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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fuel efficiency of an agricultural tractor. The fuel 
efficiency of the tractor during rotary tillage was predicted using numerical modeling. A 
numerical model was developed using Simulation X. Based on tractor power flow, 
numerical modeling consisted of an engine, transmission, PTO (power take off), and 
hydraulics. The specifications of major components utilized in the numerical model were 
the same as those of a 71 kW tractor (field test tractor). The load that was inputted for fuel 
efficiency prediction into the simulation model was obtained from a field test. Fuel efficiency 
predictions were conducted by comparing field test results and simulation results. In 
addition, it was performed by dividing the rotary tillage and steering section.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values of engine torque were measured to be 0.31 in the rotary tillage 
and 0.92 in the steering section. Second, t-values of fuel consumption were measured to be 
0.51 and 5.41 in the rotary tillage and the steering section, respectively. Finally, t-values of 
fuel efficiency were measured to be 1.72 and 40 in the rotary tillage and the steering 
section,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no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t-values of less than 
5% in the rotary tillage. But, it shows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teering section. 
Therefore, simulation for accurate fuel efficiency prediction requires a suitable algorithm or 
detailed design of the simulation model in the steering section.

Keywords: agricultural tractor, fuel efficiency, rotary tillage, simulation x

Introduction
트랙터는 국내 농업기계 중 86% (243,531 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류 사

용량은 345,000 kL로 난방기 다음으로 가장 높아 트랙터의 고효율화 및 연비 향상에 대

한 기술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Kim et al., 2011).

고효율 트랙터 개발을 위해서는 연비의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현재

는 대부분 다이나모미터를 이용한 전부하 시험과 필드 테스트를 이용하고 있다(Ki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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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a). 전부하 시험은 최대 부하일 때를 기준으로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실제 트랙터 작업 조건의 반영이 어려

우며, 필드 테스트의 경우 실제 작업을 통해 수행되지만 높은 비용과 시간, 인력 소모가 발생된다는 단점이 있다

(Lee et al., 2015b).따라서 기존 방식의 문제 해결이 가능한연비 평가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Andre, 2004; 

Yoon, 2012a). 최근 자동차와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CAE (Computer Aided Engineering)라 불리는 시뮬레이션 

해석 기술을 이용하여 차량의 성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있다(Kim et al., 2010a; Kim et al., 2015b).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성능평가는 차량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Kim et al., 2012; Kim et al., 2015c), 주로 개발 기

술의 성능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연구로, Shin 등(2015)은 자동차의 연비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된 연비와 실도로 기반의 실차 연비

와의 연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약 94%의 정확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Lyu 등(2008)은 연비 개선을 위한 엔

진 매핑 및 터보차져 개선안에 대해 연비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연비 시뮬레이션(V-SIM)은 자동차를 대상으

로 연비 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필드 시험 데이터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때, 검증 결과는 필드 시험 결

과와 0.2%의 오차 범위 내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Song 등(2009)은 자동차의 연비 특성을 포함한 전 차량 모델 

기반의 상용 소프트웨어인 AVL사 Cruise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주행 상황

과 자동차의 가속 특성 및 운전자 패턴을 조건으로 실시하였으며, 과도 구간의 엔진 성능 제어를 통해 연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트랙터는 자동차와 달리 주행 목적이 아닌 작업을 위한 차량이며, 주로 포장 시험지에서의 실차 시험을 통한 평

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Park 등(2010b)은 트랙터 경운정지(쟁기, 로타리, 무논정지) 작업

의 PTO 출력과 연료 소모량을 실차 테스트를 통해 측정하고 OECD 트랙터 시험기준과 비교하여 OECD 시험기

준이 우리나라 트랙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측정하는데 이용 가능한지 고찰하였다. Kim 등(2010b)은 트랙터

의 연료 소비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엔진의 전부하 상태 및 정격 속도의 부분 부하 상태에서 측정한 

연료 소비량 데이터와 그 특성을 이용하여 임의의 부분 부하 상태에서 예상되는 연료 소비량을 추정할 수 있는 이

론식을 개발하고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Park 등(2010a)은 경운정지 작업을 통하여 트랙터 농작업 부하를 계측하

고, 트랙터 성능곡선을 이용하여 연료 소모량과 CO2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은 농작업 및 토양 종류

에 따른 트랙터 출력, 연료 소모량 및 CO2 배출 특성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연료소비율과 CO2 배출량은 매우 유사

한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일부 트랙터 연구에서는 MATLAB/Simulink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연비 예측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개발은 미비한 실정이다(Yu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트랙터의 연비 예측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기계식 변속기가 탑재된 트랙

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Lee 등(2015a)의 로타리 부하 데이터를 이용하여 로타리 작업 시 작업구간에 따

른 연비를 예측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은 Fig. 1과 같이 트랙터 동력전달계의 주요 구성요소인 엔진, 변속기, PTO, 주 유압, 보

조 유압을 이용하여 구성하였으며, 동력 흐름은 엔진으로부터 발생되어 포장 부하에 따라 기어를 조정하여 작업 속

도를 결정하는 변속기, 작업기에 동력을 제공하는 PTO (Power take-off), 작업기 승하강을 위한 3점 히치를 작동

하는 주 유압장치, 조향 및 윤활을 위한 보조 유압장치로 분기된다. 이때 시뮬레이션 모델은 복합적인 시스템의 물

리적 작용에 대한 모델링, 해석 및 분석이 가능한 Simulation X (Version 3.6, ITI GmbH, German)를 사용하였다

(Yoon et al., 20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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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ractor power flow.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은 엔진 모델, 변속기 모델, PTO 모델, 유압 모델과 같은 주요 단품 모델의 개발 후에, 동

력전달구조를 기반으로 연결함으로써 Fig. 2와 같이 개발하였다. 이때, 시뮬레이션 모델은 71 kW 급 트랙터

(L7040, LSMtron, Korea)의 제원을 이용하였으며, 필드 테스트에서 계측 된 부하 조건을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엔

진의 부하를 계산하도록 개발하였다. 변속기는 클러치 및 변속부로 구성하였으며 변속부는 전/후진, 주변속, 부변

속 총 3개로 구성하였다. PTO는 클러치 및 변속부로 구성하였다. 주/보조 유압부는 트랙터 3점 히치 제어를 위한 

주 유압부와 트랙터 조향 제어를 위한 보조 유압부로 구성하였다.

Fig. 2. Simulation model of agricultural tractor.

엔진 모델

엔진 모델은 71 kW급 트랙터에서 사용되는 엔진의 엔진 맵을 이용하였으며, 엔진 모델의 입력 파라미터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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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틀 열림량, 초기 엔진 회전수 800 rpm, 실린더 개수 4개로 설정하였다. 이때, 엔진 맵은 Fig. 3과 같이 정격인 

2300 rpm에서는 엔진토크 241.0 Nm, 연비 274.7 g/kWh를 나타내었으며, 1100rpm에서는 최대 토크 366.5 Nm, 

1300rpm에서는 최소 연비 233.5 g/kWh를 나타내었다.

Fig. 3. Engine map of tractor used.

변속기 모델

변속기 모델은 Fig. 4와 같이 실제 트랙터와 동일하게 플라이휠, 관성모멘트, 클러치, 차축 기어, 차축 기어비 파

트(GearRatio), 차축 부하 입력 파트(Drivingshaft Load Input)로 구성하였다. 변속기 모델은 변속기 축의 물성 적

용을 위해 플라이휠, 차축 기어박스, 관성모멘트, 차축 관성모멘트의 관성모멘트를 각각 0.7 kg m-2, 0.1 kg m-2, 

0.5 kg m-2로 설정하였으며, 변속기 클러치는 건식 단판 마찰 클러치로 설정하였다. 기어는 기어비 파트에서 전후

진 및 기어단수에 따라 선정된 기어비를 이용하여 입력축으로 들어온 동력을 계산하여 구동륜으로 전달한다. 이때, 

기어비 파트는 단순 기어 모델에 단수 별 기어비 적용을 위해 2D Map을 이용하여 주변속 및 부변속 조합으로 구성

하였다. 차축 부하 입력 파트는 로타리 필드 테스트에서 측정된 차축 부하 데이터를 입력하여 구성하였다.

Fig. 4. Powertrai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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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축속도는 트랙터 작업부하에 따라 작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엔진속도와 기어비를 이용하여 식(1)과 같이 

계산하였다(Ryu et al., 2004).

 


             (1)

Where : Axle speed, rpm

 : Engine speed, rpm

: Transmission gear ratio( ) × Differential gear ratio( ) × Final drive ratio( )

PTO�모델(Power�take-off)

PTO 모델은 실제 트랙터와 동일하게 Fig. 5와 같이 클러치, 관성모멘트, PTO 기어, PTO 기어비 파트(PTO 

ratio), PTO 부하 입력 파트(PTO Load Input)로 구성하였다. PTO 모델은 변속기 클러치와 별도로 독립된 동력취

출축 전용 클러치를 설치하여, 트랙터의 주행과 정지에 관계없이 동력취출축으로 동력을 전달하거나 차단할 수 있

는 형식의 독립형 PTO를 선정하였다. 클러치는 다판 습식 클러치를 사용하였으며, PTO 기어박스 관성모멘트와 

PTO 축 이용하여, 입력축의 동력을 계산하여 출력축으로 내보낸다. 이때, 기어비는 총 3단으로 구성하였다. PTO 

부하 입력 파트는 로타리 필드 테스트에서 측정된 PTO 부하 데이터를 입력하여 구성하였다.

Fig. 5. PTO model.

유압 모델

유압 모델은 작업기의 승강, 하강을 위한 주 유압부와 조향 제어를 위한 보조 유압부로 이루어져있으며, 각각은 

Fig. 6과 같이 유압펌프(Pump)와 펌프 부하 입력 파트(Pump Load Input)로 구성하였다. 이때, 유압펌프는 사판각 

제어를 통해 배제용적을 바꾸어주어 속도 및 방향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가변형으로 선정하였으며, 펌프 부하 입력

부는 로타리 필드 테스트에서 측정된 펌프 부하 데이터를 입력하여 구성하였다. 유압펌프의 주요 입력 값으로는 최

대 압력 20.6 MPa, 주 유압 배제용적 12 cc/rev, 보조 유압 배제용적 6 cc/rev로 설정하였다. 또한, 부하 입력 파트

는 로타리 필드 테스트에서 측정된 유압 부하 데이터를 입력하여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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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ydraulics pump model.

시뮬레이션 방법

트랙터의 연비 시뮬레이션은 작업 시 부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로타리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때, 필

드 데이터는 본 연구 트랙터 사양과 가장 근접한 조건에서 시험을 수행한 Lee 등(2015a)의 시험 결과를 활용하였

다. 필드 데이터는 총 8개의 로타리 작업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4개의 필드 데이터 set은 시뮬레이션 모

델 개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4개의 set은 시뮬레이션 모델의 검증용(Validation)으로 사용하였다. 이때, 하나의 

데이터 set은 각각 작업 구간과 선회 구간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시뮬레이션은 실제 로타리 작업과 동일하도록 엔진 Full throttle, 변속단수 3단으로 설정하였다. 트랙터 연비 평

가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한 결과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의 토크, 연료 소모량, 연비를 비교하였다. 이때, 연비

는 엔진 토크와 연료 소모량을 이용하여 식 (2)와 같이 계산하였다. 연비 예측을 위한 엔진 동력은 변속기 및 PTO 

입력축, 메인 및 보조 유압장치에 각각 인가되는 동력의 합으로 계산하였다(Ryu et al., 2004; Kim, 2004). 변속기 

입력축 및 PTO 입력축의 동력은 토크와 회전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주/보조 유압 장치 소요동력은 유압 펌

프의 토출 압력, 유량, 체적 효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AS 9.4 

(Statistical Analysis System Institute Inc., 2002)를 이용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2)  

Where  : Fuel efficiency, kg/kWh

: Fuel consumption, kg/h

: Total engine power, kW

Results and Discussion

엔진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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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토크는 Fig. 7과 같이 로타리 작업 구간과 선회 구간으로 구간을 나누어 필드테스트와 시뮬레이션 결과 데

이터 비교를 실시했다. 필드테스트와 시뮬레이션 비교 결과 엔진 토크는 로타리 작업 구간에서는 약 120-250 

Nm, 선회 구간에서는 약 50-200 Nm로 유사한 범위를 보였다. 

Fig. 7. Comparison for engine torque of field test and simulation results.

엔진 토크는 Table 1과 같이 로타리 작업 구간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최대 296.59 Nm, 평균 190.11 Nm, 표준편

차 34.16 Nm를 보였으며, 필드 테스트 결과 최대 310.96 Nm, 평균 195.62 Nm, 표준편차 35.83 Nm를 보였다. 선

회 구간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최대 312.21 Nm, 평균 135.70 Nm, 표준편차 60.03 Nm를 보였으며, 필드 테스트 

결과 최대 328.74 Nm, 평균 143.39 Nm, 표준편차 61.67 Nm를 보였다. T-test 분석결과 작업 구간에서 t-value

는 0.31로 나타났으며, 선회 구간에서의 t-value는 0.92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 두 구간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 값

과 필드테스트에서 측정된 값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시뮬레이션 모델은 로타리 

작업 시 모든 구간에서 엔진 토크의 예측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Table 1. Results engine torque of simulation model.

Field test Simulation
t-value

Max Avg±Std Max Avg±Std
Engine torque
(Nm)

Rotary tillage 310.96 195.62±35.83 296.59 190.11±34.16 0.31
steering 328.74 143.39±61.67 312.21 135.70±60.03 0.92

* p< .05

연료 소모량

엔진의 연료 소모량은 Fig. 8과 같이 나타났으며, 로타리 작업 구간과 선회 구간으로 구간을 나누어 필드테스트

와 시뮬레이션 결과 데이터 비교를 실시했다. 필드테스트와 시뮬레이션 비교 결과 로타리 작업 구간에서는 약 

13-15 kg/h로 유사한 범위를 보였으나, 선회 구간에서는 약 3-15 kg/h의 범위로, 큰 오차를 나타냈다. 이때, 연료 

소모량 그래프는 엔진 토크 그래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엔진 토크가 낮아지는 구간에서 연료 소모량이 감소하며, 

엔진 토크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연료 소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비례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전반적인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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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for fuel consumption of field test and simulation results.

연료 소모량은 로타리 작업에서 Table 2와 같이 시뮬레이션 결과 최대 15.92 kg/h, 평균 14.04 kg/h, 표준편차 

1.31 kg/h를 보였으며, 필드 테스트에서는 최대 15.26 kg/h, 평균 14.19 kg/h, 표준편차 0.67 kg/h를 보였다. 선회

작업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최대 15.92 kg/h, 평균 10.50 kg/h, 표준편차 3.59 kg/h를 보였으며, 필드 테스트에

서는 최대 15.77 kg/h, 평균 13.20 kg/h, 표준편차 1.88 kg/h를 보였다. T-test 분석결과 작업 구간에서 t-value는 

0.51, 선회 구간에서는 5.41로 나타났다. 작업 구간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값과 필드테스트에서 측정된 값의 평균

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회 구간에서의 t-value는 높게 나타나며 일부 오차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오차 발생 원인은 선회작업 시 작업기 제어 및 속도 제어 등과 같은 작업자의 운전조작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able 2. Results fuel consumption of simulation model

Field test Simulation
t-value

Max Avg±Std Max Avg±Std
Fuel consumption
(kg/h)

Rotary tillage 15.26 14.19±0.67 15.92 14.04±1.31 0.51
steering 15.77 13.20±1.88 15.92 10.50±3.59 5.41*

* p< .05

연비

연비는 로타리 작업 구간과 선회 구간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Fig. 9와 같다. 작업 구간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0.30 kg/kWh, 필드테스트 결과 0.33 kg/kWh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선회 구간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0.32 kg/kWh, 필드테스트 결과 0.50 kg/kWh의 결과를 보이며, 일부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비는 로타리 작업에서 Table 3과 같이 시뮬레이션 결과 최대 0.34 kg/kWh, 평균 0.30 kg/kWh, 표준편차 

0.02 kg/kWh를 보였으며, 필드 테스트에서는 최대 0.75 kg/kWh, 평균 0.33 kg/kWh, 표준편차 0.06 kg/kWh를 

보였다. 선회작업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최대 0.35 kg/kWh, 평균 0.32 kg/kWh, 표준편차 0.02 kg/kWh를 보였

으며, 필드 테스트에서는 최대 1.51 kg/kWh, 평균 0.50 kg/kWh, 표준편차 0.24 kg/kWh를 보였다. T-test 분석

결과 작업 구간에서의 t-value는 1.72로 나타나, 시뮬레이션 결과 값과 필드테스트에서 측정된 값의 평균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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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선회 구간에서는 연료 소모량과 동일한 원인으로 큰 오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오차 발생의 원인으로는 선회작업 시 작업자 운전패턴에 따라 연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프로그

램에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선회 구간의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적합한 알

고리즘 개발 및 시뮬레이션 모델의 상세설계 등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Fig. 9.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fuel efficiency.

Table 3. Results fuel efficiency of simulation model.

Field test Simulation
t-value

Max Avg±Std Max Avg±Std
Fuel efficiency
(kg/kWh)

Rotary tillage 0.75 0.33±0.06 0.34 0.30±0.02 1.72
steering 1.51 0.50±0.24 0.35 0.32±0.02 40*

* p< .05

Conclusion
본 연구는 트랙터 연비 예측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용프로그램인 Simulation X를 사용하여 트랙터 시뮬

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시뮬레이션 모델에 필드 테스트에서 계측된 데이터를 입력하여 연비를 예측하

고, 실제 포장시험에서 계측된 부하 및 연료 소모량 데이터와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작업 구간과 선회 구

간을 나누어 비교함으로써 작업 구간에서는 시뮬레이션 모델이 실제 작업 환경을 잘 반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으나, 선회 구간에서는 일부 오차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시뮬레이션 모델은 트랙터 엔진, 차축, PTO, 주/보조 유압부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단품 모델을 설계 한 후 트

랙터의 동력 전달 구조를 기반으로, 각 단품 모델을 연결하여 전체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다. 각 단품 

모델에는 필드 테스트에서 측정된 부하 데이터를 입력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실제 트랙터 환경과 동일하게 재현

하고자 하였다.   

2) 엔진 토크의 평균 값은 로타리 작업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190.11 Nm, 필드 테스트 결과 195.62 Nm로 나타

났으며, 선회 구간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135.70 Nm, 필드 테스트 결과 143.39 Nm로 로타리 작업 구간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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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났다. T-test 분석결과 작업 구간에서의 t-value는 0.31 선회 구간에서는 0.92로, 두 구간에서 시뮬레이

션 결과 값과 필드테스트에서 측정된 값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3) 연료 소모량의 평균 값은 로타리 작업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14.04 kg/h, 필드 테스트 결과 14.19 kg/h로 유사

하게 나타났으며, 선회 구간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10.50 kg/h, 필드 테스트 결과 13.20 kg/h로 일부 오차를 보였

다. T-test 분석결과 작업 구간에서의 t-value 는 0.51, 선회 구간에서는 5.41로 나타났다. 작업 구간에서는 시뮬레

이션 결과 값과 필드테스트에서 측정된 값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선회 구간에서는 

일부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비의 평균 값은 로타리 작업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0.30 kg/kWh, 필드테스트 결과 0.33 kg/kWh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선회 구간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0.32 kg/kWh, 필드테스트 결과 0.50 kg/kWh의 결과를 보이

며, 일부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test 분석결과 작업 구간에서의 t-value는 1.72로 시뮬레이션 결과 값과 

필드테스트에서 측정된 값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선회 구간에서의 t-value는 높게 나

타났다.

5) 본 연구의 연료 소모량 및 연비의 오차 발생 원인은 선회작업 시 작업자 운전패턴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선회 구간의 오차를 개선하기 위한 적합한 알고리즘 개발 및 시뮬레이션 모

델의 상세설계 등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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