한 조재기 개발(국립산림과학원,

2003)과 궤도식 소형 임내작업차 개발(국립산림과학원,

2006)등이 수행되었다. 한편, 임업기계훈련원(1997)에서는

트랙터부착 윈치형 타워집재기(HAM200)를 개발·실용

화시켰으며, 박상준(2002)이 굴삭기를 이용한 타워집재기

및 원목집게톱을 개발하였다. 한편, 일반 기계제작회사에

서는 썰매형 아키야윈치, 플라스틱수라, 자동수간주사기,

표고목 천공기 및 성형기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산

림청에서는 현장 직무발명으로 춘천집재기와 북부집재기,

시용집재기라는 가선계 집재기를 개발 보급하였다(산림

청, 1999; 2006; 2007). 이와 같이 임업기계에 대한 연구·

개발의 역사는 아주 짧고 연구·개발 기종도 많지 않으

며, 특히 트랙터에 부착하고 인터록크(Inter locker)와 런

닝스카이라인(Running skyline)삭장방식을 채택한 고성능

타워집재기와 같은 기능과 성능을 가진 타워집재기(Tower-

yarder)의 연구·개발은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한편, 임업선진국인 북미와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

터 자국의 지형과 임상 등에 맞는 타워야더를 비롯하여

스키더, 프로세서, 하베스터, 포워더, 펠러번쳐 등 다양한

고성능 임업기계가 연구·개발되고 상용화되어 있고, 현

재는 이들 고성능 임업기계에 의한 임목수확작업이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간벌사업과 노동력 확보문제 등

산림과 임업 현실에서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로 비슷한 일

본에서도 이미 1991년부터 고성능 임업기계화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자국의 여건에 맞게 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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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사지와 간벌작업 등에 효율적인 가선계 집재기계인

타워야더의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굴삭기를

이용한 타워집재기인 스윙야더와 원목집게톱, 프로세서,

하베스터 등의 고성능 임업기계가 개발·보급·판매되고

있다(林業機械化推進硏究會, 1990; (社)林業機械化協會,

1997; 2006).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급경사지 지형과 간벌사업, 숲가

꾸기 산물수집 등의 소·중경재 임목생산과 소규모 벌채

작업 등에 효율적인 가선계 타워집재기와 고가인 임업기

계의 도입 보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일반

농업용 트랙터를 베이스머신으로 이용하고 트랙터의 회

전 PTO(동력취출장치, Power take-off)의 동력을 이용하여

런닝스카이라인(Running skyline)삭장방식과 드럼 동조기

능인 Inter locker기능을 채택하여 상하향 집재작업이 가

능한 Two drum 방식의 가선계 집재기계인 트랙터 부착형

타워집재기(Tower-yarder)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1. 트랙터의 기종 선정

타워집재기(Tower-yarder)의 대차(Base machine)가 되는

트랙터는 현재 산림청 및 산림조합 산하 각 기관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기종을 파악하고, 본 연구·개발기계의 성

능과 기능, 크기, 구조 등 각종 개발목표 제원과 실용성,

보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기종을 선정하였다.

2. 유압 동력원의 설계 및 제작

타워집재기(Tower-yarder)의 윈치(Winch)부와 타워(Tower)

부, 아우트리거(Out-rigger)의 동력원은 트랙터 PTO(동력

취출장치, Power take-off)의 회전력을 이용한 유압펌프를

장착하고 이 펌프에서 인출되는 유압 동력을 이용하도록

고안하였다.

3. 타워집재기 설계 및 제작

1) 삭장방식 및 윈치부

트랙터부착형 타워집재기(Tower-yarder)의 삭장방식은

가설 및 철거가 용이하고 원리가 간단하여 타워집재기의

삭장방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메인라인(Main line) 및 홀백

라인(Haulback line)으로 구성하는 런닝스카이라인(Running

skyline)삭장방식을 채택하였다. 또 타워집재기 윈치부는

런닝스카이라인 삭장방식에 적합하고 가선의 처짐을 방

지하고 상향 및 하향집재가 가능하도록 메인드럼(Main

drum) 및 홀백드럼(Haulback drum)의 두 드럼이 동조할

수 있는 기능인 인터록크(Inter locker) 기능을 적용하였다

((社)林業機械化協會, 1996). 인터록크 원리는 메인드럼 및

홀백드럼을 체인으로 연결하는 기어방식의 기계식을 채

택하였다. 타워집재기의 목표 제원을 확보하기 위해 드럼

의 구동력 및 견인력, 드럼의 회전수, 가선의 이송속도를

산출하고 그에 맞는 유압펌프와 유압모터 등의 기능품을

선정하였다.

2) 반송기

타워집재기용 반송기(Carriage)는 타워집재기의 삭장방

식인 런닝스카이라인 삭장방식에 맞추어 사용과 취급이 용

이하도록 간단하게 하부 짐당김줄용 도르레 1개와 상부 되

돌림줄용 도르레 2개, 집재목 걸림장치의 형태로 고안하였다.

3) 조작방식

타워집재기의 기본조작은 조작수(Operator)의 안전과 집

재작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휴대용 유선 원격제어

장치(Wire remote controller)에 의해 조작되도록 고안하였

으며, 타워 및 아우트리거는 유압레버에 의해 작동되도록

고안하였다.

4) 타워부와 부속장치

타워집재기의 타워(Tower)부는 각종 기능품을 장착할

수 있는 트러스부와 타워부로 나누고 각종 기능품의 장착

및 트랙터의 높이와 격납, 집재의 효율성과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고안하였다. 타워집재기의 부속장치로는 타워집

재기의 견인을 위한 주행장치와 트랙터와의 연결장치, 안

전장치가 있다. 주행장치는 트랙터의 견인을 용이하게 하

고 주행성을 고려하여 고무바퀴를 장착하도록 고안하였

으며, 연결장치는 트랙터의 3점 히치에 연결하도록 고안

하였다. 또한 안전장치로는 타워집재기의 안전을 위한 아

우트리거와 버팀줄(Guy line)을 고안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트랙터의 기종 선정

타워집재기의 견인 및 동력원이 될 트랙터는 현재 임업

용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으며, 성능과 기능, 크기, 구조 등

개발목표를 고려한 결과, 임업용으로 보급되어 있고 개발

목표에 가장 적합한 J사의 5410모델 트랙터를 선정하였으

며, 엔진출력 85마력, 총배기량 3,989 cc, 최소회전반경

3,325 mm 이다. 또한 PTO는 2단 변속 독립형으로서 회전

수는 540-740 rpm이고 PTO 마력은 68마력이며, 트랙터와

타워집재기를 연결할 수 있는 히치는 하부 2개와 상부 1

개로 구성되어 있는 3점 히치(3-point linkage hitch)를 장

착하고 있다.

2. 유압 동력원의 설계 및 제작

타워집재기(Tower-yarder)의 윈치(Winch)부와 타워(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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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아우트리거(Out-rigger) 등 전체 타워집재기의 동력원

은 트랙터 PTO의 회전력을 이용한 유압펌프를 장착하고

이 펌프에서 인출되는 유압동력을 이용하도록 설계 제작

하였다. 유압동력은 트랙터의 PTO에 연결된 3개의 유압

펌프를 3연으로 연결하여 3개의 유압라인에서 유압동력

이 발생되도록 설계 제작하였으며, 타워집재기의 개발 제

원 목표에 맞추어 유압펌프와 유압모터를 선정하였다.

유압펌프는 각각 63 cc 2개와 26 cc 1개로 구성되어 있

고 63 cc 유압펌프 2개 중에서 1개의 펌프는 100 cc의 메

인라인용 더블캡스턴드럼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것이

고, 다른 1개의 펌프는 홀백라인용 100 cc의 더블캡스턴

드럼 모터를 구동시키는데 사용된다. 또한 26 cc의 펌프

는 메인라인 및 홀백라인의 저장드럼모터와 인터록크용

클러치 실린더, 타워신장용 실린더, 아웃트리거(Out-rigger)

실린더를 작동시키는데 사용되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또

한 메인라인과 홀백라인의 저장드럼 모터로 유압력이 전

달되기 전에 릴리프 밸브(Relief valve)를 통하여 구동되도

록 고안하였다. 릴리프 밸브(Relief valve)는 저장드럼 모

터의 와이어로프를 일정한 장력(Tension)으로 유지시켜 런

닝스카이라인 삭장방식 도중 메인라인 및 홀백라인의 처

짐이나 당김 현상을 방지하고 작업정지와 최초 작업시에

와이어로프의 풀림 등을 방지하여 작업의 안전성을 도모

하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타워집재기의 각 기능품에 필요한 유압동력을 확보하

기 위해 트랙터 PTO의 회전수가 540~740 rpm이므로 이

를 증속시키기 위해 1:3 증속 변속기를 부착하여 유압펌

프의 속도를 3배 증가시켰으며, 유압펌프는 1,620~2,220

rpm까지 증속이 가능하게 되었고, 유압펌프는 3,000 rpm

까지 회전이 가능한 유압펌프를 사용하였다.

그림 1은 타워집재기의 전체 유압회로의 모식도로서

윈치 기능부의 유압회로와 유압 작동원리를 나타낸 것

이다. 그림 2는 유압 모터 및 유압밸브와 유압라인 등 유

압동력원에 대한 시제품의 조립 모습이며, 기본적으로

유압오일(Hydraulic oil)은 유압펌프에서 각종 유압 제어

밸브(Hydraulic control valve)에 전달되고 밸브를 통하

여 액추에이터(Actuator, 작동체)로 이동하여 작동되며,

타워집재기의 각 기능부를 가동시킨 후 라디에이터

(Radiator, 냉각기)에서 온도가 낮추어져 유압탱크로 보

내어진다. 이때 각 액추에이터와 라디에이터, 유압탱크

전후에 여과기와 어큐뮬레이터(Accumulator, 축압기)등

이 설치되어 있다.

3. 타워집재기 설계 및 제작

1) 삭장방식 및 윈치부

타워집재기의 삭장방식은 가설 및 철거가 용이하고 원

리가 간단하여 타워집재기의 삭장방식으로 많이 사용하

는 메인라인(Main line, 당김줄) 및 홀백라인(Haulback

line, 되돌림줄)으로 구성하는 런닝스카이라인(Running

skyline)삭장방식을 적용하였으며, 런닝스카이라인 삭장방

식에 맞추어 윈치부를 설계 제작하였다.

타워집재기 윈치부는 유압펌프의 유압력을 받아 유압

모터에 의해 타워집재기를 작동시키는 타워집재기의 견그림 1. 타워집재기의 전체 유압회로 모식도.

그림 2. 유압모터 및 유압밸브와 유압라인 조립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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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력부분이며, 런닝스카이라인 삭장방식에 맞추어 메

인라인 및 홀백라인용 메인드럼(Main drum) 및 홀백드럼

(Haulback drum)을 장착하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또한 가

선의 처짐과 상향 및 하향집재가 가능하도록 메인 및 홀

백드럼의 두 드럼이 동조할 수 있는 기능인 인터록크(Inter

locker) 기능을 적용하여 설계 제작하였으며, 인터록크 원

리는 메인 및 홀백드럼을 체인으로 연결하는 기어방식의

기계식을 채택하여 설계 제작하였다. 윈치부는 가선의 견

인력을 발생시키는 더블캡스턴드럼(Double capstan drum)

과 가선을 저장하는 저장드럼(Storage drum), 인터록크 기

능을 발생시키는 인터록크 클러치로 나누어서 설계 제작

하였다. 윈치부의 주요 목표 제원은 표 1과 같이 설계 제

작하였다.

가선의 견인력을 발생시키는 캡스턴드럼은 무거운 물체

를 감는 속도는 밧줄과 캡스턴 사이의 미끄러짐을 조정하

여 조절하며, 받침판에 있는 톱니형 궤도(Ratchet)와 폴

(Pawl)은 몸통의 역회전을 방지하는 드럼이다. 또한 드럼

의 홈이 나선형일 경우 와이어로프가 풀어지는 현상이 발

생하나 일자형 홈에서는 2조의 캡스턴드럼을 동조시켜 와

이어로프의 이탈을 방지하고 힘의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2개의 캡스턴드럼을 홈의 산과 골이 만나도록 교

차시켜 만들어 와이어로프와 홈의 산과 접촉면적을 최소

화하여 와이어로프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더블캡스턴 드

럼(Double capstan drum) 형식을 적용하고 메인라인과 홀

백라인에 각각의 더블캡스턴 드럼을 장착하여 구동하도

록 설계 제작하였다((社)林業機械化協會, 1991; 1996;

1997).

런닝스카이라인 삭장방식에서 인터록크를 가능하게 하

는 부분이 메인 및 홀백 캡스턴드럼을 연결하는 클러치이

다. 본 타워집재기 윈치의 클러치는 메인 및 홀백 캡스턴

드럼을 체인으로 연결하고 유압실린더 2개에 의하여 기어

를 전·후진시켜 연결되도록 기계식 클러치로 설계 제작

하였다. 이는 기존 타워집재기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전

자식 클러치에 비하여 내구성이 강하고 전기의 합선이나

전기신호 오류에 의한 오작동 우려가 적은 장점이 있다.

인터록크 클러치는 인터록크를 작동시킬 때만 작동하도

록 설계 제작하였으며, 메인라인과 홀백라인의 동조가 필

요할 때만 작동되고 메인라인과 홀백라인이 각각 작동될

경우에는 인터록크 기능이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 제작하

였다. 

윈치 구동력(토크) 및 견인력과 가선의 이송속도는 타

워집재기의 기능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드

럼의 토크(구동력, Torque) 및 견인력과 가선의 이송속도

를 계산하기 위해 식 (1)과 (2), (3), (4), (5)를 이용하였다

(주해호, 1997).

●모터의 토크(T) = (1)

●드럼의 토크(Tm) = (2)

●드럼의 견인력(Lp) = (3)

●드럼의 회전수(Nw) = (4)

●가선의 속도(S) = (5)

여기서 Vm은 모터용적(cc), P는 펌프 유압력(kgf/cm2), i는

모터 감속비, D는 드럼 직경(mm), Vp는 펌프용적(cc), Np

는 펌프의 회전수(rpm)이다.

상기 식 (1)과 (2), (3), (4), (5)를 계산하기 위해 본 연

구과제에 적용한 기능품들에 의해 표 2와 같은 기본 자료

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캡스턴 드럼의 직경은 200 mm이

Vm P⋅

2 π 100⋅ ⋅

---------------------

T i⋅

Tm 2⋅

D
-------------

Vp Np⋅

Vm i⋅
-----------------

Nw π D⋅ ⋅

표 1. 윈치부의 주요 목표 제원.

구 분 제 원

더블캡스턴 드럼

전장(mm) 275

전폭(mm) 506

높이(mm) 350

직경(mm) 200

인터록크 클러치

전장(mm) 174

전폭(mm) 823

높이(mm) 350

최고 견인력
메인드럼(kgf) 1,500

홀백드럼(kgf) 1,500

집재속도
최고(m/min) 130

최저(m/min) 40

와이어로프

메인라인(m) 250

홀백라인(m) 450

직경(mm) 9

표 2. 윈치부의 제원 계산에 사용된 수치.

구 분 수 치

PTO 회전수 Ne (rpm) 700

펌프 변속비 ip 1 : 3

모터 용적 Vm (cc) 100

펌프 유압력 P (kgf/cm2) 200

모터 감속비 i 6 : 1

드럼 직경 D (mm) 200

펌프 용적 Vp (cc) 63

펌프 회전수 Np (rpm) 2,100

표 3. 윈치부의 제원 계산값.

구 분 계산 값

모터 토크 T (kg·m) 31.85

드럼 토크 Tm (kg·m) 191

드럼 견인력 Lp (kgf) 1,910

드럼 회전수 Nw (rpm) 220.5

가선 속도 S (m/min)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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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드럼폭은 154.2 mm이며, 2개의 캡스턴 드럼을 연결하

는 체인부의 폭 24.2 mm를 빼면 캡스턴드럼의 폭은 130

mm가 된다.

표 3은 표 2의 기본 자료와 상기 식들을 이용하여 얻어

진 계산 값이다. 표 3에서 윈치 구동력(토크) 및 견인력,

가선 이송속도를 계산한 결과, 메인라인 및 홀백라인의 더

블캡스턴 드럼의 윈치 토크(구동력, Torque)는 191 kg·m

이고 이를 이용한 더블캡스턴 드럼의 윈치 견인력은 1,910

kgf이었다. 또한 더블캡스턴 드럼의 회전수는 220.5 rpm

이었으며, 드럼의 회전수에 따라 가선의 이송속도는 138.5

m/min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은 본 타워집재기 윈치 기

능부의 목표제원과 거의 일치하였다. 그림 3은 윈치 기능

부인 더블캡스턴 드럼과 인터록크 클러치의 모습이다.

저장드럼은 캡스턴드럼에서 나오는 와이어로프를 저장

하는 역할을 한다. 저장드럼은 메인라인 저장드럼과 홀백

라인 저장드럼으로 설계 제작하였으며, 메인 및 홀백 저

장드럼은 메인 및 홀백 캡스턴드럼의 회전방향과 동일하

게 하여 메인라인 캡스턴드럼이 구동되면 메인라인 저장

드럼이 구동되고 홀백라인 캡스턴드럼이 구동될 때는 홀

백라인 저장드럼이 구동되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저장드

럼에는 메인 및 홀백라인이 풀어질 때 와이어로프가 느슨

하게 되어 캡스턴드럼에서 헛돌지 않게 일정한 장력(Fixed

tension)을 갖도록 하고, 와이어로프의 풀림에 의한 두 가

선의 처짐이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릴리프밸브

를 사용하였다. 또한 저장드럼에 감기는 와이어로프는 가

급적 평평하고 드럼에 골고루 감기게 하기 위해 플래트

앵글(Flat angle)을 최대한 작게 하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저장드럼의 용량은 최대 집재거리를 200 m로 설정하여

메인라인의 저장드럼은 250 m, 홀백라인의 저장드럼은

450 m가 갈김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또한 메인라인

과 홀백라인의 저장을 위한 저장드럼의 크기를 결정하여

야 하며, 저정드럼의 크기는 드럼의 직경 및 폭에 따라 드

럼의 플렌지 직경이 달라진다. 따라서 드럼의 직경 및 폭

과 플렌지 직경을 산출하기 위해 아래의 식을 이용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1999). 단 여기서 와이어의 감김에 있어

서 와이어의 직경크기만큼 겹쳐지는 것으로 본 산출식이

다. 즉, 와이어를 둥근 와이어가 아닌 사각형 와이어로 본

산출식으로서 계수 K를 1로 본 산출식이다.

●가선의 길이(L) = (6)

●레이어의 수(N) = (7)

여기서 L은 드럼에 감기는 와이어로프의 길이(m), B는 드

럼폭(mm), A는 플렌지 직경(mm), C는 드럼직경(mm), d

는 와이어로프 직경(mm)이다. 가선의 길이에 따른 저장

드럼의 폭 및 직경과 플렌지 직경을 상기의 식 (6)과 (7)

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표 4 및 표 5와 같다.

표 4에서 메인라인의 길이를 250 m로 하고 드럼의 직

경은 보통 와이어로프 직경(Ø9 mm)의 약 20배가 적절하

므로 여기서는 드럼의 직경을 165 mm로 결정하고, 플레

트 앵글과 레이어의 수 및 저장드럼의 공간 등을 감안하

여 드럼의 폭을 250 mm로 산정 할 경우, 플랜지의 직경

은 약 360 mm가 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저장

드럼에 감기는 와이어로프의 레이어 수는 24개가 된다. 또

π B A
2
C
2

–( )⋅ ⋅

4 d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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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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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더블캡스턴 드럼(좌)과 인터록크 클러치(우)의 모습.

표 4. 메인라인의 길이에 따른 저장드럼의 제원.

구 분 계 산 값

C(mm) 165 165 165 165 165 165

L(m) 250 250 250 250 250 250

d(mm) 9 9 9 9 9 9

B(mm) 100 150 200 250 300 350

A(mm) 534.02 446.31 395.22 361.12 336.47 317.69

N(개) 41 31 26 24 21 17

표 5. 홀백라인의 길이에 따른 저장드럼의 제원.

구 분 계 산 값

C(mm) 165 165 165 165 165 165

L(m) 450 450 450 450 450 450

d(mm) 9 9 9 9 9 9

B(mm) 100 150 200 250 300 350

A(mm) 701.11 580.32 509.30 461.47 426.61 399.86

N(개) 66 51 43 37 3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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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 5에서도 홀백라인의 길이를 450 m, 드럼의 직경을

메인드럼의 직경과 같이 165 mm로 결정하고, 또한 플레

트 앵글과 레이어의 수 및 저장드럼의 공간 등을 감안하

여 드럼의 폭을 메인드럼과 같이 250 mm로 산정 할 경우,

플랜지의 직경은 약 460 mm가 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때 저장 드럼에 감기는 와이어로프의 레이어 수는

37개가 된다. 따라서 최대 집재거리가 200 m가 될 수 있

도록 메인라인 저장용량은 250 m, 홀백라인 저장용량은

450 m로 할 경우에 드럼의 폭 및 직경과 그에 따른 플렌

지의 직경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각 저장드럼

을 설계 제작하였으며, 그림 4와 같은 저장드럼을 제작할

수 있었다

2) 반송기

타워집재기용 반송기(Carriage)는 런닝스카이라인 삭장

방식에 맞추어 사용과 취급이 용이하도록 하부 메인라인

용 도르레 1개와 상부 홀백라인용 도르레 2개, 집재목 걸

림장치의 형태로 설계 제작하였으며, 메인라인과 홀백라

인이 서로 꼬이거나 각 라인의 부하를 고려하여 작업사양

에 맞게 설계 제작하였다. 반송기내에 집재목을 고정시킬

수 있는 고정장치를 장착하여 수하율에 의하여 집재목의

처짐을 방지하였다. 반송기의 집재작업시 원목의 하중과

반송기 자체의 하중에 의하여 와이어로프의 파손이 일어

날 수도 있으므로 반송기의 도르레 크기는 와이어로프의

Ø9 mm의 20배 이상인 216 mm로 하였다(그림 5).

3) 조작방식

타워집재기의 전체 작동은 기본적으로 각 기능부의 밸

브에 부착된 레버와 조작수(Operator)의 안전과 집재작업

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인터록크 기능이 요구되는 윈치부

의 작동을 위해 휴대용 유선 원격제어장치(Wire remote

controller)에 의해 조작되도록 설계 제작하였으며, 타워 및

아우트리거는 유압레버에 의해 작동되도록 설계 제작하

였다. 또한 윈치부의 메인라인부(메인드럼, 메인라인저장

드럼)와 홀백라인부(홀백드럼, 홀백라인저장드럼)의 단순

조작은 윈치 기능부 조작용 솔레노이드 밸브에 부착된 레

버를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특히, 집재목의

집재시와 반송기의 이송시에는 메인 및 홀백라인이 동시

에 작동되어야 하고 인터록크 기능이 필요하므로 클러치

가 작동되어야 한다. 따라서 집재목 집재와 반송기 이송

을 위해 메인 및 홀백드럼 조작용 레버를 동시에 작동시

킬 경우, 인터록크 클러치도 동시에 작동되도록 전기 신

호방식에 의해 클러치 기어가 맞물리어 클러치 실린더에

전기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유선 리모트 콘트롤러를 설

계 제작하였다. 

유선 리모트 콘트롤러의 기본전원은 트랙터에 부착된

24V의 전원을 채택하고, 유선 리모트 콘트롤러에는 엔진

시동정지 스위치와 붉은색의 비상정지 버튼, 상중하 위치

고정 형식의 메인드럼 및 홀백드럼 레버를 장착하였으며,

가선속도 조절용 트랙터 rpm가속 회전스위치를 장착하고

클러치 작동 가부를 위한 클러치 On/Off 스위치를 장착하

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그림 6은 유선 리모트콘트롤러이

며, 그림 7은 유선 리모트 콘트롤러와 연결하여 전기공급

과 동시에 콘트롤러의 제어에 따라 각 솔레노이드 밸브의

작동을 제어하고 중계하는 콘트롤 박스와 트랙터 본체 케

이블 커넥션은 트랙터 본체로부터의 전기연결과 트랙터

rpm조절용 실린더 제어를 위해 연결하는 케이블이다.

4) 타워부와 부속장치

그림 4. 저장드럼의 모습.

그림 5. 반송기(Carriage)의 모습. 그림 6. 유선 리모트 콘트롤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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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Tower)부는 하부 트러스부와 상부 타워부로 구분

하여 설계 제작하였다. 트러스부는 바퀴와 아웃트리거, 오

일탱크와 타워집재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윈치부를 장

착하고 각종 유압기관, 각종 드럼부와 보조라인부가 장착

되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타워부는 트랙터 위로 굴절 격

납되고 작업시 실린더에 의하여 세워지도록 설계 제작하

였으며, 와이어의 유도를 위한 각종 도르레가 장착되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타워부와 트러스부 높이는 각각 3,120 mm와 2,420 mm

로 타워의 총 높이는 5,540 mm로 설계 제작하였다. 트러

스부는 트러스내에 오일탱크를 장착하여 공간의 절약과

무게중심을 낮추어 견인이동시 흔들림 방지와 전복방지

의 효과를 두고 있다. 그리고 후방 3점히치(3-point linkage

hitch)의 최대적용하중이 1,500 kg이므로 약 2,300 kg의 타

워 집재기 견인을 위하여 차하부에 좌·우 축(Axle)을 달

고 바퀴를 장착하였고, 바퀴는 각각 1,500 kg의 하중을 견

딜수 있어 총 3,000 kg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타워 집재기의 전체무게는 약 2,300 kg으로

이동시 충격이나 작업시 충격 등에도 별무리가 없도록 설

계 제작하였다. 트러스부에는 트랙터의 3점 링크와 부착

을 위하여 3개의 링크 고리를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견인

시 샤프트의 부하를 줄이기 위하여 듀얼샤프트(Dual shaft)

를 사용하였다. 

트러스부 측면에 타워 집재기의 흔들림이나 전복 등의

안전을 고려하고 장시간 정차시 사용하기 위해 4개의 아

우트리거(Out-rigger)를 장착하도록 설계 제작하였으며, 타

워집재기는 트랙터에 견인 이동되므로 중량의 타워집재

기를 견인 이동시 히치에 의해 들어올리기가 어려우므로

견인 이동을 위해 타이어를 장착하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또한 타워집재기의 유압펌프에 회전동력을 전달할 PTO와

타워집재기의 견인과 트랙터 부착 및 고정을 위한 3점 히

치를 설계 제작하였다. 타워집재기의 안전성과 작업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선 설치의 반대방향으로 버팀줄

(Guy line)을 장착하기 위해서 Ø10 mm×50 m의 와이어로

프를 채택하고 이를 저장할 수 있는 규격의 드럼을 설계

제작하였다.

그림 8과 그림 9는 트러스부와 타워부를 조립 제작한

모습이고, 그림 10은 타이어와 아우트리거의 모습이다. 또

한 그림 11은 PTO와 3점 히치 연결 모습이고 그림 12는

버팀줄 드럼 모습이며, 그림 13은 트랙터 부착형 타워집

그림 7. 콘트롤 박스(좌)와 트랙터 본체 케이블 커넥션(우)
모습.

그림 8. 트러스(Truss)부 모습.

그림 9. 타워(Tower)부 모습.

그림 10. 타이어와 아우트리거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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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의 개발 완성차 모습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급경사 지형과 간벌사업, 소규모

목재생산 등에 효율적인 가선계 집재기계인 트랙터 부착

형 타워집재기를 개발하고자 수행하였다.

트랙터의 PTO를 이용한 3개의 유압펌프를 장착하여 4

개의 드럼 구동용 모터와 인터록크용 클러치 실린더, 타

워신장용 실린더, 아우트리거 실린더를 작동시킬 수 있는

유압동력원을 확보하고 런닝스카이라인 삭장방식과 인터

록크 기능을 채택하여 더블캡스턴드럼과 저장드럼, 인터

록크 클러치를 적용한 타워집재기를 개발할 수 있었다.

또한 더블캡스턴 드럼의 윈치 구동력 및 견인력과 가선

의 이송속도를 계산하여 윈치 구동력은 191 kg·m, 윈치 견

인력은 1,910 kgf, 더블캡스턴 드럼의 회전수는 220.5

rpm, 가선의 이송속도는 138.5 m/min의 타워집재기를 개

발할 수 있었다. 저장드럼의 직경과 폭이 각각 165 mm와

250 mm일 경우, 메인라인의 길이 250 m와 홀백라인의 길

이 450 m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메인라인 저장드럼의 플

랜지 직경은 약 360 mm, 홀백라인 저장드럼의 플랜지 직

경은 약 460 mm가 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런닝스카이라인 삭장방식에 맞고 쵸킹작업이 용이하고

수하율에 의한 집재목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Lock)

장치를 장착한 반송기를 개발하였으며, 타워집재기의 인

터록크 기능을 고려하고 조작의 수월성과 작업의 효율성

을 위한 유선 리모트 콘트롤러를 개발할 수 있었다. 타워

집재기의 견인 및 이동을 위해 트랙터의 후방 3점 히치 연

결장치과 고무바퀴를 장착하고 타워집재기의 안정성과 집

재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우트리거와 버팀줄을

장착한 타워집재기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트

랙터 부착형 타워집재기의 현장 적용성 시험 결과, 우리

나라 임지와 임상 등의 여건을 감안한 효율적인 집재작업

이 가능한 타워집재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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