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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 개발 및 농기계 응용

Development of an Environmental Friendly Hybrid Power System and
its Application to Agricultural Machines

김 상 철, 홍 영 기, 김 국 환*

(Sangcheol Kim1, Youngki Hong1, and Gookhwan Kim1,*)
1Department of Agricultural Engineering,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DA

Abstract: A hybrid power system was developed for agricultural machines with a 20kW output capacity, and it was attached to 
a multi-purpose cultivato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cultivator. The hybrid system combined heterogeneous sources: an 
internal-combustion engine and an electric power motor. In addition, a power splitter was developed to simplify the power 
transmission structure. The cultivator using a hybrid system was designed to have increased fuel efficiency and output power 
and reduced exhaust gas emissions, while maintaining the functions of existing cultivators. The fuel consumption for driving the 
cultivator in the hybrid engine vehicle (HEV) mode was 341g/kWh, which was 36% less than the consumption in the engine 
(ENG) mode for the same load. The maximum power take off output of the hybrid power system was 12.7kW, which was 
38% more than the output of the internal-combustion engine. In the HEV mode, harmful exhaust gas emissions were reduced; 
i.e., CO emissions were reduced by 36~41% and NOx emissions were reduced by 27~51% compared to the corresponding 
emissions in the ENG mode. The hybrid power system improved the fuel efficiency and reduced exhaust gas emissions in 
agricultural machinery. The hybrid system’s lower exhaust gas emissions have considerable advantages in closed work 
environments such as crop production facilities. Therefore, agricultural machinery with less exhaust gas emissions should be 
commerci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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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다양한 분야에서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업분야에도 에너지 비용의 저

감과 환경 친화적 동력 적용기술이 농업과 농업기계 산업

의 중요한 경쟁력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농산물의 생산에 

있어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함으

로 청정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준

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기계에 하

이브리드 동력을 적용하는 것은 농업생산시스템의 청정화

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동력은 서로 다른 2종류 이상의 동력원을 효

율적으로 조합하여 기계나 장치를 구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량의 동력원으로 이용되는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절감하고 유해 배기가스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내연기관(엔진)과 전기동력(모터)을 결합한 시

스템이다[1,2]. 자동차의 경우 하이브리드 전기모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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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을 시동함으로써 아이들 상태나 시동 초기에 연료이용 

효율을 높이고, 엔진의 배기가스를 최소화하는 병렬 하이브

리드 시스템이 상용화 되고 있다. 농기계 산업에서도 미국

과 유럽은 1990년대부터 하이브리드 동력기술의 기반이 되

는 전기 트랙터에 관한 연구를 해왔으며, 존디어(John 
Deere), Case IH사 등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트랙터 모델 

개발을 추진해 왔다. 농기계에 하이브리드 동력을 적용한 

것은 2002년 미국의 존디어 사가 15kW급 제초용 유틸리티 

트랙터에 하이브리드 동력을 탑재한 제품을 처음으로 선보

인 이후, 미국과 유럽의 여러 회사들이 하이브리드 동력 농

기계 개발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3]. 자동차와는 달리 주행 

동력 뿐 아니라 고토크의 PTO 출력으로 인한 전동구조의 

복잡함, 차량 탑재용 고출력 모터와 배터리 성능의 한계, 
가격상승 요인 등으로 인해 합리적 가격의 상용화 모델개

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약 20kW급의 농기계용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을 개발하고 다목적 승용관리기에 탑재하였다. 하이

브리드 동력 시스템은 이종 동력인 내연기관과 전기동력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전동구조를 단순화하는데 중점을 두

었고, 하이브리드 동력을 적용한 승용관리기는 기존 승용관

리기의 농작업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비와 출력은 

높이고 배기가스를 저감하는데 기술개발 초점을 맞춰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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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 개념도.
Fig. 1. Diagram of hybrid power system.

그림 2.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이 탑재된 승용관리기.
Fig. 2. A Cultivator mounted hybrid power system.

표 1. 하이브리드 시스템 운전 모드 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drive mode for hybrid system.

모드 주요 기능 설계

하이브리드
(HEV) 모드

전기 모터동력과 가솔린 엔진동력이 결합된 
운전 모드

전동우선
모드

주 사용 동력을 전기모터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엔진 출력으로 보강 (이동, 운반, 시설 
내 농작업)

엔진우선
모드

주 사용 동력을 가솔린 엔진으로 하고, 필
요에 따라 모터 출력으로 보강 (고부하 농
작업, 옥외 농작업, 경사지 작업)

전기 
구동(ZEV) 

모드

모든 사용 동력을 전기로만 제공, 이동 및 
경부하 작업 또는 엔진 고장 시

엔진 
구동(ENG) 

모드

모든 사용 동력을 가솔린 엔진으로만 제공, 
모터 또는 전기계통 고장 시

배터리충전 
모드

여분의 출력으로 발전기를 구동하여 상시 
충전
필요한 경우 엔진을 가동해 배터리만 충전

II.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

1. 다목적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내연기관과 전동모터, 배터리와 발전기로 

구성된 농기계용 하이브리드 동력장치를 제작했다. 이종 동

력장치의 고효율 결합을 위해 승용관리기에 적합하도록 동

력 결합기(power splitter)를 개발했다[4]. 동력 결합기는 서로 

다른 동력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전달하며 실시간 동적 

토크측정이 가능한 전자클러치 기술을 기반으로 벨트 전동

에 의한 하이브리드 동력 결합 메카니즘으로 구성했다[5].
DC 48V에서 정격출력 5kW인 BLDC 모터와 최대 출력

이 14.6kW인 가솔린 엔진, 5.5kVA발전기를 동일 축에 연결

한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전자클러치를 통해 각각

의 동력원이 선택적으로 구동된다. 스로틀 페달에는 가솔린 

엔진의 스로틀과 모터의 스피드를 동시에 조절하도록 

potentiometer를 부착하였다. 운전 모드에 따라 스피드 센서

와 토크 센서 데이터를 피드백 받아 HCU (Hybrid power 
Control Unit)가 엔진과 모터의 스로틀 개도와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도록 했다. HCU 보드는 main ECU로 TI 
(Texas Instruments)사의 TMS320F28335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했다. 32-Bit CPU로 150MHz로 구동이 가능하다. 신호 

입력으로는 엔진과 모터 회전수, 부하토크, 전압, 전류, 배
터리 충전상태를 검출하기 위한 센서 입력포트를 설치하고, 
스트레인게이지 신호를 증폭하여 4~20mA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마그네틱 픽업 RPM신호를 F-V 컨버팅하여 1~10V로 

변환하는 장치를 설계하였다. 출력장치로는 모터 구동용 

PWM, 스로틀 컨트롤, 충전전류 제어, 모터/엔진/발전기의 

전자클러치를 제어하는 신호, 모니터링 정보 송출 신호등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6]. 그림 1은 하이브리드 동력 시

스템에 대한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는 제작된 하

이브리드 동력 시스템이 탑재된 승용관리기의 모습이다.
2. 하이브리드 동력 전자제어 시스템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의 효율적 운전을 위해 부하 및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고려하여 모드를 선택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7]. 5가지의 운전 모드가 수동 또는 알고리

즘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 되도록 하였으며, 각각의 모드에

서 다른 모드로의 전환은 수동일 경우는 선택 스위치로, 자
동일 경우는 HCU의 제어명령에 따르도록 하였다. 

하이브리드(HEV: Hybrid Emission Vehicle) 모드는 전기 

동력과 가솔린 엔진 동력이 결합된 운전모드이다. 하이브리

드 운전모드는 다시 전동우선 모드와 엔진우선 모드를 선

택할 수 있는데, 전동우선 모드는 주 사용 동력을 전기모터

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엔진 출력으로 보강하는 형태이다. 
배터리의 충전량(SOC: State of Charge)이 50% 이상이고 경

작지로 이동하거나 부하가 크지 않은 운반 작업, 시설 내 

농작업 상황에서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엔진 우선 모

드는 주된 사용 동력을 가솔린 엔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모터 출력으로 보강하는 모드이다. 배터리의 충전량이 50%
이하이거나 고부하 농작업이나 옥외 농작업, 경사지 작업 

등을 고려하였으며 최고출력을 낼 수 있는 모드이다. 전기 

구동(ZEV: Zero Emission Vehicle) 모드는 모든 사용 동력을 

전기로만 제공하며, 배터리의 충전량이 충분하고 경지간 이

동 및 시설내 경부하 작업(정지, 제초, 두둑성형, 비닐 멀칭, 
방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드이다. 엔진 고장 시 비상 

배터리 모드를 이용하면 충전량이 30% 이하일 때도 전동

모드로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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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 제어 전략도.
Fig. 3. Schematic control diagram of hybrid power system.

표 2. 견인력 측정장치 사양.
Table 2. Specifications of tractive force measurement device.

견인 부하 측정 범위 (N) 600~40,000

유압

제어시스템

최대 회전속도 (rpm) 2,500
최대 지지토크 (N·m) 292
가능 부하용량 (kW) 75

(a) Motor output in ZEV mode.

(b) Current/voltage in ZEV mode.

그림 4. 전기 구동 모드의 부하 출력 및 전류 전압 특성.
Fig. 4. Motor output and current/voltage in ZEV mode.

엔진 구동(Engine, ENG) 모드는 모든 사용 동력을 엔진

으로만 제공하는 모드이다. 중간 부하의 운전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며, 연료효율을 높이기 위해 발전부하를 제어하며 여

분의 출력으로 발전기를 구동하여 상시 충전하도록 하였다. 
모터 또는 전기계통에 고장이 있거나 충전량이 부족할 경

우 자동으로 엔진모드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배터리 충전 모드는 부하제어 보다 배터리 충전을 우선

적으로 고려한 모드이다. 충전량이 50% 이하일 경우 자동

적으로 배터리 충전 모드가 되며, 필요한 경우 엔진을 가동

해 배터리만 충전할 수도 있다.
3. 하이브리드 동력 승용관리기 성능 평가

하이브리드 기관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전작용 승용관

리기에 탑재하여 PTO 출력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보유

한 다이나모 시스템에 연결하여 제동 부하에 따른 각 운전 

모드별 작동 특성을 평가하였다. 성능평가에 사용된 와류형 

엔진 동력계(Eddy Current Engine Dynamometer)는 최대 측

정출력이 250kW이고, 최대 측정 회전수는 7000rpm 이며, 
최대 측정 가능한 토크는 405N·m 이다. 계측용 부대장비로

서 연료 유량계, 연료 온도 조절기, 오일 온도 조절기, 냉각

수 온도 조절기, 흡입 공기 유량 측정기, 배기가스 분석기, 
스모크 메타 등을 같이 사용하였다. 

하이브리드 동력승용관리기의 포장성능은 식 (1)의 평가 

모델을 사용하여 적용 가능한 작업을 평가하고자 했다.

 

  sin  (1)

T: 엔진 및 전기 모터의 총 토크(N·m)
r: 총감속비

n: 기계효율

D: 구동바퀴 유효 직경 

 : 최대 등판 경사각

L: 농작업 부하

W: 작업기를 포함한 기체 총 중량

하이브리드 승용관리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PTO 출
력단을 와류식 동력계(Eddy Current Engine Dynamometer)에 

연결하여 각각의 운전 모드에서 회전수와 부하를 달리하며 

연료소비량, 배기가스(NOx, CO, CO2 등) 출력을 측정했다. 
또한, 유압제어식 농기계 주행 부하 측정 장치를 활용하

여 하이브리드 승용관리기의 견인력 성능을 시험해 보았다. 
견인력 측정장치의 사양은 표 2와 같다. 견인력 측정 장치

를 활용하여 각 모드별로 승용관리기의 주행단에서 최대 

견인 출력을 측정했다.

III. 결과 및 고찰

1. 전기 구동(ZEV) 모드의 출력 특성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 구동 즉, 전동 모드의 

PTO 출력 특성은 전류에 비례해 선형적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출력은 정격보다 약 20% 증가한 6.1kW까지의 부하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출력에서의 배터리 전압

(47.5V)은 무부하시 배터리 전압(54V)보다 약 11% 전압강

하가 일어났으며, 이때 모터의 회전수는 3970rpm 이었으며, 
소비 전류는 128.9A 였다. 
2. 엔진구동(ENG) 모드의 출력 특성

엔진 우선 모드에서의 PTO 출력 특성은 스로틀 전개방 

상태에서 부하토크를 증가시키며 각각의 회전수에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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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ngine output in ENG mode.

(b) Fuel consumpttion in ENG mode.

그림 5. 엔진 구동 모드의 부하 출력 및 연료소모율 선도.
Fig. 5. PTO output and fuel consumption in ENG mode.

(a) PTO output in hybrid mode.

(b) Fuel consumption in hybrid mode.

그림 6. 하이브리드 모드의 부하 출력 및 연료소모율 선도.
Fig. 6. PTO output and fuel consumption in hybrid mode.

출력과, 연료 소비량, 배기가스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로틀 전개방 상태에서 엔진의 최

고 회전수는 3530rpm었으며, 부하 토크를 증가함에 따라 

회전수는 감소하여 2900~3100rpm 영역에서 PTO 최대 출력 

9.2kW가 관측되었으며, 최대 토크는 2000rpm에서 32.7N·m 
끼지 인가할 수 있었다. 엔진의 전부하 곡선에서 시간, 출
력(kWh)당 연료 소모량은 PTO 출력을 기준으로 3000rpm 
까지는 약 550g/kWh 수준이었으나 회전수가 증가하고 부하

가 낮은 구간에서는 연료소모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약 3.9 
배에 이름을 알 수 있었다.
3. 하이브리드 모드의 출력 특성

그림 6에서 보면 하이브리드 모드에서의 운전은 PTO 출
력단의 부하가 3kW 이하일 경우는 모터로만 구동 되도록 

하였고, 3~7kW 범위의 부하에서는 엔진으로만 구동하며, 
7kW 이상의 부하에서는 엔진과 모터가 같이 구동하는 하

이브리드 모드로 운전되도록 하였다. 하이브리드 모드와 엔

진 모드에서 연료 소비율을 비교해보면 7kW 이상의 부하

에서 하이브리드 모드로 운전했을 때 연료소비율은 340g/ 
kWh로 동일 부하에서 엔진 단독 운전 시 보다 약 36%의 

연료가 절감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이브리드 동력의 PTO 최대 출력은 12.7kW로 엔진 단

독 운전시 9.2kW보다 약 38%의 출력 증대가 있었다. 출력

증대의 원인으로는 기존의 엔진 동력에 전동 모터의 출력

이 부가됨으로 얻어지는 효과로 판단되며, 하이브리드 운전 

시 엔진의 연료가 절감되는 것은 모터가 부하영역을 제어

한 결과로 판단된다. 실제 영농현장에서 승용경운기를 이용

해 작업하는 경우, 부하의 변동폭은 더욱 크게 되며, 작업

부하의 범위에 따라 하이브리드 제어기가 적절한 운전모드

로 실시간 변환하며 운전을 제어할 경우 더욱 큰 하이브리

드 동력 적용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0~3kW 
부하 범위는 전동모드로, 3~7kW 부하범위는 엔진 모드로, 
7~12.7kW 부하 범위는 병렬 하이브리드 모드로 실시간 전

환운전을 하게 되면 실제 연료 절감율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 유해 배기가스 검출 시험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해 배기가스의 경우 출력

의 전체 구간에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량적 감

소뿐 아니라 모터와 엔진을 혼합한 운전 구간에서도 부분

적으로 나타났다. 출력의 일부를 모터가 담당하므로 배기 

총량을 감소시키고 비효율적인 운전구간을 모터로 대체하

거나 제어함으로 하이브리드 모드로 운전할 때는 엔진 모

드 운전에 비해 동일 출력에서 CO는 36~41%, NOx는 

27~51%까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 승용관리기의 동력 시험결과는 하이브리드 

모드로 운전했을 때 연료소비율은 340g/kWh로 동일 부하에

서 내연기관 엔진 단독 운전 시 보다 약 36%의 연료가 절

감되었으며, 하이브리드 동력의 PTO 최대 출력은 12.7kW
로 내연기관 엔진 단독 운전 시인 9.2kW보다 약 38%의 출

력 증대하였다. 유해 배기가스의 경우, 하이브리드 모드에

서 운전할 때 엔진 모드 운전에 비해 동일 출력에서 CO는 

36~41%, NOx는 27~5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견인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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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haust gas emission : CO.

(b) Exhaust consumption : NOx.

그림 7. 유해가스 배출 비교 선도.
Fig. 7. Comparison of exhaust gas emissions in ENG and hybrid 

mode.

그림 8. 견인력 성능 평가 선도.
Fig. 8. Tractive force performance estimation.

그림 9. 무부하 시 변속 단계 별 이동 속도.
Fig. 9. Moving speed for transmission stage on no load.

그림10. 노지 주행 시 연료소모.
Fig. 10. Fuel consumption during traveling outdoor.

그림11. 하우스 내 유해가스 (CO) 배출량.
Fig. 11. Exhaust gas (CO) emission in a green house.

그림 8에서 보면 최대견인력은 저속 1단일 때, 하이브리

드 모드가 248kg·f로 가장 높았고, 엔진모드에서는 240kg·f, 
전동 모드에서도 약 210kg·f의 부하에 대해 견인이 가능함

을 알 수 있었다.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3단까지는 일정한 

수준의 견인력을 유지하다가 차속 증가에 따라 점차 떨어

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엔진 모드와 전동 모드에서는 

차속 증가에 따라 견인력이 급속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결국,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을 이용하면 단일 모

드의 동력 시스템보다 견인력 성능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6. 현장 적응 및 하우스 내 작업 시험

실제 제작된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이 탑재된 승용관리

기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포장로와 비포장로에서 변속 단계

별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무부하 상태에서의 이동속도는 그

림 9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보는 바와 같이 3단 이상의 고

속 주행 시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약 8~14% 정도의 속도 

증가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드별로 변속 단

계당 유사한 속도 특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은 노지에서 주행하였을 때의 3,000rpm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변속 단계별 연료 소모량을 시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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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엔진 모드에서는 저속일 

경우, 3,000rpm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연료를 많이 소모

하였지만,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약 115g/kWh의 연료량으

로 일정하게 소모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하우스 내에서 유해가스 중 하나인 CO의 배

출량을 나타내고 있다. 엔진 모드에서는 작업시간이 길어질

수록 최대 1,000ppm 까지 배출하였지만, 하이브리드 모드에

서는 최대 420ppm 정도로 절반 이상 유해 가스량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약 20kW급의 농업용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을 개발하

고 다목적 승용관리기에 탑재하였다.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

템은 이종 동력인 내연기관과 전기 동력을 효율적으로 결

합 하고 전동구조를 단순화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하이브리

드 동력을 적용한 승용관리기는 기존 승용관리기의 농작업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비와 출력은 높이고 배기가스

를 저감하는데 기술개발의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였다. 
약 20kW급의 농업용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을 개발하

고 다목적 승용관리기에 탑재하였다.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

템은 이종 동력인 내연기관과 전기 동력을 효율적으로 결

합하고 전동구조를 단순화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하이브리

드 동력을 적용한 승용관리기는 기존 승용관리기의 농작업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비와 출력은 높이고 배기가스

를 저감하는데 기술개발의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였다. 또
한, 전동 모드, 엔진 모드와 같이 단일 동력 시스템보다 하

이브리드 동력 시스템을 활용하면 보다 높은 견인력을 유

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은 농작업 기계에서도 연료의 사

용효율을 높이고, 유해 배기가스를 줄이는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 내 농작업과 같이 폐쇄된 작업

환경으로 농기계가 배출하는 배기가스는 농작업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설재배 농민의 건강과 작업 쾌적

성 향상을 위해서도 유해 배기가스 배출이 적은 하이브리

드 농기계의 실용화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지만, 여전히 

높은 제조비용과 시스템의 복잡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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