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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최근 산업 반에 걸쳐 연비 감과 친환경에 한 심이 국제 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농업용 기계의 배출가스 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농업용 기계는 환

경문제뿐만 아니라 고유가에 따른 에 지 감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이에 따라 선진

국들은 에 지 감을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다.국내의 경우 연구가 미비

하 으나 최근 에 지 감 규제가 실시됨에 따라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tlabSimulink 로그램을 이용해 제작한 트랙터 시뮬 이션 모델

에 연료소비율 최소화 알고리즘에 따라 제어되는 엔진 변속기 모델을 추가한 시뮬

이션을 개발하 다.시뮬 이션 모델은 작업부하에 따라서 변속단수 엔진 회 속도를

조정하여 연료소비율이 최소화되는 지 에서 작업을 실시하도록 모델링하 다.본 연구

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엔진 변속기 모델은 연료소비율 최소화 알고리즘을 용하여 2가지 단계로 나뉘

어졌다.첫 번째 단계는 변속 안정화 단계이다.이 단계는 작업부하가 변화함에 따라

엔진이 작업부하에 응할 수 있는 변속단수 엔진토크를 결정하는 단계이다.이 단계

를 통해서 작업부하에 응할 수 있는 변속단수 엔진토크가 결정되면,알고리즘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두 번째 단계는 연료소비율 최소화 단계로 작업부하가 일정할 때

진행된다.이 단계에서는 재 작업상태가 연료소비율이 최소인 지 에서 작업되고 있는

지를 단하고,연료소비율이 최소가 되는 변속단수 엔진속도를 결정한다.

연료소비율 최소화 알고리즘이 포함된 변속기 시뮬 이션 모델은 엔진이 최 한 부

하 출력수 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 으며,경우에 따라서 19.5% ∼ 54.4%의 연

료소비율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농작업을 실시하기 에 연료소비율 최소화 알고리즘이 포함된 변속기 시뮬 이

션 모델을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용하지 않았을 때와 연료소비율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주요어 :연료소비율,시뮬 이션,MatlabSimulink,연료소비율 최소화 알고리즘.

학 번 :201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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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1.연구 배경

유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트랙터와 같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농업용 기계는

에 지 감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선진국들은 다양한 에 지 감기술을 지속

으로 연구하고 있으며,우리나라도 최근 에 지 감을 한 연구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트랙터는 다양한 종류의 농작업의 동력원으로 사용된다.작업부하와 작업속도

는 농작업 종류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사용되는 작업기와 동력 추출 형태에

따라서도 다르다.따라서 트랙터의 연료 효율을 높이기 해서는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엔진은 출력에 따라서 연료소비율이 다르다.엔진의 출력 수 은 엔진의 회

속도와 스로틀 열림량에 따른 부분부하 선도를 이용하여 측이 가능하다.같은

작업에서도 재의 엔진 출력 수 을 악하고 이를 부하 출력 수 으로 조정

만 해주어도,연료 효율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

농업용 트랙터의 연료소비 효율을 높이기 한 방법으로서 미  Virginia 

Cooperative Extension  Gear Up and Throttle Down  제시하고, Gear 

Up and Throttle Down  기본 개념과  하 다.(Grisso et al, 

2011) 우리나라  농업진흥청도 ‘농업기계 효 적 농 업 령’ 라는 가 드

를 통해 트랙터  엔진 도 조정 령과 PTO 도 조정 령, 또한 동시 기

어변  통해 트랙터를 효 적 로 사 하는  개하고 다.

본 연구에서는 농작업 부하에 따라 한 엔진속도와 변속단수를 조정하여

트랙터의 연료소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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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농작업 부하에 따라 엔진속도와 변속단수를 조정하여 연

료소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기 한 것이

며,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엔진의 스로틀 열림량에 따른 출력 특성을 모형화한다.

2)엔진의 연료소비율을 최소화하기 한 엔진속도 변속기 조정 알고리

즘을 개발한다.

3)개발된 알고리즘을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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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문헌 연구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참고한 주요 문헌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Zoz(1970)는 다양한 토양 조건에서 2WD트랙터의 견인력,구동륜 슬립,속

도 등을 측하기 한 그래픽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견인 성능,견

인 출력,속도,슬립 등을 측할 수 있도록 하 다.그러나 연료소비율 최소

화를 한 모델은 제시하지 않았다.

ChancellorandThai(1984)는 디젤엔진의 속도와 변속기 비율을 동시에 최

화할 수 있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설계했다.엔진속도를 5개로 구분한 거버

선을 이용하여 조정하 으며,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숙련된 운 자보다

5~12%의 연료를 감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이 연구에서는 운 자가 원하

는 속도에서 연료소비율이 가장 좋은 거버 선을 선택하도록 했다.

N.Zhang(1987)은 실험데이터를 이용하여 연료소비율 곡선과 연료소비 최

곡선을 구하 다. 한,스로틀 열림량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여

엔진속도를 항상 연료소비 최 곡선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 다.그는 이

제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8% 이상의 연료를 감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연

료소비 최 곡선을 따라가도록 스로틀을 조정하는 로직은 만들었으나 변속알

고리즘은 제시하지 않았다.

KolatorandBiałobrzewski(2011)은 Matlabsimulink를 이용하여 트랙터의

견인효율,견인력,연료소비율로써 2WD트랙터의 견인 성능을 측하기 한

모델을 개발하 다.그러나 토양 조건,작업 부하에 따른 견인 성능과 연료 소

모량 등의 계를 측할 수 있는 모델은 연구하지 않았다.

박석호(2010)는 스로틀과 엔진속도의 상 계를 구명하여 트랙터의 출력을

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으며,Grisso(2006)등이 제시한 측식을

이용하여 연료소모량과 작업성능을 측하 다. 한,운 자가 농작업 부하에

따라 최 의 경제운 을 할 수 있는 기어단수와 엔진속도를 결정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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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제작하 다.이를 이용한 연료 감은 쟁기작업에서 69%,로타리 작

업에서 54% 이었다.이 연구에서는 트랙터의 연료소모량과 작업시간을 고려

하여 엔진속도와 기어단수를 결정하 으며,자동변속 알고리즘이 아닌 운 자

의 경제운 지시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 5 -

제 2장 재료 방법

2.1.엔진의 모형화

2.1.1.엔진의 모델링

트랙터가 농작업을 할 때,변속단수 엔진속도는 작업부하에 따라 결정

된다.변속단수 엔진속도를 결정하기 해서는 엔진의 정확한 모델링이 필

요하다.엔진의 모델링은 스로틀 열림량과 엔진속도뿐만 아니라 많은 지표를

고려해야한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트랙터 자동변속의 기본 인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이므로 스로틀 열림량과 엔진속도로만 나타낸 엔진의 성능곡선을

이용하고자 한다.

엔진의 성능을 나타낸 그래 는 스로틀 열림량과 엔진속도에 따른 출력수

으로 기술되었으며,이 엔진성능곡선을 바탕으로 표시되지 않은 부분의 스로

틀 열림량과 엔진속도에 한 출력수 을 측하기 해서 선형 보간법을 이

용하 다.

2.1.2.엔진성능곡선 측

엔진성능곡선은 스로틀 열림량과 엔진속도에 따른 출력수 으로 나타내며,

부하 데이터는 성능시험 성 서에서 얻을 수 있다. 부하 곡선은 엔진의

정격속도를 기 으로 두 부분으로 나 어 출력 측식을 세웠다.아이들 속도

부터 정격속도까지는 2차식을 이용해서 측식을 세웠으며,정격속도에서 최

속도까지 거버 선은 1차식을 이용해 세웠다.아이들 속도부터 정격속도까

지 2차식을 이용해 측식을 만들었을 때,상 계수는 0.98이상으로 나타나 정

확하게 측이 가능했으며,거버 선의 경우 엔진의 성능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는 Fig.2.1에서 확인할 수 있다.거버 선은 엔진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화된 식으로 측하기가 쉽지 않다.따라서 정격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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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최 속도를 이용하여 거버 선의 체 인 모양을 1차식으로 측하

다.

Fig.2.1 Power-speedcurvefortractor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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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시뮬 이션 모델의 검증을 해 T623의 성능시험 성 서를

이용하 다. 부하 곡선은 정격속도인 2200rpm을 기 으로 2개의 부분으로

나 어 측식을 만들었다.최소 엔진속도는 T623모델의 아이들 속도인

1000rpm이며 1000rpm부터 정격속도까지는 2차식을 통해서 측식을 세웠으

며,정격속도에서 최 엔진속도까지는 1차식으로 측식을 세웠다.그 결과는

Fig.2.2과 같다.

Fig.2.2.Modelingofenginespeedrelationforfullload

거버 선을 1차식으로 나타냄으로서 Fig.2.2의 빗 친 부분에 해서 오

차가 발생한다.이 부분은 일반 인 엔진성능곡선에서 측하기 힘든 부분이

다. 한 엔진속도 변속단수 조정 알고리즘은 일반 인 트랙터 엔진모델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된다.따라서 빗 친 부

분을 제외하고 엔진성능곡선을 모델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T623의 거버 선은 스로틀 열림량의 변화에 따라서 실제 측정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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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 한 거버 선은 스로틀 열림량이 어듦에 따라서 기울기의 크기

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기울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측하기 해서 스로틀

열림량을 조 하여 시험한 8 트랙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규칙

을 찾아 스로틀 선을 모델링하 다.

Fig.2.3과 같이 스로틀 선의 무부하 상태에서 엔진의 회 속도를 R2, 부하

상태에서 엔진의 회 속도를 R1이라고 하자. 한 무부하 상태에서 엔진의 최

회 속도를 max라고 한다면 max에 한 R1과 R2의 비를 확인해 보았

다.

Fig.2.3.Modelingofgovernorlinesatreduced

throttle

Fig.2.4와 Table.2.1에서 보는 것과 같이 max와 max은 높은 상

계를 가지는 선형 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따라서 스로틀 선이 1차 선형식이

라고 가정한다면,R1과 R2의 두 만 알 수 있다면 스로틀 선을 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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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4. Linearrelationshipbetweentheratiosof

max andm ax

TractorNo. Relation 

1 y=1.1015x-0.1714 0.9927

2 y=0.9763x-0.0381 0.9969

3 y=1.0229x-0.1397 0.9876

4 y=1.3293x-0.4452 0.9615

5 y=1.2369x-0.3413 0.9949

6 y=1.0042x-0.0836 0.9936

7 y=1.1073x-0.2119 0.9974

8 y=1.2807x-0.383 0.9944

Table2.1.Linearrelationshipbetweentheratiosof

max andm ax

2.1.3.연료 소비량 측 모델

연료 소비량을 시뮬 이션하기 한 연료 소비량 측 모델은 김수철

(2010)이 개발한 연료 소비량 측식을 이용하여 모델을 제작하 다.연료 소

비량 측식은 트랙터의 OECD 시험 성 서의 주 PTO 성능 시험 성 을 이

용하여 부하 성능 데이터와 정격속도의 부분 부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료

소비량을 측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본 연구에서는 T623모델의 주 PTO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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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시험 성 을 이용하여 Fig.2.5와 같은 연료 소비량 측 모델을 개발하

다.연료 소비량 측 모델은 엔진 속도와 출력의 함수로써,엔진으로 부터의

출력과 회 속도를 입력받아 연료 소모량을 출력하도록 하 다.

Fig.2.5. Fuelconsumptioncontoursoftractorengine

3.연료소비율 최소화 알고리즘 개발

3.1.개요

트랙터 연료소비율 최소화는 동일한 작업부하에 해서 엔진이 부하에 가

까운 출력수 을 유지하며,동일한 엔진토크에서 연료소비량 측모델을 이용

하여 연료소비율을 최소화하도록 알고리즘을 구성한다.

알고리즘은 엔진출력이 부하에 가까운 출력수 이 되도록 변속단수를 조정

하는 변속 안정화 단계와 사용가능한 엔진토크 단수를 최종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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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소비량 측모델을 이용,엔진속도를 조정해서 연료소비율이 최소인 에

서 작동하도록 하는 연료소비율 최소화 단계로 구성된다.두 가지 단계의 알

고리즘 구성은 다음과 같다.

3.2.변속 안정화 단계

변속 안정화 단계는 작업부하에 합한 변속단수를 찾는 과정이다.작업

부하는 작업기의 견인 항력이며,견인 항력은 작업기에 작용하는 토양의

항력 작업기의 지지차륜에 작용하는 운동 항을 합한 것이다.따라서 작업

부하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작업부하,N

 =작업기에 작용하는 토양의 항력,N

 =작업기 지지 차륜의 운동 항,N

작업기 지지 차륜의 운동 항은 지지 차륜의 운동 항 계수와 지지 차륜에

작용하는 동하 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따라서 작업기를 바꾸지 않는다

면 큰 변화가 없는 값이다.작업기에 작용하는 토양의 항력은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작업기의 속도에 따라 토양의 항력이 달라진다.작업기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토양의 항력은 증가하고,감소함에 따라 토양의 항

력도 감소한다.

 
 (2)

여기서,=작업기에 작용하는 토양의 항력,N

 =토양의 입자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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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2,0,5.1(작업 종류에 따라 다름)

 =작업기의 속도,km/h

 =작업기의 유효 작업폭,m

 =경심,cm

따라서 작업기의 경심,작업폭,토양의 입자상태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작업부하는 작업기의 속도에 따라 변한다.작업부하에 차륜의 동반경을 곱함

으로써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를 식 (3)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3)

여기서,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N‧m

 =작업부하,N

 =차륜의 동반경,m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를 기어감속비로 나 어주면 식 (4)와 같이 엔진토크가

되고,이 엔진토크 값을 이용하여 엔진속도 변속단수를 조정한다.

 


(4)

여기서, =엔진토크,N‧m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N‧m

 =기어감속비

단의 낮은 엔진토크를 고단의 높은 엔진토크를 이용하도록 변속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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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감속비에 따라서 작업속도가 증가하고,작업부하는 식 (2)와 같이 작업속

도의 함수이므로 작업부하도 증가할 것이다.

변속 안정화 단계는 엔진토크가 증가하여 최 토크에 도달했을 때,기어

를 한 단씩 내리는 Gear-down알고리즘과 작업에 사용된 토크가 감소하여

재 단수보다 한 단 높은 단수로도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를 엔진이 내보낼

수 있을 때 기어를 한 단씩 올리는 Gear-up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Gear-down알고리즘은 스로틀 열림량과 엔진속도를 입력받아,엔진성능곡선

에서 출력을 측한다.출력을 이용해서 식 (5)과 같이 엔진토크를 계산한다.

Gear-down알고리즘은 엔진토크가 최 토크에 도달하면 기어를 한 단 내리

는 알고리즘으로 Fig.3.1과 같다.

 


(5)

여기서, =엔진토크,N‧m

 =출력,kW

 =엔진속도,rpm

Gear-up알고리즘은 엔진토크와 기어감속비의 곱인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

를 기 으로 변속한다.작업토크는 식 (6)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6)

여기서,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N‧m

 =엔진토크,N‧m



- 14 -

 =기어감속비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가 감소하면 엔진속도는 증가하고,엔진토크는 감소하

게 된다.일반 으로 엔진토크가 감소하여 최 엔진토크의 반이하가 되면

연료소비율은 격하게 높아진다.이 경우,한 단 높은 단수로 변속하면 엔진

은 변속 보다 부하 출력수 에 가까워지고,연료소비율이 낮은 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변속기 은 식(7)과 같다.

∙ max∙ (7)

여기서, =엔진토크,N‧m

 =n번째 기어감속비

max =엔진의 최 토크,N‧m

 =(n+1)번째 기어감속비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는 식 (7)을 이용해서 재 단수보다 1단 높은 변속단

수에서 작업에 사용가능한 최 토크와 비교한다. 자가 크면 기어단수를 유

지하고,후자가 크면 기어를 1단 올린다.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변속단수의

조정이 끝나면 변속 안정화 단계를 종료한다.변속 안정화 단계 알고리

즘은 Fig.3.1과 같다.

두 가지 알고리즘에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변속단수를 재 상태로 유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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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Algorithm forgearshif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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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연료소비율 최소화 단계

연료소비율 최소화 단계는 작업부하가 일정해지면 재의 작업부하를 유지

하면서 연료소비율이 최소화 되도록 변속단수 엔진속도를 조정한다.첫 번

째 단계는 각 단수별로 재 작업부하에서 사용가능한 최 엔진토크를 확인

한다.사용할 최 엔진토크가 정해지면,최 엔진토크의 변속단수를 찾는다.

작업부하가 동일하다면 기어 감속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최 엔진토크

는 식(8)와 같이 결정된다.

 


(8)

여기서, =엔진토크,N‧m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N‧m

 =기어감속비

변속단수를 찾은 후에 엔진성능곡선에서 등토크선과 부하 곡선의 교 을

찾는다.작업부하는 작업폭,경심,토양의 입자상태 등의 작업조건이 유지된다

면,작업속도의 함수가 된다.따라서 작업속도의 변화에 따라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를 결정할 수 있다.따라서 엔진토크는 식 (3)과 식 (4)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엔진토크는 항상 최 엔진토크보다 작은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하곡선과 1개 이상의 교 이 발생한다.

등토크선과 부하 곡선의 교 은 T623의 엔진성능곡선을 이용해서

Fig.3.2에서 확인할 수 있다.등토크선 A의 경우 엔진 최 토크와 동일한 토크

를 가지며 따라서 1개의 을 갖는다. 부하 곡선은 2차식으로 근사되었으

므로 등토크선 A보다 작은 등토크선은 2 에서 만나는 경우가 발생한다.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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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선 B가 2개의 교 을 갖는 경우이다.등토크 선의 값이 작아짐에 따라서 등

토크선 C와 등토크선 D는 1개의 교 만을 갖는다.등토크선과 부하 곡선의

교 사이에서 연료소비율이 최소인 을 찾아서 스로틀 열림량을 조 하면

연료소비율 최소화 단계는 종료된다.

Fig.3.2.Sametorquelinesoftractorengine

Fig.3.3은 연료소비율 최소화 단계의 체 인 알고리즘이다.Fig.3.3의 체

알고리즘에서 최 엔진토크 선택부터 연료소비율이 최소인 엔진속도계산까지

세부 인 알고리즘은 우측의 번호에 따라서 3개의 알고리즘으로 나 어 구성

했다.각 단계별 알고리즘은 Fig.3.4,Fig.3.5,Fig.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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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Algorithm forminimizing

fuel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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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Algorithm tochoosemax.engine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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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은 최 엔진토크 선택 알고리즘이다.작업부하가 일정하면,작업에

사용된 토크 한 일정하다.식 (8)과 같이 작업에 사용된 토크를 기어감속비

로 나 면 각 단수에서 사용될 엔진토크가 계산된다.알고리즘은 엔진 최 토

크보다 작은 값 에서 가장 큰 엔진토크를 선택한다.

엔진토크는 변속 안정화 단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엔진속도와 스로틀 열림

량을 입력받아 엔진성능곡선에서 계산된 출력을 이용해 식 (9)와 같이 계산한

다.

 


(9)

여기서, =엔진토크,N‧m

 =출력,kW

 =엔진속도,rpm

계산된 엔진토크에 기어 감속비를 곱하면 식 (10)과 같이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를 얻을 수 있다.식 (10)에 따라 작업토크를 단수별 기어 감속비로 나

면 변속단수를 조정했을 때 사용할 엔진토크가 계산된다.

 ∙ (10)

여기서,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N‧m

 =엔진토크,N‧m

 =기어감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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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1)과 같이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에 단수별 기어감속비를 나 어 각 단

수에서 사용될 엔진토크를 계산할 수 있다.

 


(11)

여기서, =n단 기어 엔진토크,N‧m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N‧m

 =n단 기어감속비

Fig.3.5는 사용가능한 엔진토크 최 값을 선택한 후,선택한 엔진토크에

응하는 단수를 찾는 알고리즘이다.알고리즘은 선택한 엔진토크와 단수별

엔진토크를 값을 비교해서 선택한 엔진토크가 비교하는 단수의 엔진토크보다

크거나 같다면 1을 작으면 0을 출력한다.출력된 값을 모두 더하면 선택한 엔

진토크의 변속단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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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Algorithm tochoose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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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6.Algorithm tochoosetheminimum fuelefficiency

Fig.3.7은 선택된 단수로 변속단수를 조정한 후에 엔진성능곡선에서 연료소

비율이 최소인 엔진속도를 찾는 알고리즘이다.연료소비율이 최소인 은 엔

진성능곡선의 부하곡선과 등토크선의 교 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를 선택된 단수의 기어 감속비로 나 어주면 사용하는

엔진토크가 결정되고,엔진성능곡선에서 사용하는 엔진토크를 연결하면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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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르지만 토크는 동일한 등토크선이 Fig.3.7과 같이 그려진다.

Fig.3.7.Sametorquelineintheengineperformancecurve

부하곡선과 등토크선의 교 은 최 엔진토크보다 작은 엔진토크 값을 사

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이상 존재함을 Fig3.2에서 확인했다.교 이 두 개

일 경우에는 두 사이의 간격을 8등분해서 연료소비율이 최소인 을 선택

하고,교 이 한 개일 경우에는 한 개의 교 과 최 아이들 속도인 1000rpm

사이의 간격을 8등분해서 연료소비율이 최소인 을 선택한다.8등분방법은

Fig.3.8과 같다.Fig.3.8에서 a와 b가 두 교 이라면 사이의 값은 Fig.3.8과 같

이 결정된다.9개의 에서 h가 최소 이라면 c와 e사이를 다시 8등분해서

연료소비율이 최소인 을 찾는다.이와 같은 방법을 반복해서 연료소비율이

최소인 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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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첫 번째 교 d=(a+c)/2 g=(c+d)/2

b=두 번째 교 e=(b+c)/2 h=(c+e)/2

c=(a+b)/2 f=(a+d)/2 i=(b+e)/2

Fig.3.8.Methodtodividethesametorquelineintoeightparts

연료소비율이 최소인 을 구하는 방법은 Fig.3.9과 같다.Fig.3.9은 T623의

부하 곡선과 등토크선이다.등토크선은 한 개의 교 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최 아이들 속도인 1000rpm과 교 을 8등분한다.빨간색 원은 등토크선을 8

등분한 이다.원 에서 C가 연료소비율이 가장 낮은 이라면,C의 양 쪽

인 A와 B를 찾는다.그리고 A와 B사이를 다시 8등분한다.8등분한 값

에서 c가 연료소비율이 가장 작은 이라면,c의 양 쪽 인 a와 b를 찾는다.

그리고 a와b사이를 다시 8등분한다.8등분한 값 에서 연료소비율이 가장

낮은 을 찾고,양 쪽 사이를 다시 8등분하는 과정을 엔진속도가 원하는

값으로 정해질 때까지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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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9.Methodtofindminimum fuelefficiencypointoftractor

engine

연료소비율이 최소인 을 찾는 방법을 반복 알고리즘으로 구성한 이유는 엔

진맵 내에 연료소비율의 분포 때문이다.연료소비율 곡선을 엔진성능곡선에

함께 나타내면 Fig.3.10과 같다.연료소비율의 분포를 보면,연료소비율 최소값

인 약 1200rpm을 기 으로 단계 으로 변하고 있으며,이는 Fig.3.10에서 확인

할 수 있다.연료소비율 곡선은 연료소비율이 동일한 값을 이은 선이다.따라

서 Fig.3.10에 나타낸 연료소비율 곡선 사이에 수많은 다른 연료소비율 곡선을

그릴 수 있다. 를 들어 연료소비율이 0.28kg/kwh인 곡선과 0.30kg/kwh인

곡선 사이에는 0.28보다 크고 0.30보다 작은 값을 가진 연료소비율 곡선이 존

재한다.

연료소비율 값이 0.285kg/kwh인 곡선은 연료소비율 값이 0.295kg/kwh인 곡

선보다 연료소비율 값이 0.28kg/kwh인 곡선에 더 가깝게 그려짐을 Fig.3.10의

연료소비율 곡선의 분포를 통해 알 수 있다.즉,연료소비율 곡선은 연료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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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최소인 을 심으로 연료소비율 값이 커짐에 따라 연료소비율 곡선의

반경도 커짐을 알 수 있다.

Fig.3.10. Fuelconsumptioncontoursoftractorengine

Fig.3.10에서 A,B,C와 같은 등토크선이 연료소비율 곡선과 만나는

에서 연료소비율이 최소인 은 연료소비율 곡선과 등토크선의 이 된다.

등토크선과 부하 곡선을 8등분해서 최소값을 반복해서 찾는 알고리즘으로

연료소비율 곡선과 등토크선의 을 찾는다면 연료소비율이 최소인 을 찾

는 것이 된다.

등토크선과 부하 곡선의 교 을 8등분한 이,등토크선과 하는 연료소

비율 곡선과 만나는 경우의 수는 3가지이다.첫 번째는 8등분한 의 최소값

이 연료소비율 곡선의 인 경우이다.이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반복해도 처

음의 값이 최소값이므로 유지되고, 을 찾을 수 있다.두 번째는 Fig.3.1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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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8등분한 의 최소값이 과 만나지 않을 때이다.Fig.3.11에서

등토크선이 연료소비율이 0.28kg/kwh인 곡선과 한다고 하자.연료소비율이

최소인 은 C와 D사이에 존재한다.8등분한 에서 최소값은 C 는 D가

될 것이고,C가 선택된다면,B와 D사이 구간에서 최소값을 찾기 때문에

이 포함되고,반복을 통해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D가 선택된다면,C와 E사

이 구간에서 최소값을 찾기 때문에 이 포함되고,이 한 반복을 통해 찾

을 수 있다.따라서 8등분한 에서 최소값을 찾고 그 양쪽 사이 구간의 최

소값을 찾는 방법을 반복하면,등토크선 상의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

Fig.3.11. Methodtofindminimum fuelefficiency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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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시뮬 이션 모델 검증

4.1.트랙터 시뮬 이션 모델

본 연구에서는 트랙터의 연료소비율 최소화를 한 엔진 변속기 시뮬

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엔진 변속기를 검증할 수 있는 트랙터 시

뮬 이션 모델을 사용하 다.트랙터 모델은 이진웅(2011)이 MatlabSimulink

를 사용하여 개발한 시뮬 이션 모델을 사용하 다.Fig.4.1은 트랙터 시뮬

이션 모델로 엔진,변속기,견인 성능 측 모델,차축 량 분포,작업 부하

측 모델,주행 속도 슬립 계산 모델,연료 소비량 측 모델의 수식

연산 알고리즘이 블록 다이어그램 형태로 입력되어 있으며 각각의 모델은 특

정 물리량을 입력 받고 출력한다.

Fig.4.1. Tractor simulation model



- 30 -

4.2.엔진 변속기 시뮬 이션 모델

4.2.1.엔진 모델

엔진 모델은 스로틀 열림량과 엔진속도의 입력을 받아 엔진 출력을 측

하도록 모델링하 다.디젤엔진은 스로틀 밸 가 없으므로 여기서 스로틀 열

림량은 엔진 연료펌 에 부착된 조속기의 연료량을 컨트롤 하는 밸 의 열림

정도를 지칭하며,밸 가 회 하는 각도를 기 으로 회 하지 않았을 때를 0,

엔진이 무부하 최고 회 수에 도달했을 때 열림각을 1으로 보고 밸 의 회

각도를 0-1까지 선형 으로 매칭이 되도록 하여 열림량을 나타내도록 하 다.

엔진으로부터 나온 출력은 데이터 흐름에 따라 변속기 모델로 입력된다.

시뮬 이션 한 스텝이 이루어진 이후 최종 으로 계산된 차륜의 선속도는 슬

립모델을 통해 출력되어 다시 엔진속도로 입력되며 계속 으로 이 과정이 반

복되게 하여 기조건에 의한 한 번의 스텝이 반복된 이후,반복 으로 동일

한 스텝이 진행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엔진의 기 조건은 1000rpm으로

T623모델의 기 아이들 속도를 입력하 다.

Fig.4.2의 엔진맵은 Simulink에서 제공하는 Look-upTable을 이용하여 작

성한 것으로,각각의 스로틀 열림량에 따른 부분부하 거버 선의 사이 지

은 선형보간법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값이 출력된다.

Fig.4.2. Look-up table and Simulink Look-up table block of an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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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변속기 모델

변속기 모델은 엔진으로부터 달된 토크와 엔진속도를 입력받아 변속 알

고리즘에 의하여 결정된 변속단수에 맞추어 출력(power)을 내보낸다.변속기

시뮬 이션의 구성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크게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변속

안정화 단계와 연료소비율 최소화 단계이다.엔진 변속기의 체 인

시뮬 이션 모델 구성은 Fig.4.3과 같다.

Fig.4.3. Simulationmodelofthetransmission 

4.2.3.변속 안정화 단계 모델

변속 안정화 단계에서는 엔진 모델에서 나오는 출력을 이용해서 엔진토

크를 계산한다.변속 안정화 단계 모델은 Gear-up부분과 Gear-down부

분으로 Fig.4.4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이 모델은 앞서 작성된 알고리즘을 토

로 제작하 다.Gear-down부분을 통과한 값은 Gear-up부분을 통과하여

최종 으로 변속할 값을 나타낸다.

변속 안정화 단계의 입력 변속단수와 출력 변속단수 값이 동일하면 기어

변속이 되지 않는다.출력 변속단수가 입력 변속단수보다 1이 작으면 기어를

1단 내리고,출력 변속단수가 입력 변속단수보다 1이 크면 기어를 1단 올린다.

기어 1단 내림은 엔진토크가 최 엔진토크에 도달했을 때 일어나며,기어 1

단 올림은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가 재단수보다 1단 높은 엔진 최 토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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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감속비의 곱보다 작을 때 변속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엔진의 최 토크를 이용해서 변속이 이루어진다는 이

동일하다.따라서 재 단수에서 변속단수를 1단 올려야 하는지 내려야 하는

지 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추가로 필요하다.

작업부하가 증가하면 엔진토크도 증가한다.최 엔진토크에서도 토크의 변

화량이 양이라면 변속단수를 1단 내려야 한다.반면에 엔진토크가 최 엔진

토크지만 토크의 변화량이 음이라면,엔진토크는 감소할 것이므로 변속할 필

요가 없다.

한 작업부하가 감소하면 엔진토크도 감소한다.작업에 사용된 토크가 재

단수보다 1단 높은 엔진 최 토크와 기어감속비의 곱과 같거나 작고,엔진토

크의 변화량도 음이라면 엔진토크는 계속 감소할 것이므로 변속단수를 1단 올

려야 한다.작업에 사용된 토크가 재 단수보다 1단 높은 엔진 최 토크와

기어감속비의 곱과 같거나 작지만,엔진토크의 변화량이 음이라면,엔진토크는

증가할 것이므로 변속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엔진토크 변화량이 양이고,엔진토크가 최 엔진토크에 도달하면 변

속단수를 1단 내린다. 한 엔진토크 변화량이 음이고,작업에 사용된 토크가

재 단수보다 1단 높은 엔진 최 토크와 기어감속비의 곱과 같거나 작으면

변속단수를 1단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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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Simulation model forgearshifting

.

변속 안정화 단계는 엔진 모델로 들어오는 엔진속도와 스로틀 열림량을

결정함으로써 시작된다.엔진속도 계산은 기어단수,기어감속비,차량의 속도

부분으로 Fig.4.5과 같이 구성된다.엔진속도는 트랙터 모델에 의해서 계산된

차량의 속도에 재 기어 감속비를 곱해서 얻어진다.트랙터 시뮬 이션 모델

은 1단부터 출발하도록 모델링하 으며, 기값을 변경하여 1단이 아닌 단수

로 시작할 수 있다. 기값으로 한 번의 스텝이 완료되고 나면,조정된 기어단

수가 Fig.4.5의 A지 을 통해 들어오고,기어단수와 기어감속비의 곱을 차량의

속도와 곱하여 엔진속도로 엔진모델에 재입력된다.

A

Fig.4.5.Gearinputof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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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연료소비율 최소화 단계

연료소비율 최소화 단계에서는 변속 안정화 단계에서 기어변속을 통해서

작업부하에 응할 수 있는 엔진토크와 변속단수가 사용되고 있을 때 작동한

다. 재 기어단수가 연료소비율이 최소인 인지 확인하고,기어단수를 조정

한 후,연료소비율이 최소화되는 엔진속도를 찾아서 이동하도록 모델을 제작

한다.

재 변속단수가 한지에 한 단은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를 단수별

기어감속비로 나 어서 나온 엔진토크가 엔진 최 토크보다 크면 0을 출력하

고,엔진 최 토크보다 작으면 계산된 값을 그 로 출력하도록 했다.그 에

서 최 값을 선택하도록 작성했으며 모델은 Fig.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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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6. Max. engine torque calculator

선택된 엔진토크를 이용해서 사용되는 단수를 계산할 수 있다.이 과정에

서 선택된 엔진토크가 각 단수별 엔진토크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을 작으면

0을 출력해서,출력된 값의 합이 선택된 엔진토크의 단수가 된다.이 과정에서

선택된 엔진토크보다 큰 엔진토크는 엔진 최 토크보다 큰 값이므로 선택과정

에서 0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변속단수 계산 모델은 Fig.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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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7. Gear shift calculator

변속단수 조정이 완료된 후에는 엔진속도를 조정하여 연료소비율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앞의 알고리즘에서 설명한 것처럼 작업에 사용되는 토크를 기어

감속비로 나 면 재 사용하고 있는 엔진토크를 알 수 있다.이 엔진토크를

연결한 등토크선과 부하선은 1개 이상의 교 이 있다. 부하선의 경우

1000rpm부터 정격속도까지 2차식으로 모델링하 으며,정격속도에서 최 엔

진속도까지는 1차식으로 모델링 되었다.따라서 1차식인 등토크선과 부하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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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교 은 1차방정식 는 2차방정식으로 간단히 구할 수 있다.교 은

Look-upTable을 이용해서 작성하 다.등토크선의 크기에 따라 세분화된 부

분은 선형 보간법을 이용하 다.

등토크선과 부하선의 교 을 Look-upTable로 구한 후,교 사이 간격을

Fig.3.7에서 정한방법으로 8등분해서 연료소비율이 최소인 을 찾는다.연료

소비율 최소 을 찾는 모델은 최종 으로 찾은 이 연료소비율 최소 과 ±

5rpm이내에 존재하도록 설계했다.일반 으로 트랙터 엔진은 1000rpm에서

3000rpm사이를 사용한다.따라서 등토크선과 부하선 교 의 거리가 최

2000rpm이다.2000rpm의 거리를 8등분을 해서 최소 을 찾은 후,최소 의 양

쪽 사이의 구간을 사용해서 두 번째 최소 을 찾는 구간이 설정된다.따라

서 두 번째 최소 을 찾는 구간은 처음 거리의 1/4이고,500rpm이하의 크기를

갖는다.세 번째 최소 을 찾는 구간은 125rpm이하의 크기를 가지며,네 번째

최소 을 찾는 구간은 약 30rpm이 되고,찾은 최소 은 실제 연료소비율 최소

과 ±4rpm이내가 된다.연료소비율 최소 을 찾는 모델은 Fig.4.8과 같다.

모델의 색깔은 8등분을 하는 9개의 을 구하는 모델을 구분하기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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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8. Engine speed calculator for 

minimizing fuel efficiency

4.3.시뮬 이션 검증

시뮬 이션 검증은 실제 농작업에 사용된 변속단수와 엔진속도를 이용한

다.아래의 Table.4.3은 실제 쟁기 작업시 사용된 변속단수와 엔진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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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Speed

(rpm)

Power

(kW)

Torque

(Nm)
Draftforce(N)

M-1 2286 14.9 62.2 11150

M-2 2051 20.4 94.9 11367

M-2 1900 17.2 86.5 10593

M-3 1756 23.5 127.5 10172

M-3 1829 21.0 109.6 8209

Table4.1Plow resultsforsimulationvalidation

변속단수 엔진속도 조정이 되지 않는 트랙터 시뮬 이션 모델이 실제 작

업과 동일한 변속단수 엔진속도 조건으로 작업을 했을 때 결과를 확인한

다.엔진속도는 직 조종할 수 없으므로 스로틀 열림량을 측하여 입한다.

엔진 모델은 엔진속도와 스로틀 열림량을 입하면 엔진 출력을 내보낸다.

Table.4.1에는 실제 작업시 엔진 출력이 나와 있다.이를 이용해서 엔진모델

에 스로틀 열림량 입하고 동일한 출력을 얻는 스로틀 열림량 값을 찾을 수

있다.

작업부하는 식 (1)에서와 같이 토양의 항력,즉 견인 항과 작업기 지지차

륜의 운동 항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작업기 지지차륜의 운동 항은 운동

항계수와 지지차륜의 동하 의 곱이므로 일정하게 작용한다.따라서 작업부

하의 변화에 향을 미치는 것은 견인 항이다.실제 작업과 시뮬 이션 모델

의 견인 항이 동일한 값을 갖도록 조정한다.

트랙터 시뮬 이션 모델의 견인 항은 식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실제

작업의 속도,작업폭,작업종류를 알고 있으므로 토양의 입자상태와 경심을 조

정하여 트랙터 시뮬 이션 모델의 견인 항을 실제 작업과 같도록 설정한다.

그 결과는 Table.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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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여기서,=견인 항(N)

 =토양의 입자상태

   =652,0,5.1(작업 종류에 따라 다름)

 =작업기의 속도(km/h)

 =작업기의 유효 작업폭(m)

 =경심(cm)

Gear
Speed

(rpm)

Power

(kW)

Torque

(Nm)

Draft

force(N)

Fuelconsumption

efficiency(L/kWh)

M-1 2298 12.1 50.2 11168 0.6086

M-2 2057 17.4 80.7 11379 0.4330

M-2 1908 15.2 76.2 10648 0.4208

M-3 1768 20.9 112.8 10177 0.3507

M-3 1838 18.2 94.8 8284 0.3787

Table4.2Simulationresultsofthetractormodelwithoutanenginespeed

andtransmission-gearadjustmentalgorithm

Fig.4.9는 견인 항이 동일할 때,실제 작업의 엔진토크와 시뮬 이션 모델

의 엔진토크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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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Engine torque of Field test and Simulation

그러므로 알고리즘이 없는 트랙터 시뮬 이션 모델과 변속단수 엔진속도

조정 알고리즘이 포함된 트랙터 시뮬 이션 모델을 동일한 견인 항에서 시뮬

이션을 통해 비교함으로써 연료소비율이 차이를 확인하고,알고리즘이 포함

된 시뮬 이션 모델을 검증할 수 있다.

견인 항이 동일할 때,변속단수 엔진속도 조정 알고리즘이 포함된 트랙

터 시뮬 이션 모델을 이용한 결과는 Fig.4.10과 같다.Fig.4.10은 Fig.4.9에서

M-1단,견인력이 11168N인 첫 번째 값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가진 트랙터

시뮬 이션 모델을 검증한 결과이다.기어단수의 경우 Fig.4.10과 같이 M-1단

에서 H-1단으로 조정되며,스로틀 열림량은 1에서 0.595로 조정된다.엔진토크

는 254.1Nm를 이용하고,연료소비율은 0.6094에서 0.2773으로 낮아진다. 한

작업속도도 2.71km/h에서 4.89km/h로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0단을

이용할 경우,엔진토크는 402.89Nm가 된다.이 값은 엔진의 최 토크 269Nm

보다 큰 값이므로 9단이 사용가능한 최 변속단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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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0 Gear adjustment of the tractor model with the algorithm

따라서 변속단수 엔진속도 조정 알고리즘이 포함된 트랙터 시뮬 이션

모델을 이용했을 때 Table4.3과 같이 변속단수와 엔진속도가 조정됨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변속이 가능한 최 단수로 변속된 후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엔진토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변속단수 엔진속도 조정 알고리즘이 포함된 트랙터 모델과 알고리즘이

포함되지 않은 트랙터 모델을 시뮬 이션 할 경우,동일한 작업을 할 때 연료

소비율은 19.5% ∼ 54.4%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어 변속이 완료되기까지 10분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Fig.4.10

확인할 수 있다.만약 실제 트랙터에서도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이

러한 상이 발생한다면,추가 인 알고리즘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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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Speed

(rpm)

Power

(kW)

Torque

(Nm)

Draft

force(N)

Fuelconsumption

efficiency(L/kWh)

H-1 1214 32.3 254.1 12541 0.2773

H-1 1217 31.7 248.9 12137 0.2781

H-1 1221 30.8 241.1 11528 0.2793

H-1 1209 28.1 221.8 10035 0.2826

H-1 1225 25.1 196.1 8053 0.2884

Table4.3Simulationresultsofthetractormodelwithanenginespeed

andtransmission-gearadjustment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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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과 고찰

시뮬 이션 검증 결과 작업부하에 따라 변속단수 엔진 회 속도가 조정

되어 엔진의 출력이 부하 수 으로 이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따라서

사용하는 엔진토크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변속단수 엔진 회 속도

의 조정 알고리즘을 통해 연료소비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뮬 이션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작업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최 엔진토크

에 도달했을 때 기어가 1단씩 내려갔다.엔진토크의 변화에 따라서 변속단수

가 조정되기 때문에,최종 변속단수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분 내외로

길다는 문제가 있었다.실제 트랙터에서 변속을 실시했을 때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면,변속시간을 이기 한 알고리즘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단

된다.

변속단수 엔진속도 조정을 통해서 엔진의 연료소비율이 최소화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할 수 있었다. 한 작업속도는 향상되거나 비슷한 수 을 유지했

다.5단에서 작업한 첫 번째 경우,작업단수가 9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작업속

도는 2.98km/h에서 5.16km/h로 약 73%정도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한 7

단으로 작업한 마지막 경우,작업단수가 9단으로 변경되었지만 연료소비율 최

소화를 해 엔진속도를 낮춤으로써,작업속도는 5.80km/h에서 5.2km/h로 약

10%정도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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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 론

1)실험을 통해 검증된 트랙터 시뮬 이션 모델에 연료소비율 최소화 알고

리즘이 포함된 엔진 변속기 모델을 용하 다.알고리즘이 없는 기존의

트랙터 시뮬 이션 모델과 알고리즘이 용된 트랙터 시뮬 이션 모델을 비교

해 검증을 실시하 다.그 결과 작업부하에 따라서 변속단수 엔진속도 조

정이 이루어졌으며,변속단수 엔진속도 조정을 통한 연료소비율 차이를 확

인할 수 있었다.

2)연료소비율 최소화 알고리즘이 포함된 변속기 시뮬 이션 모델을 통해

서 연료소비율이 최소인 지 에서 작업이 실시됨을 확인하 다.그러나 변속

이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분 내외로 길다는 단 이 있었다.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한 추가 이 알고리즘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3)본 연구에서는 트랙터의 슬립이나,밸래스트,작업기 무게의 변화에 따

른 결과는 찰하지 않았다.그러나 실제 농작업을 실시할 때,슬립,작업기

무게,밸래스트는 작업상태 작업능률에 요한 향을 미친다.따라서 슬

립,밸래스트,작업기 무게 등을 고려한 통합제어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연료소비율 최소화 알고리즘이 포함된 변속기 시뮬 이

션 모델은 엔진이 최 한 부하 출력수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으며,

경우에 따라서 19.5% ∼ 54.4%의 연료소비율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작업

을 실시하기 에 연료소비율 최소화 알고리즘이 포함된 변속기 시뮬 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용하지 않았을 때와 연료소비율 차이를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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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트랙터의 연료소비량이 얼마나 감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그러나 변속시간이 지나치게 긴 것은 앞으

로 추가 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단되며,작업 시 작업상태나 작업능률을

고려했을 때,슬립,밸래스트,작업기 등의 제어를 포함한 통합제어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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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ofanenginespeedand

transmission-gearadjustmentalgorithm tominimize

specificfuelconsumptionofagriculturetractors

JihoonJang

Abstract

  In recent years, interest in fuel savings and green energy is increasing 

internationally in whole industry. In Korea, Authorities announced plans to 

regulate the emission of agricultural machinery. Agricultural machinery is 

confronted with a environmental problem and fuel saving problem for high oil 

price. Therefore advanced countries has continually researched for fuel 

savings for a long time. But fuel savings of agricultural machinery scarcely 

are studied in Korea. 

 In this study, the transmission simulation model with the algorithm for finding 

minimum fuel efficiency was developed. And this model was inserted into the 

tractor simulation model that was validated through field test. The 

transmission simulation model has two steps. First step is algorithm for gear 

shifting. Second step is algorithm for minimizing fuel efficiency. 

 As a result, the tractor simulation model with algorithm used power of 

engine near the full-load and saved 19.5% ∼ 54.4% fuel efficiency. But the 

time for gear shifting took more than 10 minites. To reduce the time for gear 

shifting, additional studie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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