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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휠로더는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건설 골재 채취 
및 운반, 제조업, 농업 등 다양한 용도에 범용적으

로 사용 되는 장비이다.  
휠로더 작업장치 링키지는 링크 조인트 위치에 

따라 버켓의 작업범위가 결정되며 작업 하중에 의
한 하중의 변화, 작업성능 등이 결정된다. 따라서 
휠로더 작업 장치 설계 시에는 작업성능과 함께 

다양한 작업에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

한 링크를 선정해야 한다. 최근의 연구 동향으로

는 작업성능 향상을 위한 링키지 최적화에 대한 
연구(1,2)와, 다물체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휠로더 작업장치 분석과 성능 개선에 대한 
연구(3~5)가 수행되었다. 
휠로더 작업장치의 대표적인 구조에는 Fig. 1 과 

같이 Z-bar 타입과 Parallel-lift 타입 두 가지가 있
으며, 장단점은 Table 1 과 같다.  

Z-bar 타입 작업장치는 굴삭력은 높지만 작업구

간에서 버켓의 각도변화가 크기 때문에, 버켓에 
실린 작업물이 쏟아지거나 굴삭 작업 이외의 포크

Key Words: Wheel Loader(휠로더), Characteristic Analysis(특성분석), Optimal Design(최적설계), Kinematic 
Analysis(기구해석), Static Analysis(정해석), Planar Multi-body Dynamics(평면 다물체 동역학)  

초록: 휠로더는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운반, 제조업에도 다양한 용도로 범용적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작
업장치 기본 설계 시에는 작업성능뿐만 아니라 버켓의 각도변화 등 작업사양을 만족시키는 설계 안을 
도출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물체 동역학 해석을 통하여 휠로더 작업장치 특성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작업장치 기본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과 최적설계 프로그램의 
연동을 통해서 Z-bar 타입 휠로더 작업장치의 작업사양을 개선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업장치 설계 시 작업장치 컨셉에 따른 기본설계방안을 도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Wheel loaders are utilized not only on construction sites, but also for general purposes, such as 
manufacturing and transportation. Therefore, during the basic design stage of this type of working device equipment, 
the designer should consider specifications as well as working performance. In this research, a characteristic analysis 
program was developed for use in the basic design stage of construction equipment using multibody dynamics analysis. 
In addition, through the optimization of its links, improvements to the lifting capability of a Z-bar-linkage-type wheel 
loader were suggested. Using the developed program and process,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time required for the basic 
design of the working device. 

† Corresponding Author, wsyoo@pnu.ac.kr 
Ⓒ 2016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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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운송작업 등의 작업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진

다. Parallel-lift 타입 작업장치는 작업구간에서 버
켓의 각도변화가 작아서 범용적인 작업이 가능하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실린더의 수축에 의
하여 굴삭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굴삭력이 낮
고 링크 구조에 의하여 작업자의 시야가 제한된다

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Z-bar 타입 작업장치의 장점과 Parallel 

Lift 타입 작업장치의 장점을 결합한 작업장치 개
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미 해외 선진업체들

은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은 Parallel Z-bar 타입 
작업장치 / Hybrid 작업장치와 같이 우수한 굴삭 
성능을 유지하면서 수평인양 작업이 가능한 작업

장치를 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개념의 작업장치 설계에 앞서 

휠로더 작업장치 특성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기존 Z-bar 타입 작업장치에 대하여 
붐 상승 시 버켓 각도변화를 최소화하여 수평 인
양을 위한 링크조합을 제시하려 한다. 

2. 휠로더 작업장치 특성 

2.1 버켓 각도변화 
버켓 각도 변화는 버켓이 지면과 만나고 지면과

의 각도가 0°인 초기(initial) 상태로부터 버켓 실린

더를 고정하고 붐 실린더를 상승시킬 때 버켓의 
각도변화를 말한다.  
 

2.2 굴삭력 
Fig. 3과 같이 굴삭력은 초기 자세에서 붐 실린

더를 고정시키고 버켓을 회전시키는 굴삭 작업 구
간 동안 버켓 끝단 100mm 안쪽에 버켓에 수직

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최대의 힘으로 붐 
실린더에 의한 붐 굴삭력, 버켓 실린더에 의한 
버켓 굴삭력이 있다. 작업장치의 굴삭력은 버켓 
각도가 0°일 때 두 실린더의 굴삭력 최소값으로 
정의한다. 

 
2.3 인양력 
Fig. 4와 같이 초기(initial) 또는 적재(carrying) 자

세로부터 버켓 실린더를 고정시키고 붐 실린더를 
상승시키는 작업시나리오에서 버켓 질량 중심점에 
자중 방향으로 작업장치가 작용할 수 있는 최대 
작용력을 인양력이라 한다. 붐 실린더에 의한 최
대 작용력을 붐 인양력, 버켓 실린더에 의한 최대 
작용력을 버켓 유지력이라 한다. 작업장치의 인양

력은 버켓을 상승 시키는 동안 전체 작업구간에서 
붐 인양력 / 버켓 유지력의 최소값으로 정의한다. 

3. 해석 프로그램 개발 

일반적인 건설장비 작업장치는 작업 능력과 안
정성을 위해 좌우 대칭 구조로 설계된다. 상용 다
물체 동역학 프로그램(ADAMS,(6) RecurDyn(7) 등)을 
이용한 작업장치 3차원 모델 해석의 경우, 좌우 

Table 1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each type
 장점 단점 

Z-bar 버켓 굴삭력 높음 
구조 간단 

수평 인양 어려움 
가시성 나쁨 

Parallel lift 수평 인양 
가시성 좋음 

버켓 굴삭력 낮음 
구조 복잡 

 

 
(a) Z-bar type (b) Parallel lift type 

Fig. 1 Wheel loader working device 
 

 
(a) Parallel Z-bar (b) Hybrid 

Fig. 2 Wheel loader working device   

Fig. 3 Breakout working section 
 

Fig. 4 Lifting operation 



휠로더의 작업장치 링크 특성 분석을 통한 수평 인양 최적화 

   
 

391

대칭 구조로 인해 과구속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해석 모델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이 필요하다. 또한 실린더의 유압 특성을 고려하여 
굴삭력, 인양력을 계산하기 위해 복잡한 해석 기법

이 필요하다. 따라서 작업장치 성능 및 사양을 분
석하기 위한 독자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휠로더 특성 분석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3

차원의 작업장치 모델을 2차원으로 축소하고, 링
크 자동 조립 모듈 / 작업장치 특성 분석 모듈을 
통해서 비전문가도 쉽게 동역학 모델을 생성하고 
작업장치 특성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간편하게 해석 시나리오와 링크 조인트의 
위치를 수정하여 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최적설계에 활용하기 쉽도록 하였다.  

3.1 자동 조립 모듈 
자동 조립 모듈에서는 Fig. 5와 같이 각 물체의 

무게중심 위치와 물체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은 뒤,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인트 위치와 
링크 조인트 연결정보를 통해서 전체 작업장치 모
델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인트 연결 정보와 회전 조인트 구속식 (1) 및 

병진 조인트 구속식 (2)를 이용하여 전체 시스템

의 구속식을 구성하며 Fig. 7의 구속식에 대하여 
벡터를 표기하였다. 이를 뉴턴-랩슨법을 이용하여 

Fig. 8과 같이 구속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여 링
크와 링크 연결정보에 따른 모델의 조립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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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A s r A s

y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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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q tΦ =   (3) 

3.2 특성 분석 모듈 
상용 다물체 동역학 프로그램을 이용한 작업장

치 굴삭/인양 특성 분석에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

하다. 먼저 특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자세를 설정

하여 새로운 모델을 생성하고 각 실린더 액추에이

터에서 발생하는 반력을 이용하여 역으로 굴삭 / 
인양을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전체 작업구간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성 분석 모듈은 자동 조립 모듈을 통해 생성

한 2차원 모델과 실린더 내/외경 및 실린더 주요 
자세별 길이를 입력하면 붐/버켓 굴삭력, 붐 인양

력, 버켓 유지력 및 버켓 각도변화를 Fig. 9와 같
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업장치 
굴삭/인양 특성은 실린더의 릴리프압과 실린더 구 

 
Fig. 5 Body information 

 
Fig. 6 Joint connecting information 

(a) Revolute joint (b) Translational joint 
Fig. 7 Joint Constraint 

 

 
Fig. 8 User interface for automatic assembl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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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User interface for characteristic analysis program 

 

 
Fig. 10 Process of characteristic analysi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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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ket(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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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Validation of breakout force by comparing with 

RecurDyn 
 

조에 따라 결정된다.  
작업장치의 굴삭/인양 특성을 분석하는 프로세

스를 Fig. 10 에 나타내었다. 먼저 기구해석을 통해

서 특성 분석을 하고자하는 자세를 만든다. 그리

고 자중만을 고려하였을 때 실린더 액추에이터 부
분에 발생하는 반력과, 버켓의 특정 지점(굴삭력

의 경우 버켓 끝단, 인양력의 경우 질량중심점)에 
자중을 무시한 상태로 임의의 외력을 작용하고 이
때 실린더 액추에이터 부분에 발생하는 반력을 구
한다. 이를 이용해서 자중의 영향과 임의의 외력

의 영향을 고려하여 실린더 액추에이터가 릴리프 
되기 전까지 작업장치가 최대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추정할 수 있으며, 각 작업자세별 작업능

력과 버켓 각도, 붐-버켓 힌지 높이 등 작업영역

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서 상용 해석 프

로그램 RecurDyn을 이용한 해석결과를 비교하였

다. Z-bar Type작업장치 모델에 대해서 굴삭력, 인
양력 그리고 버켓 각도변화를 각각 Fig. 11, Fig. 12, 
Fig. 13과 같이 비교하여 특성 분석 프로그램의 신
뢰성을 검증하였다. 

 

4. 수평 인양 최적화 

본 연구에서 만든 다물체 동역학 프로그램과 최
적화 프로그램의 연결 프로세스를 Fig. 14에 나타

내었다. 먼저 조인트 연결정보와 바디 정보를 수
행하고 자동조립 모듈을 통해서 작업장치 모델을 
생성한다. 이후 특성 분석 모듈을 이용 굴삭/인양 
특성 및 버켓 각도, 붐-버켓 힌지 높이와 같은 작
업장치 특성을 구한다. 이를 이용하여 최적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버켓 각도변화를 최소화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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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Validation of lifting force by comparing with 

RecurD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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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Validation of bucket angle variation by comparing

with RecurDyn 



휠로더의 작업장치 링크 특성 분석을 통한 수평 인양 최적화 

   
 

393

인트 위치를 탐색한다. 최적설계 프로그램으로는 
PIAnO(10)를 이용하였다.  

 
4.1 최적설계 알고리즘 
최적설계 알고리즘으로는 진화 알고리즘

(Evolutionary Algorithm: EA)을 사용하였다. EA 알고

리즘은 자연계의 진화 과정을 모방한 알고리즘으

로써 선택  재결합  돌연변이의 단계를 통해

서 전역 최적 해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이다. 선택 
단계에서는 미리 만들어진 모집단(population) 중에

서 목적함수 값이 우수한 해를 선택하고 이 해는 
부모(parent)가 되어 다음 세대(generation)를 만드

는 역할을 수행한다. 재결합 과정에서는 앞서 선
정된 부모를 이용하여 새로운 자손을 생성한다. 
이때 생성된 자손들은 부모의 성질을 닮게 되고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서 최적 해에 접근한다. 돌
연변이 단계에서는 부모세대를 통해서 생성된 자
손 중에서 임의로 돌연변이를 일으켜 설계변수 전
역에서 해를 탐색하도록 하여 최적설계 결과가 국
부 최적해에 수렴하는 것을 방지한다.  

진화 알고리즘은 전역 최적해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최적설계 알고리즘에 비해야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최적설계 수행 시 소요시간

이 많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목적함수에 민감한 설계변수를 선정하고 선정

된 설계 변수를 이용하여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4.2 설계 변수 선정 
최적설계 이전에 실험계획법을 통하여 인양작업 

시 버켓 각도변화에 민감한 Z-bar 작업장치 각 링
크의 조인트 위치를 분석하여 설계변수로 선정하

였다(Fig. 15). 실험계획법을 통해 6 개의 링크 조인

트 위치를 선정하고 링크를 제외한 나머지 조인트 
위치의 x, y 좌표, 링크의 조인트 x 좌표를 설계 변
수로 선정하여 조인트 위치 변동 범위를 -30mm ~ 
+30 mm 로 선정하였다.  

 
4.3 최적설계 파라미터 선정 
최적설계 목적함수로는 Z-bar 작업장치에 대하여 

작업장치 초기 자세로부터 시작하여 붐 실린더를 
최대로 상승시켜 작업물을 인양하는 작업 시나리

오에 대하여 버켓 각도의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하
였다.  

제약조건으로는 충분한 작업 범위를 만족할 수 
있도록 굴삭 작업 시 전경각과 후경각, 인양 작업 
시 초기 각도와 최종 각도, 작업 높이를 제약 조
건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작업성능(굴삭력, 인양

력)이 저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성능

의 변동폭을 제약조건으로 선정하였다.  
 

4.4 조인트 위치 최적설계 결과 
앞서 4.2절과 4.3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제약

조건을 선정하고 실험계획법을 통해 선정된 11개
의 변수에 대하여 인양 작업 시 버켓 각도변화를 
최소화하는 목적을 위한 최적설계 과정을 수행하

였다. 작업성능(굴삭력/인양력) 및 붐-버켓 힌지핀 
높이는 보안상의 이유로 초기모델의 최대 붐 굴삭

력과 붐-버켓 힌지핀 높이로 정규화 하였다. 
최적설계 결과, 버켓 각도 변화는 Fig. 16과 같이 

인양 작업구간에서 23.7°에서 15.4°로 약 35% 감
소하였다. 또한 굴삭 및 인양작업 시 시작 및 종
료 시점의 각도(전경각/후경각)을 만족하며 인양 

 
Fig. 14 Process of design optimization 

 
 

(a) Bucket (b) Link 

 

(c) Bell crank (d) Front frame 

 
(e) Boom 

Fig. 15 Design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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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 작업높이 또한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7은 최적화 전후의 굴삭력을 비교한 그래

프이다. 최적화 이후 전 구간에서 버켓 굴삭력은 
감소하지만 0°일 때 붐 굴삭력은 약 3.82% 증가하

였다. 따라서 작업장치의 굴삭력은 버켓 각도 0°
일 때 붐 굴삭력에 의해 결정되고 약 3.82% 증가

한다.  
Fig. 18은 최적화 전후의 인양력/버켓 유지력을 

비교한 것이다. 초기 모델의 경우 버켓의 높이가 
최상단일 때 버켓 유지력에 의해서 전체 작업장치

의 인양력이 결정된다. 최적화 이후 모델의 경우

에는 붐 인양력에 의하여 전체 작업장치의 인양력

이 결정되고 최적화 이전 모델에 비해 인양력은 
약 20.72% 증가하였다. 

Fig. 19에서는 최적화 전후의 설계변수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주요한 변화로는 Link의 길이가 감소

하였으며, Front frame의 조인트 위치가 오른쪽 아
래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20은 최적화 전
후 전체 작업장치 모델을 비교하였다. 

5.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다물체 동역학 해석을 이용하여 
휠로더 작업장치 특성을 분석하는 휠로더 특성 분
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휠로더 Z-

 
Fig. 16 Comparison of bucket angle variation with initial

and optimiz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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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omparison of breakout forces with initial and
optimized model  

 

Fig. 18 Comparison of lifting forces with initial and 
optimized model 

 

  

 
(a) Bucket 

 
(b) Link 

(c) Bell crank (d) Front frame 

 
(e) Boom 

Fig. 19 Comparison of design parameters with initial and 
optimiz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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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작업장치에 대하여 버켓 각도의 변화를 최소

화 하도록 조인트 위치를 개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작업장치 특성 분석 

프로그램은 동역학 모델 개발에 관한 지식이 없더

라도 설계자가 링크별 정보와 조인트 연결 정보만

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모델을 생성하고 작업 장
치 특성을 간편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상용 프로그램은 링크 설계안이 변경될 경

우 새로운 모델을 생성하고 이에 따른 성능과 작
업영역을 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지

만 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링크 설계 변경안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성능 및 작업영역을 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적설계 프로그램과 연동을 
통해서 설계자가 원하는 작업장치 링크 설계 방안

을 도출 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Z-bar Type 작업장치에 대하여 수

평인양이 가능하도록 인양 작업 시 버켓 각도변화

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조인트 위치를 도출하였다. 
최적화 결과 버켓의 각도 변화는 23.7°에서 15.4°
로 약 35% 감소하였고 굴삭력은 3.82% 증가, 인
양력은 20.72% 증가하였다.  
향후 계획으로는 작업 모드별 성능 및 사양 검 

증 모듈을 개발하여 각 모드별 검증 작업 및 작업 
시 링크 조인트에 발생하는 조인트 반력을 통합적

으로 고려한 최적설계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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