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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로더 는 주로 토사 골재 파쇄암 등의 운(loader) , ,

반 및 적재작업에 사용되는 건설장비로 종종 지

게차의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 비교적 다양

한 작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로더는 그 작업환경.

의 특성상 구성부품에 많은 하중이 가해지기 때

문에 로더의 구조적 신뢰성 향상의 요구도 증대

되고 있다 따라서 로더의 작업조건 및 구동조건.

에 따라 각 구성부품에 가해지는 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하중을 고려한 구조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로더와 관련된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휠로더의 정적동적 실차 계측 및 강도 평가법에/

대한 연구,(1) 휠로더 캐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정 보강 방안(2)에 대한 연구 내구선도를 이용,

한 휠 로더 전 후 차축 피로파손에 관한 연구,
(3)

등 일반적인 로더의 구조안정성에 대한 많은 연

구들이 수행 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미니로더는 도심권

빌딩의 개보수 작업등 협소한 공간 안에서 작업

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미니건설장비이다 이러한.

미니로더 역시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며 그 작업,

환경의 특성상 구성부품에 많은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구조적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니로더의 유압시스템 해석을

통해 각 구성부품에 가해지는 하중을 구하였으

며 그 하중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조해석을 진행,

하여 구조안전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구조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강도 향상이 필요한 부분을 선

정하고 실험계획법 중 반응표면분석을 이용하여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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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미니로더의 유압시스템을 모델링 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실험 결과의 비: ,

교를 통해 시뮬레이션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미니로더의 유압시스템 해석을 통해 구성부품에.

가해지는 하중을 구하였으며 그 하중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조해석을 진행하여 구조안전성을 평가하였다, .

구조해석결과 강도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에 대해서는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중량은main frame

유지하면서도 강도는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 설계치수를 제안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a hydraulic system of a mini-loader is modeled, and the model is validated by

comparing the simulation results to the experimental results. A load force acting on the structure of the

mini-loader is obtained from the simulation of the hydraulic system, and the structural analysis via finite

element method is performed using the obtained load force to evaluate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loader. For

the mainframe that requires additional strengthening according to the structural analysis, the optimum design

parameters are proposed using the design of experiments to improve strength without additional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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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로더의 구조2.

본 연구 대상인 미니로더는 Fig. 1과 같이

과 이 장착된 이 위에boom bucket main frame chassis

얹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에 장착이 되면main frame chassis Fig. 2와

같이 의 가 아래쪽quick coupler roller main frame

의 를 지지하고 가latch plate , chassis plate main

의 를 잡아주게 된다 그리고frame latch plate .

는 이 앞쪽으로 빠져나오quick coupler main frame

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미니로더의 유압해석3.

시뮬레이션 모델 수립3.1

미니로더의 거동을 예측하고 실제 작용하는 부

하량과 근접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압시

스템 해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차원 시스템 해. 1

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미니로더의 유압시스

템을 Fig. 3과 같이 모델링 하였다.

유압시스템 모델링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Fig. 4와 같이 실제 제작된 미니로더를 이용하

여 성능시험을 진행하였다.

유압시스템 해석에서의 작업모드는 Fig. 5와 같

이 실제 성능시험 때와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작업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작업물 중량은 실제 실험에서 쓰인 으225kg•

로 설정한다.

의 상승하강을 위한 조작은boom / MCV full•

로 약 초간 유지하도록 설정한다stroke 4 .

3.2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험 결과의 비교

미니로더 유압시스템 모델링의 정확성을 규명

하기 위하여 미니로더 성능시험 결과와 해석결과

를 비교하였다.

Fig. 1 Mini loader

Fig. 3 Modeling of Mini loader

Fig. 4 Performance Experiment of Mini loader

Fig. 2 Assembly of Mini lo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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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 압력특성을 비교한 그Fig. 6 boom cylinder

림이다 그래프에서 약 초 구간은 적재물을. 8~13

싣고 있는 이 최상점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bucket

이며 이 구간에서 실험값의 압력이 점점 감소하,

는 것은 내의 에 의한 것으boom cylinder leakage

로 판단된다 이 최상점에 도달한 시점인. bucket

약 초 때 의 최고 압력은 실험값이8 boom cylinder

이고 해석값이 로 약 의 오194 bar , 221 bar 13.9%

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해석모델에 입력한 펌프,

및 릴리프밸브 설정값과 실제 부품의 성능차이로

인한 오차로 판단된다.

Fig. 7은 의 유량특성을 비교한 그boom cylinder

림이다 그래프에서 이 상승하는 초 구. bucket 5~8

간을 보면 의 유입 유량은 실험값이boom cylinder

이고 해석값이 으로 약 의 오27 lpm , 26 lpm 3.8%

차를 보였다.

위와 같이 유압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와 실차테스트 결과의 비교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미니로더의 유압시스템이 상당히 정확하게 모델

링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유압시스템을 고려한 부하데이터3.3

Fig. 8은 유압시스템을 고려하여 에 작Joint 1~3

용하는 부하를 해석한 결과이다.

이 상승할수록 각 에 작용하는 부하bucket Joint

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 최상점에 있는 약, bucket

초 구간이 부하가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 할9~13

수 있다 따라서 이 최상점에 위치할 때의. bucket

부하량을 미니로더의 구조해석 부하데이터로 사

용하였다.

Table 1은 이 최상점에 있는 시점인 초bucket 12

때 각 에 작용하는 부하의 크기이다Joint .

Fig. 7 Comparison of Boom cylinder flow

Fig. 8 Force on Joints

Joint1 [N] Joint2 [N] Joint3 [N]

X -7056.30 -10630.65 17687.05

Y 13686.30 10566.10 -26876.10

Table 1 Force on Joints (12sec)

Fig. 6 Comparison of Boom cylinder pressure

Fig. 5 Wor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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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로더의 구조해석4.

미니로더의 구성부품들의 파손에 대한 원인 및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현재 미니로더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구조해석을 실시하였다.

유한요소해석 모델4.1

해석을 위하여 미니로더를 Fig. 9와 같이 main

로frame, chassis, quick coupler, pin, roller, spacer

나누어서 모델링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 모,

델들을 결합하고 조건을 부여하였다 또한contact .

작동 조건과 형상에 의해서 절반으로 나누어서

모델링을 하였으며 해석시간의 절약 및 해석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요소shell (Quad4 element)

와 요소 를 복합solid (8 node Hexahedron element)

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중조건은 유압해석을 통해서 얻은 부하데이

터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의 각 에main frame Joint

부여하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한요소해석 결과4.2

Fig. 10은 미니로더의 구조해석 결과이다 다른.

부품들에 비하여 의 뒤쪽 판재부분main frame

의 판재 에서 비교적 큰 응력이 발생하(Fig. 11 D )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는 미니로더의

주요 부품의 구조해석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미니로더의 소재는 항복응력이 이고 인280MPa ,

장강도가 인 일반 구조용 압연강 이450MPa (SS400)

다 이러한 미니로더의 구조해석 결과에서. main

의 확보 가능한 안전계수는 밖에 되지frame 1.09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계획법을 이용한 최적화5.

일반 산업기계의 안전계수는 이상 확보되어야2

한다 하지만 구조해석 결과 의 안전계. main frame

수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미니로더의 을 최적화 대상으로 선main frame

정하였다.

의 판재를 두껍게 할수록 그 강도는main frame

향상되겠지만 이는 결코 좋은 설계라고 할 수 없

다 따라서 중량을 유지하면서도 강도는 향상시.

킬 수 있도록 실험계획법을 사용하여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설계인자를. Fig. 11과 같이 주요 판

재의 두께로 선정하였으며 스크리닝 과정을 거,

쳐서 얻어낸 수준표는 Table 3과 같다.

수준 직교배열인 직교배열표를 사용하여3 L27

총 번의 실험계획을 수립하였고 각각의 실험27 ,

계획에 따라 구조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9 Mesh generation

main

frame
chassis

quick

coupler

maxσvon

[MPa]
255.8 54.6 43.9

1.09 5.13 6.38

Table 2 Results of FEM

Fig. 10 Von Mises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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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데이터 분석5.1

Fig. 12와 Fig. 13은 에 발생하는 응main frame

력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와 주효과도 이다. main

에 발생하는 응력에 대해서는 는 크frame A, B, C

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인자가 가장 크게, D

영향을 미치고 인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E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준으로 갈수. 3

록 발생하는 응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4와 Fig. 15는 의 중량에 대한main frame

분산분석 결과와 주효과도이다 의 중. main frame

량에 대해서는 모든 인자가 영향을 크게 미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준으로 갈수록. 1

의 중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main frame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응표면법을 이용한 분석5.2

반응표면법은 반응변수와 실험변수 사이의 관

계를 규명하는데 사용하는 실험으로 반응변수를

최적화할 수 있는 인자의 조건을 찾는데 목적

Fig. 12 Analysis of variance for max vonσ

Fig. 13 Main effect plot of max vonσ

Fig. 14 Analysis of variance for mass

Fig. 15 Main effect plot of mass

을 두는 실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in

의 중량은 유지하면서도 강도는 향상시킬frame

수 있는 최적 설계를 위하여 반응표면분석을 이

용하였다.

반응표면법을 이용하여 구한 maxσvon에 대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Fig. 11 Design Factors of Main frame

( :mm)

A 10 11 12

B 2 2.3 2.5

C 18 19 20

D 3.2 6 11

E 15 17 19

Table 3 Level of Desig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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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σvon = 1075.87 - 31.0833(A) - 186.956(B)

-11.6889(C) - 27.4247(D) - 19.8389(E) +

1.32778(A)
2

+ 41.3333(B)
2

+ 0.211111(C)
2

+

0.935572(D)
2
+ 0.419444(E)

2

반응표면법을 이용하여 구한 중량에 대한 회귀

식은 다음과 같다.

중량 = 14.452 + 1.47(A) + 1.18(B) + 1.34(C) +

0.416982(D) + 0.59(E) - 0.01(A)
2
+ 0.0666667(B)

2

- 2.9304E-15(C)
2
- 2.9304E-4(D)

2
- 1.02026E-15(E)

2

위 두 회귀식의 정확도는 이상으로 매우99%

높으며, maxσvon 및 중량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

측할 수 있다.

maxσvon에 대한 목표값은 중량에 대140MPa,

한 목표값은 으로 선정하였을 때 회귀모델70kg ,

에 의해 얻어진 최적 요인 수준을 Fig. 16에 나타

내었다.

여기에서 의 수준을 실제 의B, C, E main frame

판재 규격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얻어낸 최적 요

인 수준은 Fig. 17에 나타내었다.

반응표면분석을 이용하여 의 중량은main frame

으로 유지하면서도70.07kg maxσvon는 137.57MPa

로 낮출 수 있는 최적화된 설계 인자가 Table

4에 제시되었다.

최적화 모델의 검증5.3

최적화된 설계인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에 대한 구조해석을 다시 수행하였main frame

다. Fig. 18은 최적화 후 에서 발생하는main frame

인장력의 영역과 크기이다.

Table 5를 보면 최적화 결과 중량은 거의 변화

가 없음에도 응력은 약 나 감소되는 것을47.2%

확인할 수 있다.

결 론6.

본 연구에서는 미니로더의 구조안전성을 평가

하고 최적화 하는 방법을 체계화 하였다.

Fig. 16 Response Optimization plot (1)

Fig. 17 Response Optimization plot (2)

A B C D E

[mm]
12 2.3 20 3.2 15

[mm]
10 2.0 18 11 18

Table 5 Optimized Design factors and Results

Fig. 18 Stress distribution of Main frame

maxσvon

[MPa] [kg]

255.8 70.70

135.0 70.07

Table 6 Variation of Stress and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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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해석을 통해 취득한 부하데이터를 이용하

여 구조해석을 실시한 결과 의 응력이255.8 MPa

발생한 을 최적화 대상으로 선정하였main frame

다 그리고 반응표면분석을 이용한 최적화 결과.

maxσvon은 중량은 으로 감소137.57MPa, 70.07kg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구조해석으로 검증한 최적화된 의main frame

maxσvon 은 중량은 으로 반응표135MPa, 70.07kg ,

면분석으로 예측한 최적화 결과와 오차율이 max

σvon에서 약 발생하였고1.9% , maxσvon과 중량에

대한 회귀식은 최적화를 위한 수식으로서 타당성

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적화 결과 기존의 모델과 중량은 거의 변화

가 없음에도 응력은 약 감소하여 안전계수47.2%

을 확보하였다2.07 .

참고문헌

(1) Choung, J. M., Kim, G. S., Jang, Y. S., Choe, I.

H. and Heo, M. S., 2003, "Study on the Static/

Dynamic Measurements and Structural Analysis

Procedure of Wheel Loaders," KSME 2003 Autumn

Conference, pp. 1303~1309.

(2) Park, Y. K., Lee, J. O., Ha, W. I. and Kim, B.

J., 2009, "A Study on the Reinforcement Method to

Ensure the Safety of a Wheeled Loader Cabin,"

KSME 2009 Autumn Conference, pp. 55~59.

(3) Lee, J. H. and Yoo, D. W., 2010, "A Study on

the Fatigue Failure of Front and Rear Axle for

Wheel Loader using Endurance Diagram," KSME

2010 Spring Conference, pp. 250~254.

(4) Pukelsheim, F., 1993, "Optimal Design of

Experiments, john Wiley & Sons, New York.

(5) Taguchi, G., 1987, "System of Experimental

Design," Vol. 1 and 2, Unipub/Kraus International

Publications, New York.

(6) Park, S. H., 1978, "An Application of Response

Surface Experiments to Control the Quality of

Industrial Products : Model Fitting and Prediction of

Responses,"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Quality Control, Tokyo.

(7) Myers, R., Khuri, A. and Carter, W., 1989,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1966~1988.

Technometrics. Vol. 31, No. 2. pp. 137~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