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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로더(Loader)는 주로 토사, 골재, 파쇄암 등의 운반 및 

적재 작업에 사용되는 건설 장비로 작업환경의 특성상 구
성부품에 많은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로더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조안전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절
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더의 구동조건에서 동력

학적 거동을 규명하고,(1)~(2) 구성부품에 가해지는 하중을 고
려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로더의 구조안전성을 판단하였

다. 
 

  
Fig. 1 Mini Loader 

 
본 연구에 사용한 로더는 Fig. 1 과 같은 미니로더이다. 

이와 같은 미니로더는 Boom 과 Bucket 이 장착된 Main 
Frame 이 Chassis(차체) 위에 얹어지는 구조이다. 

Main Frame 이 Chassis 에 장착이 되면 차체의 Roller 가 
Main Frame 아래쪽의 Latch Plate 를 지지하고, Chassis 의 
Plate 가 Main Frame 의 Latch Plate 를 잡아주게 된다. 그리고 
Quick Coupler 는 Main Frame 이 앞쪽으로 빠져 나오지 않도

록 막아준다. 
일상의 미니로더를 이용한 작업에서 Bucket 에 정격하중

보다 큰 하중이 실리는 경우에는 Main Frame 의 Latch Plate
를 잡아주는 Chassis plate 의 파손을 유발하게 되거나 Main 
Frame 이 앞쪽으로 빠져 나오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Quick 
Coupler 의 파손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작업장에서 안전사

고로 이어질 수 있다. 
 

2. Loader Unit 의 유압해석  
실제 로더에 작용하는 부하량과 근접한 데이터를 확보

하기 위하여 Loader unit 의 구동조건에서 Main Frame 의 각 
Joint 에 작용하는 부하를 해석하였다.  

 

 
Fig. 2 Modeling of Mini Loader 

Fig. 2 는 미니로더의 유압해석용 모델링이다. 작업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경우에는 Power Unit 가 정지되고 
Loader Unit 가 구동하므로 Loader Unit 의 유압해석 모델링을 
별도로 수행하고 해석하였다. 

Loader 의 작업모드는 Fig. 3 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작업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작업물의 중량은 350kg 으로서 Bucket 의 끝단에 작용

하며 작업물 적재 시간은 4 초이며 작업물 하역시간은 1 초

이다. 
• 작업종료 후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로더의 총 작업시간은 70 초로 설정한다.  
 

 
Fig. 3 Working process 

 
Fig. 4 는 유압시스템을 고려하여 Joint 1~3 에 작용하는 

부하를 해석한 결과이다. Boom 실린더가 최상점에 가까울 
수록 각 Joint 에 작용하는 부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작업물이 적재되는 30~34 초 구간에서도 Joint 1 과 
Joint 3 에 작용하는 부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된 각 Joint 의 부하량은 Loader 
Unit 의 구조해석의 부하데이터로 사용된다. 

 

 
Fig. 4 Force on Joints 

 
3. Loader Unit 의 구조해석  

미니로더의 구성부품의 파손에 대한 원인 및 메커니즘

을 확인하고, 현재 미니로더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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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을 하기 위해 미니로더를 Main 
Frame, Chassis, Roller 로 나누고, Roller 는 Main Frame 을 단
순히 지지해주는 강체로 가정하여 고정하였다. 작동 조건

과 형상에 의해서 절반만 모델링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세 
가지의 모델을 contact 조건을 사용하여 해석을 하였다. 

 

 
Fig. 5 Mesh generation 

 
Fig. 5 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전 모델을 결

합한 상태이다. 해석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전체를 접촉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실제 접촉이 발생하는 부분만 접촉

에 대한 정의를 해주었다. 또한 모델링을 Half Model 로 하
였기 때문에 Main Frame 의 각 Joint 들은 유압해석을 통하

여 얻은 하중조건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부여하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6 Stress distribution of Chassis (34sec) 

 
Fig. 6 은 작업물 적재가 끝난 시점인 34 초에서 Chassis

에 나타나는 인장력의 영역과 크기이다. Main Frame 의 
Latch Plate 를 지지해주는 Quick Coupler 에서 응력이 크게 
나타났으며, 크기는 약 252MPa 로 항복응력인 220MPa 을 
넘어섰다.  

미니로더에서 Quick Coupler 는 Main frame 이 앞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Latch Plate 를 지지해주는 중요한 부품이다. 
하지만 해석결과 Quick Coupler 에 발생하는 응력이 항복응

력을 벗어나므로 소성변형이 일어난다고 보여진다. 
 

 
Fig. 7 Stress distribution of Chassis (43sec) 

Fig. 7 은 작업물을 적재한 Bucket 이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해 있는 시점인 43 초에서 Chassis 에 나타나는 인장력

의 영역과 크기이다. Chassis Plate 와 연결된 보강대 부분에

서 응력이 크게 나타났으며, 크기는 238MPa 로 항복응력인 
220MPa 을 넘어섰다. 해석결과 Chassis Plate 의 보강대 역시 
발생하는 응력이 항복응력을 벗어나므로 소성변형이 일어

난다고 보여진다. 
 

4. 결론  
미니로더의 구조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최대 적재하

중인 350kg 의 작업물을 적재하였을 때, Boom 의 상승 및 
하강에 따라 각 Joint 에 작용하는 하중을 유압해석을 통해 
구하였으며, 이 하중조건을 미니로더의 구조안전성을 규명

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구조해석 결과 작업물 적재가 끝나는 시점인 34 초에서 

Quick Coupler 의 소성변형이 일어나고, 작업물을 적재한 
Bucket 이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하는 시점인 43 초에서는 
Chassis Plate 의 보강대 부분에서 소성변형이 일어난다고 보
여진다. 이 같은 양상은 본 연구에서 극한의 작업모드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일 수도 있고, 유압해석 및 
구조해석상의 오차일 수도 있다. 

실제 Chassis, Main Frame 같은 용접물에서는 작용하는 
하중도 여러 가지이며 발생되는 응력도 복잡하다. 용접부

의 응력분포나 그 파괴강도에 관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
는 점이 많고, 응력계산에도 여러 가지 학설이 적용되므로 
계산 결과도 다르고 상당히 복잡하다.(5) 그러므로 Chassis
와 Main Frame 의 물성치만을 단순하게 입력한 본 구조해석

은 인장력이 발생하는 지점과 영역 변화의 경향을 파악하

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니로더는 장비의 특성상 주로 험한 환경에서 사용되

기 때문에 본 구조해석에서 응력이 크게 발생한 Quick 
Coupler 및 Chassis Plate 보강대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설계변경 및 소재변경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후기  

본 구조해석에서는 Roller 를 단순하게 Main frame 을 지
지만 하도록 고정하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는 Roller 가 Latch Plate 하부를 가압하면서 Main Frame 을 
지지하는 구조 이다. 그러므로 실제 로더의 거동에서 발생

하는 응력의 양상이 본 해석과는 다르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향후 Roller 가 Latch Plate 하부에 
가압하는 힘까지 고려하는 구조해석을 진행하여 각 부품에 
발생하는 응력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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