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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Won Seo1* ․ Yun-Kun Huh1 ․ Je-Yong Lee2 ․Chang-Kyu Lee3

ABSTRACT
Electro-hydraulic transmission (HST) and an electronic control system was designed, and performance of the components 

were investigated through indoor tests. When input values for HST swash plate control were given at 3 levels (5, 10, 13 
degrees) in forward and reverse directions, the errors were less than 0.6 degrees. Response time was in ranges of 0.14 ~ 0.16 
s and 0.16 ~ 0.2 s for forward and reverse direction controls while driving, and the values were 0.23 ~ 0.25 s and 0.18 ~ 
0.23 s at static condition, respectively. Similar experiments for left and right steering resulted errors less than 0.5 degrees. 
Resonse time was in ranges of 0.16 ~ 0.22 s and 0.11 ~ 0.23 s for left and right turns while driving, and the values were 
0.07 ~ 0.21 s and 0.09 ~ 0.14 s at static condition, respectively. From frequency response experiments, control system 
appeared to follow sine waves appropriately at frequencies less than 0.8 Hz with gain of 0.11 dB and 0.09 dB for forward and 
reverse direction controls, respectively, and the gain decreased above the frequency. Phase difference showed a gradual 
increase and were less than 45 degree up to 0.8 Hz. Similar experiments for left and right streering showed that the control 
system appeared to follow sine waves appropriately at frequencies less than 0.8 Hz with gain of 0.28 dB and 0.26 dB for left 
and right steering controls, respectively, and the gain decreased above the frequency. Phase difference showed a gradual 
increase and were less than 45 degree up to 0.8 Hz, which was the same as for the forward and reverse controls.
Key words: Electronic control system, HST(Hydro static transmission), Response time, Gain, Phase difference

Ⅰ. 서 론1)

기계화 농업의 확산으로 자탈형 콤바인의 세계 시장 규

모는 2009년도에는 약 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탈형 콤바인의 수요패턴은 고성능과 고효율의 제품을 선

호하며, 특히 대형급 모델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도의 국내 자탈형 대형 콤바인 시장은 업체별 신 

모델 출시에 따른 적극적인 마케팅과 임대 작업농 위주의 

대형화에 힘입어 콤바인 전체 공급대수의 18.1%를 차지

하였으며, 2008년도는 29.1%로 증가하여 대형화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농촌진흥청, 2009). 
그러므로 향후 국내의 자탈형 콤바인 시장은 농기계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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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첨단기능과 고성능을 갖춘 중 ․대
형급 모델의 수요가 내수시장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

된다.
국내 농업기계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자탈형 콤바인의 

보편화, 대형화 및 자동화를 들 수 있는데, 국내 자탈형 콤

바인 제조업체들의 초기 기술 개발 수준은 외국의 선진업

체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지난 20년간 꾸준한 기술개

발 노력으로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에 자탈형 콤바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될 것으로 예

상되며, 특히 대형 자탈형 콤바인의 개발을 위한 핵심 기

술인 동력전달 시스템 기술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식 등(2005)은 작업장 도로(On-road) 및 비도로(Off- 

road)에서 부드럽게 조향할 수 있는 트랙터용 전동식 동력

조향시스템을 설계, 제작하고, 포장실험을 통하여 조향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기본적인 구명 파라메타인 트랙터 속

도에 따른 최대조향력을 실험적으로 구명하여 트랙터에 적

용 가능한 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 자탈형 콤바인의 개발에 있어, 작업

자의 조작 편리성 및 안전성의 확보, 복잡한 기구학적 링

크 구조의 단순화, 정비성 향상이 가능한 콤바인 HST 전

자 제어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작기를 설계, 제작하고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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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통해 전자 제어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

소와 유압시스템에 대한 특성실험을 통하여 연구·개발된 

전자제어시스템의 양산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공시 재료

본 연구 수행에 사용한 콤바인은 K사의 72kW급이며, 
Table 1에 주요 제원을 나타내었으며, 실험을 위해 사용

된 콤바인의 제어시스템의 개요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제어시스템은 1) 운전자에 의한 각종 운전조건 등의 조

작을 위한 주행 및 부변속 레버, 조향레버 등으로 구성되

는 조작부, 2) 차량의 주행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주행 및 조향 HST 사판 센서, 좌/우 차륜의 속도를 계측

하여 조향제어시 사용되는 차속센서 등으로 구성되는 검

출부, 3) 입력 포트를 통해 각종 센서로부터의 신호를 읽

어 들여 각종 연산처리를 수행한 후에 출력포트를 통해 

제어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마이크로컴퓨터와 마이크로컴

퓨터의 제어신호에 의해 모터 및 솔레노이드밸브의 구동

Table 1. Specification of prototype.

Item Specification
Max output and rpm, kW/rpm 72/2600

Transmission Hydraulic infinite
Nunber of gears range×3
Speed, m/s Slow: 0.96

Standard: 1.65
Fast: 2.77

HST capacity, cc 37×2
Steering type Mechanical link control
Max. weight, kg 4,580

Fig. 1. Introduction of electronic control system.

을 위한 전자회로로 구성되는 전자 제어부, 4) 전자 제어

부로 부터의 제어신호에 의해 HST의 사판 및 유압회로의 

제어를 위한 제어시스템의 액츄에이터인 DC모터 및 솔레

노이드밸브, 5) DC모터 및 솔레노이드밸브에 의한 사판 

및 유압회로의 제어에 의해 차륜 속도 등이 제어되는 주

행(조향)용 HST 및 트랜스미션 등으로 구성하였다.

2. 실험 장치

본 실험을 위한 실험장치의 모습을 Fig. 2 ~ 5에 보여주

고 있으며, 실험 장치는 조향각 측정을 위한 조향각센서

(포텐쇼미터), 주행 및 조향용 HST의 사판각 측정을 위한 

주행 및 조향 사판각 센서(포텐쇼메터), 엔진 회전수 및 좌

/우측 차륜의 속도 측정을 위한 차속센서(기어 및 마그네

Fig. 2. Photo of range shift lever and main shift lever.

Fig. 3. Photo of steering lever. 

 

Fig. 4. Photo of Swash Plate Senser. (L: driving swash plate, 

R: Steering swash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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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 degrees (b) 10 degrees

Fig. 6. Result of experiment on driving lever step change (5, 10 degrees), (forward).

   

(a) 5 degrees (b) 10 degrees

Fig. 7. Result of experiment on driving lever step change (5, 10 degrees), (reverse).

Fig. 5. Photo of speed sensor (L/R).

틱 픽업센서) 등으로 구성되었다. 실험 중의 각종 센서로

부터의 신호는 A/D보드를 통해 컴퓨터로 읽어 들여 컴퓨

터에 저장하였으며, 실험이 끝난 후에 데이터 처리를 실시

하였다.

3. 실험 방법

과도 응답 특성 실험 및 주파수 응답 특성 실험을 실시

하여 주행 및 조향레버 센서의 스텝변화에 대한 주행 및 

조향 사판의 추종성 등을 관찰하였다. 실험은 엔진회전수 

2850rpm, 부 변속 3종류(저속, 표준, 고속)의 조건하에서, 
주행의 경우는 조향레버의 위치를 중립(0°)위치에 설정한 

후 전진 및 후진 방향으로 주행레버의 각도(5°, 10°, 13°)
를 스텝 상으로 변화시키면서 수행되었으며, 조향의 경우

는 주행레버의 위치를 중립(0도)위치에 설정한 후 좌회전 

및 우회전 방향으로 조향레버의 각도(5°, 10° 및 13°)를 

스텝 상으로 변화시키면서 수행한 과도응답 특성 실험과 

주행레버의 각도를 0°에서 5°, 10°, 15° 3단계의 신호에 

대한 주파수를 0.2, 0.4, 0.6, 0.8 및 1.6Hz로 변화시키면

서 주파수 응답 특성 실험을 수행 하였으며, 조향의 경우

는 주행레버의 위치를 중립(0도)위치에 설정한 후, 좌회전 

및 우회전에 대해 조향레버의 각도를 0°에서 5°, 10° 및 

15° 3단계의 신호에 따른 주파수를 0.2, 0.4, 0.6, 0.8 및 

1.6Hz로 변화시키면서 수행하였다. 레버 센서의 스텝 상 

신호는 함수발생기에 의해 이루어졌다. 실험 중의 각 센서

로부터의 신호는 A/D보드를 통해서 A/D변환 한 후에 컴

퓨터에 저장하였으며, 실험이 끝난 후 컴퓨터에 의해 데이

터 처리 및 분석을 하였다. A/D변환은 100Hz의 샘플링 

주기로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Fig. 6 및 7에 대표적으로 전진 및 후진 시의 주행 레버

의 스텝 변화 각도 5° 및 10°에 대한 특성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로부터 전진 및 후진에 관계없이 주행레버 각

도의 스텝변화에 대해 주행용 HST의 사판각이 오버슈트 

등의 이상 현상 없이 주행 레버 각에 추종하였으며, 정상

상태에서의 정상편차도 약 0.7도의 범위 내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정상편차는 콤바인의 주행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제어시스템의 편차로서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범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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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rward time constant (b) reverse time constant

Fig. 9. Time constant of responsibility (forward & reverse).

   

(a) 5 degrees (b) 10 degrees

Fig. 10. Result of experiment on steering lever angle step change (5, 10 degrees) (left turn). 

   

(a) 5 degrees (b) 10 degrees

Fig. 11. Result of experiment on steering lever angle step change (5, 10 degrees) (right turn).

고 판단되었다. 
전진, 후진시의 레버 각도 스텝변화에 따른 정상상태에

서의 정상편차를 Fig. 8에 응답성에 대한 시정수를 Fig. 9
에 나타내었다.

Fig. 9의 실험결과로부터 주행레버각도의 스텝변화에 따

른 제어 시스템의 시정수는(63.2%)는 기동 시 전진은 0.14 
~0.16초, 후진은 0.16~0.2초의 범위 내에 있으며, 정지 시 

전진은 0.23~0.25초, 후진은 0.18~0.23초의 범위 내에 있

었다. 이러한 응답성은 콤바인의 작업속도(1.65m/s) 및 작

업자의 조작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제어시스템에 채택하기

에 충분한 제어 응답성이라고 판단되었다.
Fig. 10 및 11에는 대표적으로 좌회전 및 우회전 시의 

조향 레버의 스텝 변화 각도 5° 및 10°에 따른 특성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로부터 좌회전 및 우회전에 관계없이 조향레

Fig. 8. Steady state deviation on lever angle step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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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ft turn time constant (b) right turn time constant

Fig. 13. Time constant of responsibility (left & right turn).

   

(a) forward (0.2Hz) (b) forward (0.4Hz)

   

(c) forward (0.8Hz) (d) forward (1.6Hz)

Fig. 14. Result of experiment on the property of driving lever frequency during driving forward.

버 각도의 스텝변화에 따른 조향용 HST의 사판각이 오버

슈트 등의 이상 현상 없이 안정적으로 조향레버 각에 추

종하고 있으며, 정상상태에서의 정상편차도 약 0.5°의 범

위 내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좌/우회전 시의 레버 각도 스텝변화에 대한 정상상태에

서의 정상편차를 Fig. 12에 응답성에 대한 시정수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상상태에서의 정상편차는 

좌/우 조향 모두에서 약 0.5° 이하이며, 이 정상편차는 콤

바인의 주행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제어시스템의 편차로서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되었다. 
실험결과로부터 조향레버각도의 스텝변화에 따른 제어시

스템의 시정수(63.2%)는 기동 시 좌회전은 0.16~0.22초, 
우회전은 0.11~0.23초의 범위 내에 있으며, 정지 시 좌회

전은 0.07~0.21초, 우회전은0.09~0.14초의 범위 내에 있었

다. 이러한 응답성은 콤바인의 작업속도(1.65m/s) 및 작업

자의 조작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제어시스템에 채용하기에 

충분한 제어 응답성이라고 판단되었다.
Fig. 14에 대표적으로 전진 15°에서의 주파수 변화 0.2 

Hz, 0.4Hz, 0.8Hz, 1.6Hz 따른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로부터 전진의 경우 15°의 레버 각도 변화에 

대해 주파수 0.2Hz부터 0.8Hz까지는 사판각이 레버각의 

Fig. 12. Steady state deviation on lever angle step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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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erse (0.2Hz) (b) reverse (0.4Hz)

   

(c) reverse (0.8Hz) (d) reverse (1.6Hz)

Fig. 15. Result of experiment on the property of driving lever frequency during reverse driving.

변화에 따라 추종하고 있으나, 1.6Hz에서는 커다란 진폭

의 감소 및 위상차가 관측되었다. 레버는 운전자에 의해 

조작되며, 콤바인의 주행 특성을 고려할 때 제어시스템의 

주파수 특성으로 충분한 특성이라고 판단되었다.
Fig. 15에 대표적으로 후진 15°에서의 주파수 변화 0.2 

Hz, 0.4Hz, 0.8Hz, 1.6Hz에 대한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로부터 후진의 경우 15°의 레버 각도 변화에 

대해 주파수 0.2Hz부터 0.8Hz까지는 사판각이 레버각의 

변화에 따라 추종하고 있으나, 1.6Hz에서는 진폭이 점진적

인 증가 현상이 관측되었고 위상차는 급격히 감소되는 실

험 결과 값이 관측되었다. 
전진, 후진 주파수 응답 실험 결과에 대한 게인 선도를 

Fig. 16에 위상차 선도를 Fig. 17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로부터 전진, 후진시의 게인은 0.8Hz까지는 약 

0.11dB 및 0.09dB에 근접하였으며, 전진 시 1.0Hz에서 1.4 
dB로 가장 크게 증가 하였으나 1.6Hz에서는 0.76dB로 낮

아지는 결과 값을 나타내었으며, 후진 시 0.6Hz부터 게인

이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전진과 후진시 1.6Hz 내에서 계산된 게인의 평균값은 전

진 시 0.107dB, 후진시 0.087dB의 값을 나타내었다.
전진 및 후진시의 경우, 위상차는 입력 주파수의 증가와 

함께 위상차도 점진 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

며, 0.8Hz까지 전진은 35.5° 후진은 45°의 범위 내에 있는 
실험 결과 값을 나타내었다.

Fig. 18에 대표적으로 좌회전 15°에서의 주파수 변화 (0.2 
Hz, 0.4Hz, 0.8Hz, 1.6Hz)에 따른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로부터 좌회전의 경우 15°의 레버 각도 변화에 
대해 주파수 0.2Hz부터 0.8Hz까지는 사판각이 레버각의 

Fig. 16. Amplitude ratio of the characteristics of frequence 

response (forward & reverse). 

Fig. 17. Phase difference of the characteristics of frequence 

response(forward & reverse).

변화에 추종하고 있으나, 1.6Hz에서는 게인이 점진적인 증

가 추세를 나타내었고 위상차는 점진적인 감소추세가 관

측되었다. 레버는 운전자에 의해 조작되며, 콤바인의 조향 

특성을 고려할 때 제어시스템의 주파수 특성으로 충분하다

고 판단되었다. 
Fig. 19에 대표적으로 우회전 15°에서의 주파수 변화 (0.2 

Hz, 0.4Hz, 0.8Hz, 1.6Hz)에 따른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로부터 우회전의 경우 15°의 레버 각도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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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ft turn (0.2Hz) (b) left turn (0.4Hz)

   

(c) left turn (0.8Hz) (d) left turn (1.6Hz)

Fig. 18. Result of experiment on the property of steering lever frequency during left turning.

   

(a) right turn (0.2Hz) (b) right turn (0.4Hz)

   

(c) right turn (0.8Hz) (d) right turn (1.6Hz)

Fig. 19. Result of experiment on the property of steering lever frequency during right turing.

대해 주파수 0.2Hz부터 0.8Hz까지는 사판각이 레버각의 

변화에 따라 추종하고 있으나, 1.6Hz에서는 좌회전 시와 

같이 위상차와 게인이 점진적인 증가 추세가 관측되었다. 
좌회전, 우회전의 주파수 응답 실험 결과에 대한 게인 

선도를 Fig. 20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로부터 좌회전, 우회전시의 게인은 0.8Hz까지

는 약 0.28dB 및 0.26dB에 근접하였으며, 좌회전 시 1.0Hz
에서 0.57dB, 1.6Hz에서는 1.88dB로 게인이 점진적인 증

가 추세를 나타내었고, 우회전시 1.0Hz에서 0.52dB로 가

장 큰 값으로 나타났으나, 1.6Hz에서는 0.17dB로 게인이 
Fig. 20. Amplitude ratio of the characteristics of frequence 

response(Right &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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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Phase difference of the characteristics of frequence 

response(Right & Left).

감소하는 결과 값을 나타내었다. 
Fig. 21은 좌회전, 우회전의 주파수 응답 실험 결과에 대

한 위상차 선도를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로부터 좌회전, 우회전시의 위상차는 입력 주

파수의 증가와 함께 위상차도 점진 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여주고 있으며, 0.8Hz까지 좌회전은 45.1° 우회전은 

27.8°의 범위 내에 있는 실험 결과 값을 나타내었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콤바인 수확 작업자의 조작 편리성, 안전

성의 확보, 복잡한 링크 기구의 단순화 및 유압계통의 고

출력이라는 장점을 살린 유압 트랜스미션과 전자제어 기능

이 융합된 콤바인 HST 전자제어시스템을 설계하여,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실내에서의 특성

실험 등을 통해 시스템의 특성을 구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제어시스템에 대한 상기의 각종 실험을 통해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제어시스템에 대한 실내에서의 과도 응답특성 실험 

결과에서 전/후진 제어의 경우 3수준 (5°, 10°, 13°)의 레

버 각의 스텝 변화에 따른 과도 상태에서의 응답특성은 주

행용 HST 사판각의 변화가 오버슈팅 없이 점진적인 증가

와 함께 목표치에 안정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

며, 정상상태에서의 정상 편차는 0.6° 범위 내에 있었다. 
응답성(시정수)은 기동 시 전진은 0.14~0.16초, 후진은 0.16 
~0.2초의 범위 내에 있으며, 정지 시 전진은 0.23~0.25초, 
후진은 0.18~0.23초의 범위 내에 있었다. 

2. 제어시스템에 대한 실내에서의 과도 응답 특성 실험 

결과에서 좌/우 조향 제어의 경우 3단계 (5°, 10°, 13°)의 

레버각의 스텝 변화에 따른 과도 상태에서의 응답특성은 

조향용 HST 사판각의 변화가 오버슈팅 없이 점진적인 증

가와 함께 목표치에 안정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보여주었

으며, 정상상태에서의 정상 편차는 0.5° 범위 내에 있었다. 

응답성(시정수)은 기동 시 좌회전은 0.16~0.22초, 우회전

은 0.11~0.23초의 범위 내에 있으며, 정지 시 좌회전은 

0.07~0.21초, 우회전은 0.09~0.14초의 범위 내에 있었다. 
3. 주파수 응답 실험의 결과로부터 제어 시스템은 전 ․후

진 입력 주파수 0.8Hz 이하에서 제어시스템은 설정한 정

현파형의 레버각 변화에 대해 사판각이 적정수준 추종하고 

있으며, 게인은 0.8Hz까지는 전/후진에 대해 약 0.11dB 및 
0.09dB에 근접하였고, 1.0Hz 이상부터는 게인이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전진 및 후진시의 경우, 위상차

는 입력 주파수의 증가와 함께 위상차도 점진적으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0.8Hz까지 약 45°의 범위 내

에 있었다. 
4. 주파수 응답 실험의 결과로부터 제어시스템은 좌 ․우

회전 입력 주파수 0.8Hz 이하에서 제어시스템은 설정한 

정현파형의 레버각 변화에 따라 사판각이 추종하고 있으

며, 게인은 0.8Hz까지는 좌/우 조향에 대해 약 0.28dB 및 

0.26dB에 근접하여 변화하였으며, 1.0Hz 이상부터는 게인

이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전진 및 후진시의 

경우, 위상차는 입력 주파수의 증가와 함께 위상차도 점진

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0.8Hz까지 약 45
도의 범위 내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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