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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exhaust gas and greenhouse effect make the agricultural machinery 
market takes into account the hybrid and electric propulsion technology used in automotive engineering. Generally the 
agricultural machinery, particularly an agricultural tractor, needs large load capacity and long continuous operating 
time comparing with conventional vehicles. In case of a pure electric tractor, it is necessary for considering large 
capacity batteries and long charging time. Therefore we take an AER extended PHEV (All Electric Range extended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power transmission system in developing an electric tractor in this study. First we 
propose a PHEV powertrain structure in order to substitute the conventional diesel engine equipped tractor. And we 
performed the road tests using a conventional mechanical tractor with various load conditions, which were classified 
and statistically treated real agricultural works. The test results were analysed with respect to the power characteristics 
of the power source. Finally using the test result, we designed two-stepped reduction gear ratios in the proposed an 
electric tractor powertrain for carrying out typical agricultural works.

Key words : Agricultural tractor(농용 트랙터),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러그인 하이 리드), Electric 
tractor powertrain( 기구동 트랙터 워트 인), Reduction gear ratio(감속기어비), Road test(실차실험)

1. 서 론1)

 세계 으로 배기가스와 온실효과 등의 환경문

제는 자동차와 같은 수송수단을 거쳐 최근에는 농

기계에도 여러 가지 친환경기술인 하이 리드 는 

기구동 동력 달시스템의 용이 고려되고 있다. 
이  농업용 트랙터(Agricultural tractor)는 작업 부
하량이 크고, 4시간 연속하여 요구되는 작업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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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기구동 트랙터를 구성하는 경우에 요구 배

터리량이 커서 배터리 장착 공간의 확보  배터리 

비용 과다의 원인으로 용하기에 어렵다.
이에 작업  지속 인 동력 공 이 가능한 러

그인 하이 리드 기차량(Plug-in Hybrid Vehicle: 
PHEV) 시스템을 농용 트랙터에 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국내외 련 업체와 연구기 을 통해 추진

되고 있다.1-3) PHEV는 외부 원으로 구동용 배터
리 충 이 가능한 하이 리드 기자동차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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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V(Hybrid Electric Vehicle)의 배터리 용량을 증
시켜 기에 지로 주행하는 거리를 증가할 수 있

는 특징이 있다. 특히 AER(All Electric Range) 연장
형 PHEV는 계통 원인 기에 지의 충 기능을 

추가하여 재의 순수 기구동 주행거리(AER)를 
향상시킴으로써 CO2 배출 감, 연료소비량의 
감, 기 환경부하 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4-10)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디젤엔진을 장착한 기계식 

농용 트랙터를 체할 수 있는 AER 연장형 기구
동 트랙터의 동력 달계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해서 먼  기구동 트랙터의 동력 달계의 구조

를 제안한다. 그리고 국내 농업지역에서 실제 사용
되는 농용 트랙터의 작업에 부합하는 실차실험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작업조건에 한 

트랙터 작업부하 특성을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실차실험 결과로 얻어진 작업부하를 바탕으로 개발

정인 기모터의 동력성능에 부합하는 AER 연장
형 기구동 트랙터의 2단 감속기어비를 선정하 다.

2. AER 연장형 기구동 트랙터

2.1 기구동 트랙터의 동력 달계

재 사용되고 있는 엔진구동 농용 트랙터의 동

력 달계는 크게 엔진과 변속기, PTO(Power Take 
Off)로 구성되어 있다.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은 변
속기를 거쳐 주행작업과 농작업을 한 각각의 출

력장치(바퀴축, PTO 등)으로 달된다. 농용 트랙터
의 농작업과 주행작업은 그 부하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행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한 동력

을 출력하기 해서 무단변속기 는 다단의 변속

기가 장착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엔진구동 트랙터의 동력원

을 기모터로 체하여 기모터에서 발생된 동력

을 주행  농작업을 담당하는 출력장치로 달하

고 엔진은 발 용으로 사용하는 AER 연장형 PHEV 
(AER Extended PHEV)로 변경하고자 한다. AER 연
장형 PHEV는 기자동차와 동일한 구동 성능을 구
하는 차량으로서 차량에 최  출력이 필요한 경

우에도 엔진을 켜지 않고 기모터로만 주행 가능

한 출력의 기모터를 탑재하게 되므로 기존 HEV

Fig. 1 Structure of an electric tractor powertrain system

보다는 증 된 용량의 기모터 탑재가 필요하다.
더욱이 농용 트랙터는 작업 부하량이 크고, 연속 

작업시간이 길어 기구동 동력 달시스템을 용

하기 해서는 이러한 AER 연장형 PHEV 구조가 
합하다고 단된다. 기존의 엔진구동 트랙터와 개
발하고자 하는 기구동 트랙터의 동력 달 구조를 

간단히 비교하면 Fig. 1과 같다.
기구동 트랙터의 동력 달계는 달되는 동력

의 종류에 따라 기시스템과 기계시스템, 그리고 
유압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기시스템은 기본 으

로 가정에서 기 러그를 이용하여 충 된 배터리 

동력을 최종 모터를 구동하는데 사용된다. 배터리 
용량의 제한을 극복하기 하여 엔진은 발 기를 작

동하여 기를 발생한다. 일반 으로 작은 용량의 

엔진 발 기는 작업  계속 발 을 하며 발 기에

서 기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충･방  효율을 고려

하여 발 한 기를 직  사용하고 부족한 동력은 

배터리 원을 동시에 사용하게 된다. 모터의 구동
은 300V의 기를 사용하고 이외에 트랙터에서 다
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낮은 압의 기는 DC-DC 
컨버터를 사용하여 변압과정을 거친 후 사용한다. 
기구동 트랙터의 기계시스템과 유압시스템은 

기모터에서 발생한 동력을 변속장치를 거쳐 차량 

구동용으로 사용하거나, 농작업에 직  사용되는 

유압 발생을 한 기기와 작업용 도구를 부착하는 

PTO(Power Take- Off)가 동력 단 을 한 클러치와 

함께 연결되어있다.

2.2 기구동 트랙터의 동력성능과 감속기

일반 으로 운송기계  농기계의 동력성능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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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동력선도를 통하여 

결정하게 된다. 동력선도는 일반 으로 등마력곡선

(constant power curve)을 이용하는데 이 곡선은 속도
와 힘･토크 계에서 반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

으며 이러한 특성에 부합하도록 구동원의 동력을 

변속기를 통하여 조 하고 있다.
가솔린이나 디젤엔진을 구동원으로 사용하는 동

력기계의 경우 엔진특성곡선이 이러한 등마력곡선

과는 매우 다른 2차원곡선에 가까운 동력특성을 나
타내므로 다단의 기어비를 가지는 수동･자동변속

기 는 무단변속기를 이용하여 구동원의 출력을 

조 하고 있다(Fig. 2).
하지만 기모터의 경우는 엔진과 같은 내연기

과는 달리 그 출력 특성이 등마력곡선과 유사하기 

때문에 기모터를 구동원으로 사용하는 워트

인의 설계에는 다단 는 무단변속기 신 단순 감

속기를 사용하여 무단변속과 동일한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 이다. 는 특별한 경우에는 2단 
감속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한 경사

면을 올라갈 때 는 작업과 같은 큰 구동력을 필요

로 하는 경우에는 높은 기어비를 활용하고, 고속의 
주행과 같이 작은 토크와 높은 속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작은 기어비를 이용하여 기모터의 작동

역을 고루 사용하여 동력 달효율을 높이기 함

이다(Fig. 3).
기구동 트랙터는 구동원이 기모터이므로 농

Fig. 2 Output power modulation of engine power source

Fig. 3 Output power modulation of electric power source

용 트랙터의 작업조건과 부하에 응할 수 있는 2단
의 감속기를 용하여 내연기 을 구동원으로 사용

할 때 등마력곡선으로 출력을 조 할 수 있는 무단

변속기와 같은 효과를 구 할 수 있다. 한 무단변
속기가 재 가지고 있는 효율과 내구성의 문제

를 회피할 수 있으며 높은 동력 달효율을 가진 감

속기어만으로 무단변속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고효율, 에 지 사

용 농용 트랙터의 개발에 효과 이라고 단된다. 
특히 이동작업과 농작업이 확연하게 구별될 수 있

으므로 연속작동  변속에 의하여 기어비 변환을 

하지 않고 각 작업 간에 정지 상태에서의 변속이 

가능하므로 간단한 변속기구로 작동되는 변속기의 

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구동원인 기모터의 동력용량을 

기존 기계구동 트랙터의 엔진용량인 17kW 으로 

하고 정격용량은 10kW, 정격토크는 31.8Nm로 하
다. 한 기존의 엔진을 장착한 기계식 트랙터의 동
력원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기

구동 트랙터의 요구동력성능과 동력원인 기모터

Table 1 Performance specifications
성능지표 목표 성능

기구동 

트랙터

동력 성능

최  견인력(kgf) 450
등 각도(도) 45
경량화 량(kgf) 550

1회 충 연속작업 연속4시간
최고주행속도(Km/h) 30

고효율

모터

출력성능(Kw/rpm) 17 / 3,000
최 토크(Nm) 65
정토크유지성능 2,000rpm/90%

Fig. 4 Powertrain structure of an electric 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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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 성능을 Table 1과 같이 설정하 다. 개발하
고자 하는 트랙터에 용되는 동력 달시스템의 구

조는 Fig. 4와 같다.

3. 농용 트랙터의 작업부하 특성과 실험

농용 트랙터의 주요 작업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

동작업과 농작업  특수작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이동작업

농용 트랙터의 이동작업은 차고지에서 작업장으

로의 이동 는 작업물의 운송과 련된 작업으로 

일반 인 차량의 운  부하 특성을 나타낸다. 트랙
터의 이동 특성상 일반 인 차량(승용차 는 상용
차)과는 달리 속(30km/h 이하)으로 이동하므로 차
량의 운  부하  공기 항에 한 향은 작으나 

구름 항, 등 항이 일반 차량에 비하여 크게 나

타날 수 있다. 한 트랙터의 발진 상태와 험난한 노
면(농경지나 진흙)의 경우를 제외하면 트랙터 동력
달계에 작용하는 작업부하는 시간에 해 거의 

일정한 값으로 나타난다.
○ 농작업  특수작업

농용 트랙터의 농작업  특수작업은 모워

(mower), 로터리(rotatry) 작업 등에 따라 다양하다. 
한 이러한 농작업은 작은 속도의 트랙터 이동작

업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시간에 해 일정하

지 않고 작업부하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러한 농용 트랙터의 작업 부하 변동을 간략히 그 특

징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Fig. 5).
농용 트랙터의 작업은 사용자에 따라 다양하고 

그 빈도수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 일반 이다. 이에 
기존의 농용 트랙터의 작업과 련하여 가장 빈도

가 높은 작업형태에 한 부하실험을 수행하 다. 
부하실험은 일반 인 농용 트랙터의 작업  이동

작업을 아스팔트 주행과 비포장 도로 주행, 트 일

러 작업으로 구분하 으며, 농작업은 모워(mower), 
로터리(rotary) 작업으로 구분하 다.
실험에 사용한 농용 트랙터는 17kW 엔진을 사용

하는 기계식 상용 트랙터(Fig. 6)이며 엔진의 정격 
토크와 정격회 수는 각각 6.1kgf･m와 2700rpm이
다. 한 구동원인 엔진과 트랙터 구동부인 바퀴와 
농용 작업을 수행하는 PTO(Power Take Off)를 연결

Fig. 5 Load characteristics of an agricultural tractor

Fig. 6 Agricultural mechanical tractor for experiments

Fig. 7 Test equipment of load test

하는 변속기는 주변속부와 부변속부로 분리되어 총 

6단의 기어비를 구 하고 있다.
기구동 트랙터 동력 달계의 감속기어비를 선

정하기 해서 동력 달계 주요 부품의 회  속도

와 토크를 엔진출력축을 기 으로 계측장치(data 
acquisition equipment)를 통하여 측정하 다. 시험에 
사용된 트랙터의 엔진부와 구동부 사이에 작업공간

이 소하여 속도센서와 토크센서를 부착하고 여기

서 출력되는 신호는 텔 메틱스(telematics)장비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송하 다(Fig. 7). 실험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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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역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농작업과 이동작업

을 통계화하여 각 평균치의 작업시간동안 실제 이

동도로와 농지에서 수행되었다.

4. 작업부하 분석을 통한 감속기어비 선정

4.1 농용 트랙터의 실험결과

농용 트랙터의 이동작업(아스팔트 주행, 비포장 
도로 주행, 트 일러 작업) 실험에서 나타난 부하특
성을 Fig. 8에 표시하 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구동원의 운 역 반에 걸쳐 거의 일정한 크

기의 구동토크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발 정인 기모터의 동력성능과 비교하

면 정격운  역에서 벗어난 부하가 작용하는 작

업 역이 존재하나 거의 부분의 부하조건이 순시

운  역에 포함됨을 알 수 있으며, 구동원의 동하

Fig. 8 Driving work load experiment

Fig. 9 Agricultural work load experiment

 바퀴 반경이 381mm 이므로 개발 목표인 기구
동 트랙터의 최고속도인 30km/h를 충분히 구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농용 트랙터의 표 인 농작업(모워링, 

로터리 작업)에 한 실험에서 나타난 부하 특성이
다(Fig. 9). 주행작업과는 달리 실험결과 개발 상인 

기모터를 직결한 동력특성으로는 부하토크가 개

발 정 기모터의 정격운 역에서 많이 벗어나

고 있어 별도의 감속기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2 실험결과 분석을 통한 감속기어비 선정

이동작업이외에 농작업인 모워링과 로터리 작업 

시에 나타난 부하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17kW 기
모터의 동력용량을 벗어난 부하가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작업 시에는 용 상 기모터를 

직결하여 사용할 수 없고 별도의 감속기가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이에 농작업을 세분하여(모워링 작업 
속3단과 고속2단, 로터리 작업 고속1,2단과 속2
단), 용 상 기모터의 정격운  역(rating 
region)과 순시운  역(instantaneous region) 출력
성능을 동력원의 운 속도와 출력토크에 비하

다(Fig. 10,11).
기모터의 효율과 실험 농작업 부하를 고려하

을 때 필요 감속기어비는 약 30 정도이나, 14.6 이상
의 감속기어비를 용하게 되면 목표 최고속도인 

30km/h를 구 할 수 없어 2개 이상의 감속기어비를 
구 하는 변속장치 는 감속기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먼  주행과 같은 일반 으로 작은 작업부하가

Fig. 10 Mowering work loa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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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otary work load experiment

Fig. 12 Reduction gear ratio with work load experiment

작용할 때 최고속도를 고려한 14의 감속기어비를 
사용하면 기모터의 정격용량 내에서 부하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로터리 작업과 같은 높은 운
역에서 비교  큰 부하가 작용하는 경우에는 

감속기어비 25를 사용하여 체 부하 특성을 조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여 실험
에 나타난 주행  농용 작업의 속도와 토크 실험결

과와 감속기어비를 고려한 기모터의 출력성능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Fig. 12).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디젤엔진을 장착한 농용 트랙터의 

구동원을 기모터로 체한 AER 연장형 기구동 
트랙터를 개발하기 해 기존의 기계식 농용 트랙

터의 작업부하와 구동원의 출력 특성을 일반 인 

농작업 실험을 통하여 추출하고 분석하 다. 이를 
바탕으로 기구동 트랙터의 동력 달계에 2단의 
감속기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구동 기모터의 동력

성능을 고려한 감속기어비를 선정하 다. 이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디젤엔진을 구동원으로 하는 기계식 농용 트랙
터를 기모터로 체한 AER 연장형 기구동 
트랙터의 동력 달계를 구성하 다.

2) 이동작업과 농작업  특수작업이 동시에 발생
할 수 있는 농용 트랙터의 작업부하를 분석하여 

기구동 트랙터에 2단의 감속기를 장착하는 것
이 동력 달계 구성에 유리함을 확인하 다.

3) 국내 농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이동작업  농
작업을 아스팔트 주행, 비포장 도로 주행, 트 일

러 작업, 모워링, 로터리 작업으로 분류하 으며 

실작업시간과 작업조건을 통계화하 다.
4) 통계화한 농용 트랙터의 작업조건을 바탕으로 
실차실험을 수행하 으며 각 이동작업  농작

업에 작용하는 동력특성(구동원의 운 속도와 

부하토크)을 분석하 다.
5)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2단 감속기의 감속기어비
를 선정하 으며 향후 배터리  모터 등의 무게

와 동력 달계의 주요 구성요소인 기모터, 
PTO 등의 상세 설계사양이 결정되면 감속기어
비의 최 화 연구 등을 수행할 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호남 역경제권 선도사업” 의 “ 기

구동 트랙터용 핵심부품  통합기술 개발(과제번
호 : 20096403)”로 수행되었으며, 연구를 지원해 주
신 계기 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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