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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ign a powertrain for a 78 kW AWD (all wheel drive) 
electric tractor by analyzing the combination of various reduction gear ratios on a commercial 
motor using data from actual agricultural work and driving conditions. A load measurement 
system was constructed to collect data using wheel torque meters, proximity sensors, and 
a data acquisition system. Field experiments for measuring load data were performed for 
two environmental driving conditions (on asphalt and soil) and four agricultural operations 
(plow tillage, rotary tillage, loader operation, and baler operation). The attached implements 
and gear stages were selected through farmer surveys. The range of the reduction ratio was 
determined by selecting the minimum reduction ratio needed to satisfy the torque condition 
required for agricultural operations and the maximum reduction gear ratio to satisfy the 
maximum travel speed. The minimum reduction gear ratio selected was 57 in consideration 
of the working load condition and the maximum reduction gear ratio selected was 62 
considering the maximum running speed. In the range of the reduction gear ratio 57 - 62, 
the selected motor satisfied all working torque conditions. As a result, the combination of 
the selected motor and reduction gear ratio was applicable for satisfying the loads required 
during agricultural operation and driving operation.

Keywords: agricultural tractor, electric powertrain, electric tractor, reduction gear, 
working load

Introduction
최근 지속적인 국제 유가 상승과 배기가스 규제로 인하여 산업용 기계 분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Lee et al., 2016a). 이에 따라 자동차, 건설기계, 농업기계 등 내연기관을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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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각종 기계분야에서는 친환경 전기구동 동력전달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Kim et al., 2011a; Jang 

et al., 2014). 특히, 전기모터 구동 타입의 AWD (all wheel drive) 시스템은 기존 내연기관을 대체하거나, 보조가 가능하여 

자동차, 버스, 굴삭기 등 특수목적 차량에 적용되고 있다(Shen et al., 2016; Wu et al., 2019). 최근에는 농업용 트랙터분야에
서도 친환경 전기구동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Lee et al., 2017). 트랙터의 유류 

사용량은 345,000 kL로 난방기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6). 이 중 특히 74 kW 이상 대형트랙터
의 연간 사용 시간은 29 kW급 소형 트랙터 대비 약 4배 이상 높으며(RDA, 2015), 축산 작업 등 고 출력 작업에 주로 사용
되므로 대형 마력 트랙터의 친환경화 및 고효율화가 필요한 실정이다(Kim et al., 2011c). 하지만, 연속 작업을 위한 대용
량 배터리 장착 공간의 확보 및 높은 시스템 구축 비용(Park et al., 2010), 농작업 특성에 따라 부하 변동이 극심한 작업 조
건(Park et al., 2010; Sim et al., 2010)에 대응 가능한 구동부 설계의 어려움 등이 있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상용화되지 못
하였다(Kim and Park, 2012).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엔진 구동 타입의 트랙터는 엔진, 변속기, PTO (power take-off), 주/보조 유압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다(Lee et al., 2015). 트랙터의 동력전달장치는 자동차와는 달리, 작업의 종류 및 토양 환경 등 다양한 작업조
건에 따라 적절한 작업 토크 및 속도를 출력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기계에 비해 많은 변속 단수를 가지고 있다(Jung, 

2013). AWD 시스템은 각 차륜에 모터를 설치하여 구동함으로써 기존의 변속기를 대체하고, 다양한 작업 단수가 요구
되는 농작업 시 고효율 무단 변속 구현이 가능하다. 트랙터는 플라우, 로타리, 로더 등 다양한 농작업을 수행하는 차량
으로, 각각의 작업 종류에 따라 주요 요소부품에서 발생하는 부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트랙터 구동부 동력
전달시스템의 설계를 위해서는 주요 농작업 시 발생하는 부하 데이터를 계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터 및 감속기의 주
요 사양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AWD 타입의 트랙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계식 트랙터의 농작업 부하를 기
준으로 차륜 구동을 위한 전기 구동부의 사양 선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트랙터 작업 부하와 주행 속도에 적합
한 전기모터와 감속기를 선정하여 구동부를 설계해야 한다. 특히, 구동부는 다양한 농작업에서 발생되는 고토크에 대
응이 가능해야 하며, 감속기는 모터에서 출력되는 부족한 토크를 트랙터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감속기어비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Kim and Park, 2012).

Kang et al. (2013)은 다양한 작업 조건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트랙터의 주행 전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각 작업별 작업 모드를 개발하여 주행 전략을 분석하였으며, 작업 시간 및 작업 성능 분석을 통하여 전
기 트랙터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Yoo and Kim (2013)은 전기 구동 트랙터 시스템의 설계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ASM (automotive simulation model)을 기반으로 전기 트랙터 구동 시스템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트랙터의 전반적인 동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활용하
여 전기 트랙터의 핵심 부품에 대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에서는 대부
분 제어 및 주행 전략, 시뮬레이션 등에 관련된 연구로, 아직까지 트랙터 작업 부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동부 동력전
달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Kim et al., 2011d). 또한, 트랙터 부하 계측에 관한 연구는 트랙
터 마력, 농작업 종류, 작업 단수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하지만, 기존에 수행된 트랙터 부하 계측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50 kW 미만의 트랙터에 대하여 수행되었으며(Kim et al., 2011b; Jang et al., 2018), 70 kW 이상 트랙터의 경
우 단일 농작업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다양한 농작업 및 단순 주행작업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Kim et al., 2011d; Kim et al., 2013; Park et al., 2013; Lee et al., 2015). 위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를 볼 때, AWD 트랙터 구동부 

설계를 위해서는 동일한 출력의 엔진 구동형 트랙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농작업 및 주행 작업에 대한 농작업 부하를 계
측하고, 이를 구동부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AWD 타입의 전기 구동형 트랙터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차륜 부하 계측시스템을 설계하
여 엔진 구동형 트랙터의 농작업 부하를 계측하고, 계측된 부하 조건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상용 모터에 다양한 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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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비의 조합을 분석함으로써 감속기어비 선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Materials and Methods

AWD 트랙터 동력전달시스템

전기구동 동력전달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배터리 단독 구동 방식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분된다(Kim et al., 2011a). 

배터리 단독 구동 방식은 배터리를 주 동력원으로 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출력이 시스템의 출력이 되며, 이 방식은 매
우 높은 배터리 가격으로 인하여 본 연구의 목표인 78 kW급 AWD 트랙터에 적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직렬형 하이브
리드 방식은 엔진의 기계적 동력을 전기 동력으로 변환하여 주 동력원으로써 사용하며, 배터리는 잔여 에너지의 저장 

및 동력 부족 시 일시적인 동력원으로써 역할을 수행하여 배터리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
렬형 하이브리드 방식의 동력전달시스템을 선정하여 Fig. 1과 같이 직렬형 하이브리드 방식의 AWD 트랙터 동력전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직렬형 하이브리드 방식의 AWD 트랙터 동력전달시스템은 가솔린 엔진, 발전기, 배터리, 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AWD controller, 각 차륜의 모터, 모터 controller, 감속기, 차륜으로 구성되었다. 가솔린 엔진 및 

발전기는 전기 동력을 생성하여 배터리에 저장하며, 배터리의 충·방전 상태는 BMS에 의하여 제어된다. 각 차륜의 모
터 제어기는 모터의 구동을 제어하며, AWD controller는 트랙터의 구동, 변속 등의 제어를 위하여 각 모터 제어기를 제어
하게 된다. 모터는 각 차륜을 구동시키기 위하여 감속기에 동력을 전달하고, 감속기의 출력축은 차륜을 구동시켜 트랙
터를 구동하게 된다. 감속기는 감속기어비 만큼 회전속도는 감소시키고 토크는 증가시키는 장치로서(Lee et al., 2016b; 

Hong et al., 2017), 트랙터 농작업에 충분한 토크를 출력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AWD 트랙터는 전·후륜 타이어의 크기
가 동일하고 후방에 작업기를 부착하는 구조를 가지며, 이와 같은 경우 후방 작업기에 의하여 후륜에 하중 전이가 발생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중 전이를 고려하여 엔진, 발전기, 배터리 등 주요 핵심 부품을 전방에 배치함으로써 작업
기 장착 전 전·후륜 배분비를 약 8 : 2로 설정하였다.

Fig. 1. The schematic diagram of all wheel drive (AWD) electric tractor power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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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대부분의 트랙터는 PTO를 통해서 부착 작업기에 동력을 전달하여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AWD 트랙터는 PTO를 포함하지 않는 단순 부착작업기의 견인을 위한 플랫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TO를 제외한 구동계의 설계를 주목적으로 하였다.

AWD 트랙터의 출력은 78 kW로 4개의 휠에서 각각 19.5 kW의 모터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토크 

작업이 가능한 모터의 국내외 수급이 어려운 점과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19.5 kW와 가장 근접한 용량을 갖는 출력 

20.7 kW, 최대 토크 94.6 Nm, 무게 22.7 kg, 최대 회전속도 8,000 rpm, 60 volts의 제원을 갖는 상용 전기모터 4개를 사용하였
으며, 주요 제원은 Table 1과 같다. 트랙터 차륜은 전ㆍ후륜 차륜의 크기를 동일하게 구성함으로써 동일한 구동력을 전
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AWD 트랙터의 구동계는 전기구동 방식이지만, 엔진구동 방식 트랙터에서 측정한 부하 데
이터를 사용하여 설계되었다. 전기구동 방식의 트랙터는 기존 엔진구동 방식의 트랙터와 다른 부하 패턴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설계된 구동계(모터+감속기)가 실제 농작업 시 발생하는 부하를 충분히 출력할 수 있는지에 대
하여 분석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부하 패턴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농작업 부하 데이터 수집

트랙터 차륜 부하 계측 시스템 개발
본 연구에서는 Table 2와 같이 농작업 시 트랙터 차륜에 작용하는 부하를 계측을 위하여 크기 4,225(L) × 2,140(W) × 

2,830(H) mm3, 무게 3,985 kg의 78 kW급 트랙터(S07, TYM Co., Ltd., Korea)를 사용하였다. 부하 계측 시스템은 Fig. 2와 같
이 트랙터의 주행 및 작업부하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하여 휠 토크미터(Torquemeter, Manner Sensortelemetrie, Germany), 근
접 센서(PR12-4DN, Autonics, Korea), 데이터 수집장치(CRONOS compact CRC-400-11, IMC, Germany)로 구성하였다. 휠 토
크미터는 외부 요인에 의한 잡음 발생 및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트랙터 차축과 휠 사이에 설치하여 Telemetry 방식으
로 토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휠 회전속도는 근접 센서를 이용하여 차축에 부착된 8개의 볼트를 감지함으로써 산출하
였으며, 근접 센서를 통해 8개의 펄스가 출력되면 1 회전을 한 것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휠 토크미터와 회전속도 센
서는 전륜 좌·우, 후륜 좌·우에 각각 설치하여 모든 차륜의 부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electric motor.
Items Specifications
Power (kW) 20.7
Max Torque (Nm) 94.6
Weight (kg) 22.7
Max output speed (rpm) 8,000
Max Voltage Input (V) 60
Max Efficiency (%) 92

Table 2. Specifications of the tractor used in the study.
Items Specifications
Length × Width × Height (mm3) 4,225 × 2,140 × 2,830
Weight (kg) 3,985
Engine Rated power (kW) 78 @ 2,300 rpm

Max. torque (Nm) 430 @ 1,400 rpm
Transmission Type Power shuttle & shift

Number of speeds Forward 32/revers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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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데이터 수집을 위한 필드실험
트랙터는 단순 주행 작업 및 농작업을 수행하며, 노면 조건 및 작업기에 따라 부하 프로파일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기구동 트랙터의 구동부 설계를 위하여 주요 농작업으로서 Fig. 3과 같이 플라우 경운, 로타리 경
운, 베일러 작업, 로더 작업을 선정하고(Kim et al., 2011c; Kim et al., 2011d), 주요 주행 작업으로서 논 토양과 아스팔트 노
면을 선정하였다(Kim and Park, 2012). 농작업은 국내 토양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토(loam) 성분(MAFRA, 2006)을 갖는 

충청남도 청양군 (위도 36°37´50º, 경도 127°4´35º)에서 플라우 경운 및 로타리 경운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충청남도 공주
시 (위도 36°30´39.5º, 경도 126°47´29.3º)에 위치한 논에서 베일러 및 로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때, 베일러 작업은 이탈
리안라이그래스(Italian ryegrass)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주요 농작업 시 트랙터는 부가중량을 확보함으로써, 견인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항시 로더를 탑재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농작업 부하 데이터 수집을 위한 필드 시험 시 트랙

Fig. 3. Photo of field experiment for agricultural tractor during major agricultural operation.

Fig. 2. Load measurement system for measuring wheel load of 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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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4륜 구동으로 설정하였다. 플라우 경운 작업과 로타리 경운 작업 실험은 경심을 17 cm로 유지하도록 3점 히치를 

하강한 후에 전진작업, 작업기 상승 및 조향, 후진, 정지 등의 일반적인 작업 경로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작업기는 경폭 

280 cm의 제원을 갖는 8련 플라우(WJSP-8, Woongjin Machinery Co., Ltd., Korea), 경폭 250 cm의 로타리(E260, Celli Co., Ltd., 

Italia)를 사용하였다. 이때, 플라우 경운 작업과 로타리 경운 작업의 단수는 각각 M3 Low (7.09 km/h), L3 high (2.83 km/h) 

PTO 1단(540 rpm)으로 설정하였다. 베일러 작업은 베일 형성 구간, 베일 결속 구간, 베일 배출 구간 등으로 구분된다. 베
일러 작업 시 트랙터는 PTO를 구동함으로써 베일러에 필요한 동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차축에서는 다른 작업 대비 상
대적으로 낮은 동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베일러는 칼날 수 17개, 베일 직경 1.25 m의 베일 생산이 가능한 베일
러(TAB5310, TYM Co., Ltd., Korea)이며, 작업 단수는 M2 Low (5.05 km/h)로 설정하였다. 로더 작업 실험은 로딩(loading), 

로더 상승, 후진, 직진, 로더 하강, 언로딩(unloading)의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버킷의 제원을 고려하여 최대 1300 kg의 흙
을 적재하였다. 이때, 로더는 리프트 용량은 78 kW급에서 사용되는 1,873 kgf의 용량을 갖는 로더(TX105SL, TYM Co., 

Ltd., Korea)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작업 단수는 M2 low (5.05 km/h)로 설정하였다. 논 토양 주행 작업은 M3 low (7.09 km/h) 

단수로 플라우 경운 및 로타리 경운작업을 수행한 토양 조건에서 농작업 이전에 80 m 직진 작업 구간을 대상으로 수행
하였다. 아스팔트 주행 작업은 H2 low (17.12 km/h) 단수로 필드시험지 이동 간 아스팔트 포장 조건에서 약 390 m 직진 작
업 구간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트랙터는 농작업 시 적절한 속도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변속 단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
는 작업기 종류 및 토양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수요조사를 통하여 78 kW급 트랙터에
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작업기 및 작업 단수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트랙터 작업은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지므
로, 본 연구에서는 숙련된 작업자가 수행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모든 농작업은 동일한 단수, 패턴 등
과 같은 조건에서 5회 반복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중 가장 높은 부하 데이터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
계하는 직렬형 하이브리드 방식의 AWD 트랙터는 모든 차륜의 크기가 동일한 4WD 타입이다. 부하 계측에 사용된 트
랙터는 전·후륜의 크기가 다른 MFWD (mechanical front wheel drive) 타입의 엔진 구동형 트랙터로, 측정된 전·후륜 부하 

데이터를 이용하여 AWD 트랙터에 적용하기 위하여, 전·후륜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구동부 설계에 적용하였다.

감속기어비 선정

직렬형 하이브리드 방식의 AWD 트랙터는 전기모터 및 감속기를 통해 출력되는 동력원을 이용하여 구동된다. 이
때, 감속기는 전기모터에서 출력되는 부족한 토크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감속기의 감속기어비는 높아질수
록, 감속기어비 비율만큼 감속기 출력축의 토크를 증가시키고 회전속도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실제 고토크 작업인 
농작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감속기어비를 선정해야 하고, 최대 주행속도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낮은 감속기어비를 선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직렬형 하이브리드 방식의 AWD 트랙터의 구동부는 고 토크 조건인 실제 농작업 부하 

조건 이상의 토크를 출력하는 것과 78 kW급 트랙터의 최대 주행속도인 37 km/h 이상을 출력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되
었으며 차륜은 기존 78 kW급 기계식 트랙터에 적용되고 있는 후륜 타이어의 반지름인 0.77 m를 사용하였다.

최저 감속기어비는 선정된 모터 성능 곡선과 농작업 부하 조건을 비교하여 농작업 부하 조건이 모터의 작업 가능 영
역 내에 포함되는 최소한의 기어비로 선정하였다. 최대 감속기어비는 본 연구에서 선정된 모터의 최대 회전속도 8,000 

rpm, 타이어 반지름 0.77 m를 이용하여 최대 회전속도 37 km/h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감속기어
비는 농작업 토크 조건을 반영한 최저 감속기어비에서 최대 회전속도를 고려한 최대 감속기어비까지의 범위 이내에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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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트랙터 부하 데이터 분석

트랙터 작업 부하 데이터는 Fig. 4와 같이 플라우 경운, 로타리 경운, 베일러 작업, 로더 작업에 대해 수집하였다. 플라
우 경운 작업 시 전·후륜 토크는 Fig. 4a와 같이 각각 약 2,000 - 3,400 및 3,000 - 7,200 Nm의 범위를 보였다. 로타리 작업 시
에는 Fig. 4b와 같이 전·후륜 토크가 약 3,100 Nm 미만의 범위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베일러 작업의 전륜 토크는 Fig. 4c

와 같이 1,500 - 2,000 Nm 범위로 나타났으며, 후륜 토크는 작업 시작 시 최대 6,800 Nm까지 토크가 증가하였으나 이후에
는 200 - 1,500 Nm의 범위로 나타났다. 베일러 작업 시 작업 구간에서는 전륜에서 후륜보다 토크가 더 크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으로 베일러는 바퀴가 있는 트레일러 형식으로 견인 시 큰 부하가 발생하지 않고, 트랙터 전방에 로
더가 부착되어있는 상태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무부하 조건에서 자중에 의한 토크가 전륜에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로더 작업에 따른 차축 토크는 Fig. 4d와 같이 전륜에서는 약 5,400 Nm 이하의 범위를 보였으며, 후륜에서는 약 

6,000 Nm 미만 범위를 보였다.

트랙터 주행 부하 데이터는 Fig. 5a와 같이 아스팔트 조건과 Fig. 5b와 같이 토양 조건에 대하여 각각 수집하였다. 아스
팔트 조건에서의 차륜 부하 데이터는 전·후륜에서 약 2,000 Nm의 유사한 토크 범위를 보였으며, 감속 후 다시 증속하
는 약 78 sec구간에서는 후륜에서 최대 4,600 Nm의 토크를 나타냈다. 토양 조건에서의 주행 부하 데이터는 전륜에서 약 

1,500 - 2,000 Nm의 범위를 보였으며, 후륜에서는 주행 시작 시 최대 약 7,400 Nm의 토크를 나타냈고, 이후 직진 주행 구
간에서 약 200 - 1,800 Nm의 범위를 보였다.

Fig. 4. Measured wheel torque and rotational speed during major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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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의 주행 및 작업단수에 따른 부하데이터 분석 결과, 전·후 차축에 발생하는 평균 토크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
다. 최대 토크는 플라우 경운 작업 시 5,167 Nm로 나타났으며, 최대 회전속도는 아스팔트 주행 작업 시 75 rpm으로 나타
났다. 차축 평균 토크는 플라우 경운 작업, 아스팔트 주행 작업, 로더 작업, 로타리 경운 작업, 베일러 작업, 토양 주행 작
업 순으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각각 3,680, 1,902, 1,772, 1,320, 1,174, 1,001 Nm로 나타났다. 차륜 평균 회전속도는 아스팔트 

주행 작업, 플라우 경운 작업, 토양 주행 작업, 베일러 작업, 로타리 경운 작업, 로더 작업 순으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각
각 73, 30, 29, 18, 10, 9 rpm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터는 Fig. 6a와 같이 낮은 속도에서 최대 약 100 Nm의 토크 범위와 낮은 토크에서 최대 8,000 

rpm의 회전속도를 나타낸다. 트랙터의 농작업은 Fig. 6b와 같이 최대 5,000 Nm의 높은 토크 및 최대 80 rpm 수준의 낮은 

회전속도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 전기모터만으로는 농작업 부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농작업 부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기모터 외에 추가적으로 감속기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PTO를 

포함하지 않은 단순 작업기 견인만을 위한 전기구동 AWD 트랙터 개발을 위해 수행되었으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농작
업 시 발생하는 차륜의 부하 데이터를 계측하고 이를 구동계 설계에 적용하였다. 플라우 경운, 로더 작업과 달리 로타리 

경운, 베일러 작업은 PTO에서 발생하는 부하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륜에서는 낮은 부하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속기어비 선정을 위해 플라우 경운작업과 로더 작업 시 발생하는 부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Table 3. Results of working load analysis according to major operations.

Agricultural operations Wheel load Travel speed (km/h)Torque (Nm) Rotational speed (rpm)
Plow tillage Max. 5,167.86 32 9.21

Avg. 3,680.34 30 8.68
Rotary tillage Max. 2,563.63 13 3.68

Avg. 1,320.55 10 2.91
Baler operation Max. 3,392.24 23 6.59

Avg. 1,174.50 18 5.20
Loader operation Max. 4,400.60 11 3.22

Avg. 1,772.23   9 2.77
Driving operation (asphalt) Max. 2,311.85 76 21.98

Avg. 1,902.32 73 21.24
Driving operation (field) Max. 3,731.00 32 9.29

Avg. 1,001.80 29 8.51

Fig. 5. Measured wheel torque and rotational speed at asphalt and field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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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부하를 고려한 감속기어비 선정

농작업 및 주행 부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기모터 외에 추가적으로 감속기어비가 필요하다. 감속기어비는 

작업 부하 조건을 전기 모터의 성능 곡선 이내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최소한의 값 이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본 연
구에서 측정한 네 가지 농작업 및 두 가지 주행작업 조건이 전기모터의 성능 곡선 이내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57 이
상의 감속기어비가 적용 되어야 한다. Fig. 7은 작업 및 주행 부하 조건과 적용대상 전기모터의 성능곡선(T-N curve)을 비
교한 결과이다. 모든 농작업에서 전·후륜의 회전속도 및 토크 범위는 각각 2,300 rpm 및 82 Nm 이내로 나타났다. 또한, 주
행 작업 시 토크 및 회전속도는 각각 약 70 Nm 및 5,000 rpm 범위 이내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기모터의 성능 

곡선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전기 모터의 정격용량 내에서 농작업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작업 속도를 고려한 감속기어비

감속기어비가 증가할수록 모터에서 출력되어 구동륜으로 전달되는 토크 값은 증가하기 때문에 감속기어비 57 이상
의 값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작업 토크 조건은 충족할 수 있다. 하지만, 감속기어비가 증가할수록 회전속도는 낮아지게 되
며, 너무 높은 감속기어비를 선정할 경우 AWD 트랙터의 최대 주행속도인 37 km/h를 충족할 수 없게 된다. 최대 감속기
어비는 아래 식 (1)을 통해 계산하였으며, 모터의 최대 출력 회전속도인 8,000 rpm 및 동반경 0.77 m를 고려할 때, 최대 주
행속도인 37 km/h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감속기어비가 62.76 미만의 값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대 감속
기어비를 62로 설정하였다.

                                 

Where, Gratio = Reduction gear ratio
RPMWheel = Maximum motor rotational speed (rpm)
R = AWD tractor wheel radius (m)
VTractor = AWD tractor travel speed (km/h)

Fig. 6. Motor T-N curve (a) and average wheel load at each opera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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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은 감속기어비 62를 적용했을 때의 작업 및 주행 부하 조건과 적용대상 전기모터의 성능곡선을 비교한 결과이
다. 모든 농작업에서 전·후륜의 회전속도 및 토크 범위는 각각 2,300 rpm 및 82 Nm 이내로 나타났다. 또한, 주행 작업 시 

토크 및 회전속도는 각각 약 70 Nm 및 5,000 rpm 범위 이내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기모터의 성능 곡선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전기 모터의 정격용량 내에서 농작업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작업속도를 고려한 감속기
어비 선정결과인 감속기어비 62를 적용할 경우 최대 작업속도 및 작업 토크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7. Comparison of motor T-N curve and wheel load under reduction gear ratio 57 during major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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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기어비 선정

작업 부하 및 작업 속도 조건을 고려한 감속기어비 분석 결과 감속기어비는 57이상 62 이하의 값을 선정해야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 9는 감속기어비 57부터 62까지의 적용에 따른 농작업 및 주행 작업 부하 데이터와 모터의 성능 곡선
을 비교한 결과이다. 계측된 부하 데이터를 고려할 때 감속기어비는 57 이상 되어야 작업 부하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최대 주행속도인 37 km/h를 고려하면 62 미만의 값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된 전기모터를 이용하여 

Fig. 8. Comparison of motor T-N curve and wheel load under reduction gear ratio 62 during major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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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농작업 및 주행 작업 시 계측한 부하 조건을 충족하고 최대 주행속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감속기어비의 범
위를 57 이상 62 미만의 범위로 선정해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Conclusion
본 논문은 AWD 타입의 전기구동형 트랙터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실제 농작업 및 주행 조건 부하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용모터에 다양한 감속기어비의 조합을 분석함으로써 구동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트랙

Fig. 9. Comparison of motor T-N curve and wheel load under reduction gear ratio 57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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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부하 계측 시스템은 실제 농작업 및 주행 조건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필드시험은 사용자 설문
조사를 통하여 작업기 및 작업 단수를 선정하여 수행되었다. 감속기어비의 범위는 작업 토크 조건을 충족시키는 최소 

감속기어비와 목표 최대 주행 속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대 감속기어비를 선정함으로써 결정하였다. 그 결과, 감속기
어비는 부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57부터 최대 주행 속도를 출력할 수 있는 62 이내의 범위에서 선정되어야 하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감속기어비 57 - 62의 범위에서는 농작업 및 주행 작업 부하 데이터가 모터 성능 곡선 이내의 영역에 

포함됨으로써 작업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작업기, 작업 단수 및 적용 모터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조건이 변
경될 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대표하는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최대 속도비를 충족
하기 위한 기어비와 최대 토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어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모터 제원을 변경하거나, 2단 이상
의 다단 감속기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사용된 부하 데이터가 농작업 시 발생하는 최대 부하 데이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안전율 등을 고려했을 때 부하 데이터에 일정 마진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는 실제 농작업 시 발생하는 트랙터 작업 부하 데이터와 주행 부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감속기어비를 선정하는 프로세
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는 작업 단수가 변경되거나 적용 모터의 제원이 변경될 경우에도 적용
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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