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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wer-train is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of an agricultural tractor. In this study, 
the strength of the driving gear transmission of an 82 kW-class tractor was analyzed using 
equivalent torque during plow tillage. The load measurement system consisted of an engine 
revolution speed sensor, torque-meters, revolution speed sensors for four axles, and pressure 
sensors for two hydraulic pumps. The load data were measured during plow tillage for four 
speed stages: F2 (2.78 km/h), F5 (5.35 km/h), F7 (7.98 km/h), and F8 (9.75 km/h). Aspects of 
the gear-strength such as bending stress, contact stress, and safety factors were analyzed 
under two torque conditions: the equivalent torque at the highest plow load for the F8 
speed stage and the maximum engine torque. The simulation results using KISSsoft showed 
that the maximum engine torque conditions had a lower safety factor than did the highest 
equivalent torque condition. The bending safety factors were > 1 at all gear stages, indicating 
that gear breakage did not occur under actual measured operating conditions, nor under the 
maximum torque conditions. However, the equivalent torque condition in the contact stress 
safety factor was > 1, and the maximum torque condition was < 1 at the first gear pair. The 
method of analysis using the equivalent torque showed lower stress and higher safety factor 
than did the method using maximum torque. Therefore, when designing a tractor by applying 
actual working torque, equivalent torque method would support more reliable produc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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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다양한 농작업에 사용되고 있는 트랙터는 크게 엔진, 동력전달장치 농작업기의 구동을 위한 PTO (power take-off), 3점 

히치, 유압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Kim and Park, 1994). 트랙터 작업은 일반적으로 부하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잦은 

변속이 요구되며, 견인 또는 다양한 작업기의 구동 등 작업 조건에 따라 적합한 작업 속도를 얻기 위한 많은 변속 단수
가 요구된다.

트랙터의 동력전달장치는 주로 엔진의 동력을 직접 전달받는 변속기와 트랙터를 구동하는 차축으로 구성된다. 특히, 

트랙터는 농작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변속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어식 수동 변속기가 많이 사용된다. 기어는 부품
수가 적어 경제성이 높으며, 정확한 속도비와 작은 구조, 고효율, 높은 회전력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Kong et al., 

2010).

변속기는 효율, 내환경, 수명시험 등의 성능평가를 통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기어는 기어식 수동 변속기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실제 농작업을 고려하는 동시에 시험 비용 및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강도 시험 방법
이 필요한 실정이다(Kim and Kang, 2009).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변속기의 해석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
서 설계자가 원하는 기어의 특성을 예측 및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연구가 자동차 

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예측 및 최적 

설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Kong et al. (2011)은 기어 설계 및 해석 상용 프로그램인 ROMAX (Romax 

Technology, Nottingham, England)를 사용하여 9단 변속기어장치의 각 단에 따른 기어의 굽힘 응력 및 접촉 응력 해석을 

AGMA2001 규격으로 수행하였다. Kang and Song (2011)은 다축차동장치의 기어에 대하여 전달 오차 분석과 기어 강도 

해석을 통해 기어의 특성을 예측 및 개선하였다. Lee et al. (2016)는 트랙터 변속기의 PTO 기어에 작용하는 굽힘 응력과 

접촉 응력을 이용하여 기어 수명을 해석하였으며, Jang et al. (2016)은 PTO 기어의 치폭 변경에 따른 안전율을 분석하였
다. Kim (2019)은 50 kW급 트랙터 주변속 기어의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엔진의 최대 토크와 계측을 통해 측정된 부하에 

대한 기어 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트랙터 변속기의 기어 강도에 관한 연구 사례는 있으나, 아직까지 농작업 부하보다
는 엔진의 최대 토크를 기준으로 연구되고 있다. 엔진 최대 토크는 엔진이 출력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토크로 실제 농작
업 보다 높은 토크로 정확한 기어 수명에 대한 해석이 어렵고 과잉 설계를 초래할 수 있어 실제 농작업 부하를 고려한 

기어 강도 해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트랙터 변속기의 최적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로써, 82 kW급 트랙터의 쟁기 작업에 따른 부하를 계
측하였으며, 쟁기 작업의 등가 토크를 계산하여 트랙터 주변속 기어의 강도를 예측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트랙터

부하 계측 시스템은 최근 지속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82 kW급 트랙터를 대상으로 개발하였으며, 사용된 트
랙터(T6020, New Holland, Italy)의 제원은 Table 1와 같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82 kW tractor used in this study.
Power
(kW)

Engine max torque
(Nm @ rpm)

PTO max. power
(kW)

Length / width / height
(mm)

Weight
(kg)

82 502 @ 1,300 80.9 4,250 / 2,350 / 2,910 5,112
PTO, power take-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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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속 기어는 헬리컬 기어 4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세한 기어 제원은 Table 2와 같다. 주변속 기어의 중심거리는 

110 mm이며, 기어의 재질은 침탄 열처리가 되어 있는 기계구조용 합금강인 SCM420이다.

Strength analysis of mechanical transmission using equivalent torque of plow tillage of an 82 kW-class tractor

변속기

기어 강도 분석은 Fig. 1과 같이 트랙터의 변속기 기어 중에서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주변속 기어를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주변속은 동기물림식(synchro-mesh) 변속 방식으로 주행 중 주축에서 회전하는 기어와 회전속도를 같도록 동력을 

동기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변속에 따라 주변속 1단일때에는 A1 기어와 B1 기어가 연결되며, 주변속 2단일때 A2 

기어와 B2 기어, 주변속 3단일때 A3 기어와 B3 기어, 주변속 4단일때 A4 기어와 B4 기어가 연결되어 주변속 피동축을 

회전시킨다.

Table 2. Driving gear specifications of the agricultural tractor used in this study.

Stage 1st 2nd 3rd 4th
A1 B1 A2 B2 A3 B3 A4 B4

Teeth 28 50 32 46 40 45 45 37
Width (mm) 23 21 20 21 20 21 20 21
Module 2.75 2.75 2.5 2.5
Helix angle (°) 15 10 17 22

Fig. 1. Power flow of driving gears of agricultural tractor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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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계측 시스템

농작업 시 엔진 토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엔진 출력축에 토크 센서의 장착이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트랙터 엔진
의 출력부에 센서 장착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엔진의 토크를 계산하였다. 엔진 토크의 분석은 쟁
기 작업 시 사용되지 않은 PTO 동력과 기타 소요 동력을 제외한 변속기에 전달되는 엔진 동력의 주요 동력소모원인 차
축과 유압 장치의 동력을 식(1), (2)와 같이 계산하여 이들의 합을 엔진의 동력이라고 Fig. 2와 같이 가정하였으며, 이때 

계측된 엔진의 회전속도를 이용하여 엔진의 토크를 간접적으로 계산하였다. 차축의 동력은 전륜과 후륜의 좌, 우에서 

측정된 토크와 회전속도를 이용하여 식(1)과 같이 계산하였다. 트랙터의 유압 장치는 조향과 3P 히치 구동에 사용되며, 

모두 유압펌프의 압력과 유량을 이용하여 식(2)와 같이 유압 동력을 계산하였다. 이때, 유량은 엔진과 유압펌프가 V벨
트로 직결되는 점을 고려하여 엔진의 회전속도와 유압펌프의 이론 용적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Kim et al., 2011).

Fig. 2. Calculation of the engine power using measur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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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photos of the load measurement system and the tractor with a furrow plow.

부하 계측 시스템은 Fig. 3과 같이 엔진의 회전수 센서, 차축 토크와 회전속도 센서, 유압펌프의 압력 센서로 구성하
였다. 차축의 토크를 측정하는 토크미터(MW, Manner, Germany)는 트랙터 전륜과 후륜의 좌, 우의 동력축과 휠 사이에 

각각 설치하였으며, 데이터는 농작업 시 원활한 데이터의 전송을 위하여 radio 방식의 무선 텔레메트리 통신으로 데이
터 수집장치(NI-6259, National Instruments, USA)에 전송하였다. 차축의 회전속도는 차축에 부착된 볼트 8개를 근접센서
(PRDCML30-25DN, Autonics, Korea)가 카운팅하여 회전수를 펄스 신호로 측정하도록 전륜과 후륜에 각각 1채널씩 설
치하였다. 트랙터의 유압 장치는 조향과 3P 히치에 사용되며 각각의 유압펌프 출력 포트에 압력 센서(PR130, HySense, 

Germany)를 부착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유량은 엔진 회전수와 유압펌프의 이론 용적을 이용하여 펌프의 유량으로 

환산하였다. 또한, 엔진 회전수는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있는 벨트 풀리에 반사판을 부착하여 광센서(MINIVLS111, 

Compact Instruments, England)로 엔진의 회전수를 측정하였다.

실험 방법

실험은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포장 시험지(36°22'03.3"N, 127°21'13.3"E)에서 수행하였으며, 크기는 100 × 30 

m이다. 작업은 엔진 정격회전수인 2,200 rpm에서 실시하였으며, 트랙터 구동은 실제 농작업과 같이 견인력이 높은 4륜 

구동 모드로 실시하였다. 또한, 농작업은 트랙터 작업 중 가장 견인 부하가 높고 사용 빈도가 높은 쟁기 작업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다. 쟁기는 수도작에서 주로 사용되는 8련 이랑쟁기(WJSP-8, WOONGJIN, Korea)를 이용하여 국내의 대표
적인 작업 방식인 C형 선회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C형 선회 방법은 직진 작업을 마친 뒤 선회하여 인접 새머리부를 경
운하지 않고 경운 작업 폭의 몇 배로 건너뛰어 작업하면서 하나의 구역을 경운하는 방법이다. 쟁기 작업의 주행 속도는 

사용자 인터뷰를 통하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쟁기 작업 단수인 5 - 7 km/h를 기준으로 주행단수 F2단(2.78 km/

h), F5단(5.35 km/h), F7단(7.98 km/h), F8단(9.75 km/h)로 각각 2번 반복하여 총 8번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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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 부하

쟁기 작업에 따른 부하 데이터는 크기와 속도가 서로 다른 다수의 부하가 동시에 작용한다. 기어 강도 계산을 위해서
는 다수의 부하가 미치는 영향과 동일한 영향을 주는 하나의 부하, 즉 하나의 크기와 속도를 가진 부하 조건이 필요하
다. 이때, 동일한 영향을 주는 하나의 토크를 등가 토크, 동일한 영향을 주는 회전수를 등가 회전속도라고 하며, 각각 식 

(3)과 (4)와 같이 계산된다(Jang, 2018). 각 부하의 수명비(fi)는 부하의 총 사이클(L)에 대한 각 부하의 사이클 수(Li)의 비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피로 손상 지수(fatigue damage exponent)는 기어에 하중의 크기를 변화시키며 그에 따른 수명을 구
할 때 나타내는 그래프로, 부하-수명 선도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피로 손상 지수의 값은 부품, 장치, 기계 등에 따라서 다
르게 선정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피로 손상 지수의 값을 ISO 6336-6 규격(ISO, 2006d)에서 제시하는 기어 열처리 시 

사용되는 침탄 기준인 8.738으로 선정하였다.

Fig. 4. C type plow tillage method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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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 강도 해석

기어 강도 해석은 굽힘 응력(bending stress)과 접촉 응력(contact stress)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기어 강
도 해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자동차 및 다양한 분야의 기어 해석에 사용되는 KISSsoft (Release 03/2017E, 

KISSsoft AG, Switzerland)를 사용하였다. KISSsoft는 기어, 축, 베어링 등 기계요소를 모델링하고 설정한 환경에 따라 시
뮬레이션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로써 ISO, AGMA, DIN 등 다양한 규격을 이용하여 기어를 최적 설계 및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요구 수명 시간은 국내 트랙터의 작업별 연간 평균 이용 시간인 342시간(Lee, 

2011)과 트랙터의 내구연수 8년(MAFRA, 2017)을 이용하여 2,736시간으로 입력하였다. 또한, 기어 정밀도 등급은 0급에
서 12급까지 13개 등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KS 규격(KS B ISO 1328-1; KS, 2015)의 7급으로 선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의 입
력 조건은 엔진의 최대 토크와 농작업 부하에 따른 기어 강도를 해석하기 위하여 엔진 최대 토크 조건과 등가 토크 조건
으로 선정하였다.

트랙터 주변속 기어 강도의 해석은 굽힘 응력, 접촉 응력과 각각의 안전율을 주변속 기어 단수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이때 굽힘 응력과 접촉 응력의 계산은 ISO 6336 Method B 규격(ISO, 2006a, 2006b, 2006c)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기어의 

굽힘 응력은 이뿌리 치면에서 발생하는 최대 인장 응력으로 식(5)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이때 기어의 사용조건 등에 

따른 각각의 계수는 ISO 6336 규격(ISO, 2006c)에서 권장하는 값을 사용하였다.

접촉 응력은 헤르츠 압력에 기초하여 계산하며, 두 기어의 사이에 발생하는 접촉에 의한 강도를 의미한다. 기어 치면
의 응력이 허용하는 접촉 응력 한도보다 크게 되면 기어의 치면에서 아주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와 작은 구멍인 피트
(pit)가 발생한다. 피트의 전체 면적이 선형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피팅(pitting)이 되어 기어의 내구성에 문제
를 발생시킬 수 있다. 치면 접촉 응력(tooth contact stress)는 식(6), (7)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된 두 값 중 큰 값을 사
용하게 된다. 이때, 기어 사용 조건에 따른 각 계수들은 굽힘 응력 계산과 마찬가지로 ISO 6336 규격(ISO, 2006b)에서 권
장하는 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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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율은 재료의 허용 한계 응력 대비 기어 구동 시 발생하는 응력으로, 안전율을 통해 이뿌리에서 발생하는 굽힘 응
력과 기어 치면에 발생하는 접촉 응력에 대하여 기어가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다. 기어의 안전율은 사용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설계하며, 안전율이 1 이하인 경우에는 파손이 됨을 의미한다. 굽힘 응력과 접촉 응력에 대
한 안전율은 각각 식(8)과 식(9)와 같다.

Results and Discussion

부하 분석

쟁기 작업 시 각 작업단수에서 부하를 계측하였으며, 준비 구간, 작업 구간, 선회 및 정지구간으로 구분하여 엔진의 

토크를 Fig. 5와 같이 구분하였다. 엔진 토크는 작업 구간 시작점에서 가파르게 상승하여 불규칙적인 변동 신호로 나타
났으며, 쟁기 작업 시간은 F2단에서 약 118초, F5단에서 약 66초, F7단에서는 약 46초, F8단에서 약 44초로 주변속 작업 

단수가 높아질수록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이에 따라 토크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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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presentative measured load data during plow tillage according to each gear stage.

쟁기 작업 시 계측된 엔진 토크 신호를 이용하여 작업 구간에서 등가 토크와 등가 회전속도를 계산한 결과는 Fig. 6과 

같이 나타났다. 등가 토크와 등가 회전속도는 각각 F2단에서 156.4 Nm과 2,113 rpm, F5단에서 219 Nm과 2,115 rpm, F7단
에서는 349.1 Nm과 2,084 rpm, F8단에서 411.1 Nm과 1,995 rpm으로, 주변속 단수가 높아짐에 따라 등가 토크는 높아지고 

등가 회전속도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또한, 농작업 시 발생하는 각각의 단수에서의 등가 토크는 엔진 최대 토
크인 430 Nm 대비하여 F2단에서 36%, F5단에서 51%와 F7단에서 81%, 그리고 F8단에서 96% 수준으로 모두 낮게 나타
나 엔진 최대 토크가 실제 농작업보다 더 가혹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높은 쟁기 작업 부
하인 F8단의 등가 토크(411.1 Nm @ 1,995 rpm)를 기어 강도 해석의 입력 조건으로 선정하여 정격 토크 조건의 해석결과
와 비교하였다.

Fig. 6. Equivalent torque and rotational speed by gear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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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bending stress according to max torque and equivalent torque.

Fig. 8. Comparison of contact stress according to max torque and equivalent torque.

기어 강도

기어 해석 소프트웨어인 KISSsoft를 이용하여 엔진 최대 토크와 최대 등가토크 조건(F8)에서 굽힘 응력과 접촉 응력
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각각 Fig. 7, 8과 같다. 굽힘 응력은 최대 토크 조건에서 397.9 - 618.5 N/mm²와 등가 토크 조건에
서 327.1 - 498.8 N/mm²의 수준으로 응력이 발생하였으며, 최대 토크 조건에서 618.5 N/mm²와 등가 토크 조건에서 498.8 

N/mm²로 모두 주변속 1단 피동 기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대 토크 조건의 굽힘 응력은 등가 토크 조건 대비하여 

21.6~24%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접촉 응력은 최대 토크 조건에서 1,148.9 - 1,470.1 N/mm²와 등가 토크 조건에
서 1,042.9 - 1,322.6 N/mm²의 수준으로 응력이 발생하였으며, 최대 토크 조건에서 1,470.1 N/mm²와 등가 토크 조건에서 

1,322.6 N/mm²로 모두 주변속 1단 구동 기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대 토크 조건의 접촉 응력은 등가 토크 조건 대
비하여 10.1 - 11.2% 높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각 주변속 기어 단수의 구동 기어에 입력한 구동 토크가 최대 토크 조건이 

등가 토크 조건보다 크기 때문에 굽힘 응력과 접촉 응력은 최대 토크 조건이 등가 토크 조건보다 모든 단수에서 높은 응
력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발생하는 응력의 차이는 기어비가 커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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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힘 응력과 접촉 응력의 안전율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 9, 10과 같이 나타났다. 굽힘 응력 안전율은 최대 토크 조건
에서 1.22 - 1.87, 등가 토크 조건에서 1.5 - 2.26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때, 주변속 4단 피동 기어의 굽힘 응력 안전율은 

최대 토크 조건에서 1.87과 등가 토크 조건에서 2.26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또한, 접촉 응력 안전율은 최대 토
크 조건에서 0.94 - 1.22, 등가 토크 조건에서 1.04 - 1.34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접촉 응력 안전율이 나타나는 기
어는 굽힘 응력 결과와 유사하게 주변속 4단 구동 기어로 나타났으며, 최대 토크 조건 1.22, 등가 토크 조건 1.34로 나타
났다.

모든 기어의 굽힘 응력 안전율은 1 이상의 결과로 나타나 이뿌리에서 발생하는 굽힘 응력으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는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접촉 응력 안전율은 최대 토크 조건의 주변속 1단 기어에서 안전율 1 미만의 결과가 

나타나, 최대 토크 조건에서 주변속 1단 기어는 치면의 파손이나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등가 토크 조건에서는 모두 1 이상의 안전율을 보여 쟁기 작업 시에는 주변속 기어의 파손은 발생될 가능성이 낮은 것
을 알 수 있다.

Fig. 9. Comparison of bending stress safety factor between max torque and equivalent torque.

Fig. 10. Comparison of contact stress safety factor between max torque and equivalent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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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82 kW급 트랙터의 주변속 기어를 엔진 최대 토크 조건과 계측된 등가 토크 조건을 이용하여 굽힘 강

도와 접촉 강도에 대하여 안전율을 시뮬레이션 분석하였다. 등가 토크 조건 대비하여 최대 토크 조건의 굽힘 응력은 

21.6 - 24%, 접촉 응력은 10.1 - 11.2% 높게 기어의 이뿌리와 치면에서 응력이 발생하였다. 기어 강도 안전율에서는 최대 

토크 조건의 주변속 1단 기어 열에서 접촉 응력 안전율이 1 미만으로 치면에서 파손이나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 트랙터 변속기 기어는 엔진의 최대 토크를 이용하여 설계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쟁기 작업 부하 특
성과 고려해 볼 때 엔진의 최대 토크는 실제 농작업보다 가혹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트랙터는 계속적으로 엔진의 

최대 토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엔진의 최대 토크를 기준으로 하는 변속기 설계는 과잉 설계를 초래하여 변속기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트랙터는 다양한 지역에서 다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각각의 

작업 특성에 적합한 변속기의 설계를 위해서는 작업 종류에 따른 등가 부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
구의 결과는 82 kW 트랙터의 쟁기 작업 등가 부하를 분석하였으며, 향후에는 이를 통하여 주변속 단수의 최적 설계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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