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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엔진 직결식 PTO 전동라인을 채택한 국내 농업용 트랙터는 무부하

공회전 시 PTO 변속부에서 기어 이의 충돌에 의한 래틀 소음이 발생하

였다. 이러한 래틀 소음은 엔진의 주기적인 폭발 행정으로 발생하는 토

크 변동에 의한 비틀림 진동이 원인이며, 이를 저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틀림 댐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 그러나 비틀림 댐퍼에

대한 종래의 연구는 승용 또는 상용 차량에서 주로 수행되었으며, 비틀

림 댐퍼를 농업용 트랙터에 적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PTO

변속부에 래틀 소음을 유발하는 비틀림 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비틀림 댐

퍼의 최적 설계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트랙터 PTO 전동라인에 비틀림 진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플라이휠과

PTO 구동축에서 각속도를 계측하였으며, 계측한 각속도를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엔진의 회전 속도가 990 rpm 미만일

때 PTO 전동라인의 시스템 공진이 발생하여 PTO 구동축의 각속도 변

동폭이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990 rpm 이상부터는 공진을 벗어나

입력대비 출력 각속도 변동폭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현

상은 시간 영역 및 주파수 영역 분석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비틀림 진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PTO 전

동라인의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은 엔진, 비틀림 댐퍼,

PTO 전동라인, PTO 변속부로 구성되었다. 계측한 플라이휠의 각속도와

PID 제어기를 이용하여 엔진의 토크 변동을 구현하였고, 비틀림 댐퍼,

PTO 전동라인, PTO 변속부는 대상 트랙터의 제원을 이용하여 구현하

였다. 또한, PTO 전동라인의 모형은 PTO 구동축에서 계측된 각속도를

이용하여 시간 영역 및 주파수 영역에서 검증하였다.

검증된 모형을 이용하여 비틀림 댐퍼의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다. 최

적화의 목적 함수는 PTO 전동라인의 시스템 공진을 회피하고, 각속도

변동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최적화의 설계 변수는 비틀림 댐퍼의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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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강성 및 히스테리시스 토크로 선정하였다. 비틀림 댐퍼의 최적설

계 결과, 강성이 462.78 Nm/rad, 히스테리시스 토크가 1.75 Nm일 때 모

든 운전 영역에서 공진을 회피하였고, PTO 구동축의 각속도 변동폭이

최소임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비틀림 진동, 래틀 소음, 비틀림 댐퍼, 최적 설계, 시뮬레이션 모형

학 번 : 2016-2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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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농업용 트랙터는 다양한 종류의 작업기를 부착하여 견인하거나 직접

동력을 전달하여 필요한 농작업을 수행하는 특수 목적의 작업 기계이다.

트랙터 작업은 주로 논, 밭 또는 비포장 도로에서 수행되므로 트랙터 운

전자는 농작업의 특성상 진동, 소음, 먼지 등 여러 가지 유해한 작업 환

경에 노출된다. 또한, 상용차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진동과 소음은 운

전자의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청력손상, 두통과 같은 신체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트랙터의 작업 기능은 향상시키면서

진동과 소음을 저감시킨 트랙터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5)(2)(12).

농업용 트랙터의 진동과 소음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적 요인은 트랙터의 농작업이나 주행 시 트랙터 휠과 접촉

하여 견인력을 생성하는 불규칙한 노면이며, 내부적인 요인은 엔진, 변속

기, PTO (power take-off) 전동라인 등 동력전달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이다. 특히 엔진 실린더의 주기적인 폭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크

변동은 동력전달계의 비틀림 진동을 유발하며, 엔진의 가진 주파수와 동

력전달계 고유 진동수가 일치할 경우 공진이 발생하여 진동과 소음을 증

폭시킨다.

Time

To
rq

ue

Fig 1.1 Engine torque flu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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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의 토크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동력전달계의 비틀림 진동이 맞물

린 기어 쌍에 전달되면 기어의 연속적인 충돌을 일으켜 소음을 발생시키

는데, 이러한 소음을 기어의 래틀 소음(rattle noise)이라 한다. 래틀 소음

은 일반적으로 자동 변속기보다는 수동 변속기에서, 엔진의 공회전 시

또는 무부하 상태에서 상시 물림 기어(constant mesh gear)에서 자주 발

생한다. 특히 농업용 트랙터의 경우 PTO 전동라인에서 기어 래틀 소음

이 많이 발생한다. Fig 1.2 (a)의 변속기 구동형 PTO 전동라인은 주 클

러치와 변속기를 통하여 PTO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속기 기어가

비틀림 진동의 완충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동 효율은 낮으나 래틀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Fig 1.2 (b)의 엔진 직결식 PTO 전동라인

은 전동 효율은 높으나 비틀림 진동이 PTO 축에 직접 전달되어 래틀

소음이 발생한다.(9)

Engine
Main
clutch

Trans-
mission

PTO

Wheel

(a) Transmission driven PTO driveline

Engine
Main
clutch

Trans-
mission

PTO
clutch

PTO

Wheel

(b) Independent PTO driveline

Fig 1.2 Type of PTO driveline.

비틀림 진동을 저감하는 방법으로는 가진원인 엔진을 최적설계하여 토

크 변동을 감소시키는 방법, 베어링의 볼과 내ㆍ외륜의 틈새를 감소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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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을 증가시키는 방법, PTO 기어박스 안의 윤활유 점성을 증가시켜

저항 토크를 증가시키는 방법, 비틀림 진동 저감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엔진 최적설계의 경우 토크 변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나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비용 등의

문제로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베어링의 마찰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저항

토크를 키우는 방법은 동력 전달 효율을 감소시키는 단점이 있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틀림진동 저감 방법으로 설치가 용이하며 상대적

으로 설계 및 제작의 난이도가 낮은 비틀림 진동 저감 장치를 이용하고

자 한다.

비틀림 저감 장치 중 하나인 비틀림 댐퍼(torsional damper)는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동력을 연결 및 차단해주는 클러치에 장착되어 엔진의 토

크 변동에 의한 비틀림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된다(3). 비틀림 댐

퍼에서 비틀림 진동을 감소시키는 매개체로는 주로 스프링과 유체가 사

용되며, 수동 변속기 차량은 대개 스프링 방식을 사용한다. 박영준(2009)

등은 트랙터 동력전달계의 비틀림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클러치 비

틀림 댐퍼를 설계하고 적용하였으며, PTO 전동라인의 래틀 소음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트랙터 동력전달계에 최적화된 비틀

림 댐퍼의 설계 파라미터 값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10),(11).

본 연구에서는 스프링을 매개체로 하는 비틀림 댐퍼를 이용하여 비틀림

진동 저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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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사

동력전달계의 비틀림 진동은 엔진에서 발생하는 토크 변동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엔진의 토크 변동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비틀림 댐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Drexl (1987)은 향상된 엔진 능력과 더불어 발

생되는 래틀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래틀 소음의 원인인 비틀

림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댐퍼가 장착된 클러치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11)

안병민(1999) 등은 대형 트럭 구동계의 공진에 의한 비틀림 진동 분

석 및 저감 방법을 제시하였다. 대상 트럭의 엔진을 캐드 도면과 실린더

내 지압선도 계측 결과를 이용하여 토크 변동을 구하였다. 구동계는 축

과 기어를 집중 질량 관성 모멘트와 비틀림 강성으로 대체하였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구동계 모형을 개발하였다. 실차 시험을 통하여

플라이휠의 각속도를 계측하여 구한 가진 주파수와 개발한 모형의 공진

주파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개발된 모형으로 축 강성과 액슬의 기어비를

변경하여 비틀림 진동에 의한 공진 영역을 고주파 영역으로 이동시켜 구

동계의 진폭을 저감시켰다.(1)

류일훈(2002) 등은 수동 변속기를 장착한 트랙터에서 발생하는 래틀

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고 저감 방안을 제시하였다. 트랙터

동력전달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들의 운동 특성이 예측 가능한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개발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 트랙터의 변속기 입

력축에서 토크 변동을 계측하여 예측한 토크와 비교분석하였다. 래틀 소

음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저항토크, 기어의 질량 관성 모멘트, 전

동 토크, 엔진 속도, 기어 백래시로 구분하고 그 영향을 구명하였다.(3)

Steinel(2004) 등은 프리 댐퍼(pre-damper) 타입의 클러치 댐퍼를 이

용하여 트럭의 입력축과 카운터축 사이에서 발생하는 변속부 래틀 소음

저감 방법을 제시하였다. 프리 댐퍼가 없는 메인 댐퍼(main-damper) 타

입의 클러치 댐퍼가 장착된 트럭에서는 공회전 시 엔진 입력 속도에 비

해 카운터축에서 과도한 속도 변동과 토크 변동이 나타났다. 프리 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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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의 클러치 댐퍼를 장착했을 때는 입력 대비 과도한 속도 변동이 사

라졌다. 이를 통해 프리 댐퍼가 공회전 시 엔진 토크 변동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을 확인 했으나 각도와 강성에 굉장히 민감하며, 변속부

오일 온도에 의한 드래그 토크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13)

박영준(2006) 등은 엔진 직결식 PTO 전동라인을 채택한 트랙터의

PTO 변속부 래틀 소음 저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PTO 전동라인

의 래틀 소음 특성을 분석하고 PTO 전동라인을 구성하는 각 기어의 각

변위, 각속도 및 각가속도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실차 시험을 통하여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검증된 모형을 이용하여 래틀

소음 발생 원인과 영향 인자를 구명하였다. 또한, 래틀 소음 감소 방안으

로 비틀림 댐퍼를 적용하였으며, 래틀 소음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12),(13),(14)

김영흡(2009) 등은 수동변속기 차량에서 엔진 토크 변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클러치 댐퍼 특성을 모형과 실차 시험을 통하여 고찰하였

다. 승용차 동력전달계를 등가 관성 및 등가 강성으로 모형화한 후, 엔진

토크 변동을 정현파로 인가하여 수식 결과와 비교 검증하였다. 검증된

모형으로 클러치 댐퍼의 히스테리시스와 비틀림 강성을 변수로 하여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히스테리시스가 작으면 공진

영역의 속도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며, 히스테리시스가 크면 공진 영역

이외에서 속도 변동 폭이 크게 증가함을 보였다. 클러치 댐퍼의 강성이

작을수록 공진 영역에서의 속도 변동 폭이 작아지며 변속기 각가속도의

크기도 감소하나 공진 영역을 변화시켰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히스테리

시스와 스프링 강성의 영향도를 분석한 후, 시제품을 만들어 실차 시험

을 수행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7)

장재덕(2013) 등은 비틀림 댐퍼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적 방법

을 제시하였다. 스프링이 장착된 차량용 클러치 댐퍼의 진동 저감 능력

을 평가하기 위해 진동 저감 성능을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진동 저감 성

능을 평가하는 진동 전달율(vibration transmissibility)을 측정하여 결과

를 비교하였다. 이론적 해석을 위해 2 자유도 모형으로 입력 토크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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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토크의 크기 비를 나타내는 식을 정의하였다. 시험을 위하여 변압기

를 이용한 비접촉 방식의 토크 센서를 이용하여 비틀림 댐퍼 입ㆍ출력

토크를 측정하였다. 입력 신호는 시간에 따라 순간 주파수가 증가하도록

주파수 변조를 시킨 스윕(sweep)신호를 사용하여 주파수 응답함수를 추

정하였다. 주파수 응답 함수에 토크 센서로 계측한 입ㆍ출력 신호를 이

용하여 전달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구하였다.(4)

비틀림 진동 저감에 관한 연구는 동력전달계를 모형화하고 비틀림 진

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내는데 있다. 이런 모형은 단순히 상용 소

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이론적으로만 구성하기도 하며 실차 시험을 통하여

모형을 검증한다. 비틀림 저감 방법으로 비틀림 댐퍼를 사용한 경우 다

양한 댐퍼 종류를 사용하고, 댐퍼의 설계 인자들이 비틀림에 주는 영향

도를 파악하였다. 이처럼 동력전달계의 비틀림 진동 저감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되었으나 시스템에 맞는 비틀림 댐퍼의 설계 변수에 대한 최

적화 연구는 거의 없다.



- 7 -

제 3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용 트랙터 PTO 전동라인의 비틀림 진동 저감

을 위하여 비틀림 댐퍼 최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기어 래틀 소음 문제가 발생한 트랙터를 대상으로 PTO 전동라인

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고 회전 속도의 변동량을 분석하여 비틀림

진동의 주파수 특성을 구명한다.

(2) 엔진의 토크 변동 특성이 고려된 트랙터 PTO 전동라인의 비틀림

진동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3) 검증된 모형을 이용하여 비틀림 진동 저감을 위한 비틀림 댐퍼를

최적화한다. 비틀림 진동에 영향을 미치는 비틀림 댐퍼의 설계 변

수를 정의하고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설계 변수의 최적화

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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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비틀림 진동

비틀림 진동은 가늘고 긴 물체의 탄성 구간 내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

는 비틀림과 복원력과의 관계로 생기는 진동을 말한다.

1. 엔진의 가진 주파수

농업용 트랙터의 동력원은 디젤 엔진이다. 엔진은 실린더 내부에서 흡

입, 압축, 폭발, 배기의 행정을 통해 토크를 발생시킨다. 실린더는 폭발

행정에서 발생한 압력으로 병진 운동을 하게 되며, 커넥팅 로드를 통해

병진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변환되어 크랭크 축에 전달된다. 이러한 일

련의 과정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반복되어 토크 변동을 일으키게 된

다. 엔진의 토크 변동은 주기적 신호로써 푸리에(fourier) 급수에 의해 기

본 주파수와 그 배수 주파수인 고조파(harmonic)로 나눌 수 있다. 기본

주파수를 1 차수(order), 기본 주파수의 2 배인 고조파는 2 차수, 3 배인

고조파는 3 차수라 한다. 이렇게 나눠진 차수 중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지배적인 차수가 존재하는데, 엔진의 경우 실린더 개수와 행정 수의 관

계로 지배적인 차수를 정의한다.

  

 (2.1)

여기서,

  = dominent order of engine
 = number of cylinder
 = cycle Number of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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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1)에서 구한 지배적인 차수를 이용하여 엔진의 가진 주파수를 구

할 수 있다.

 

 ∙   (2.2)

여기서,

 = engine excing frequency, Hz
n = rotating speed of engine, rpm

제 2절 비틀림 댐퍼

비틀림 댐퍼는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장착되어 엔진에서 전달되는 주

기적 토크 변동을 저감하기 위해 사용된다. 비틀림 댐퍼에서 댐퍼 역할

은 스프링 또는 유체가 수행한다. 스프링 댐퍼는 강성이 있는 스프링이

토크 변동을 저감하는 역할을 하며, 설치가 용이하고 동력 손실이 크지

않다. 반면, 유체를 사용하는 점성 댐퍼는 선박과 같이 큰 동력에 의해

발생하는 토크 변동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로서 동력 손실이 크다. 본 연

구에서는 스프링 댐퍼를 사용하였다.

비틀림 댐퍼는 프리 댐퍼(pre-damper)의 유무에 따라 프리 댐퍼형

(pre-damper type)과 메인 댐퍼형(main-damper type) 두 가지로 나뉜

다. 일반적으로 프리 댐퍼형이 공회전 시 토크 변동에 의한 각속도 변동

저감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스프링의 강성은 중요한 설계 인자이며 스프

링의 작동 영역이 클수록, 즉 강성이 작을수록 진동 저감 효과가 뛰어나

다. 하지만 강성을 작게 하면 스프링의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에 적절한 설계가 필요하다. 비틀림 댐퍼에서 설계 인자는 스프링 강성

뿐 아니라 히스테리시스(hysteresis) 토크도 중요한 설계 인자이다. 강성

뿐 아니라 히스테리시스(hysteresis) 토크도 중요한 설계 인자이다. 탄성

한도 내에서 탄성체에 부하를 가하면서 부하-변형 곡선을 그리고 부하



- 10 -

를 제거하면서 부하-변형 곡선을 그리면 부하가 0이 됨과 동시에 변형

도 0이 되지만, 상승 곡선과 하강 곡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히스테리

시스 현상이 발생한다. 비틀림 댐퍼의 스프링에서 발생하는 히스테리시

스 현상은 스프링의 특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프링의 장착 형태에 기

인한다. 비틀림 댐퍼의 스프링은 압축될 때 스프링 양 끝단에서 점접촉

에 의한 마찰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마찰력으로 인하여 스프링은 히스

테리시스 현상이 나타난다. Fig 2.1은 비틀림 댐퍼의 구조를, Fig 2.2 (a)

는 프리 댐퍼형, Fig 2.2 (b)는 메인 댐퍼형의 강성 선도를 나타낸 것이

다.

Facing

Disc plate

Main-damper spring

Pre-damper spring

Spline hub

Hub plate

Fig 2.1 Structure of torsional da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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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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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steresis 
torquePre damperMain

damper

Main
damper




(a) Pre-damper type

Angle 
[deg] 

Torque 
[Nm] 


Hysteresis 
torque



Main
damper

(b) Main-damper type

Fig 2.2 Characteristics of torsional stiffness of torsional da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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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PTO 전동라인의 모형 개발 및 검증

제 1 절 대상 트랙터

시험에 사용된 트랙터는 출력 75 kW(101 hp), 정격 회전수 2200 rpm

인 디젤 엔진을 탑재하였고, 전⦁후진 파워셔틀(power shuttle)을 장착한

중형 트랙터이다. 시험 트랙터의 동력전달계는 엔진, 클러치, 변속기, 차

동장치, 최종 감속기어, 최종 구동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속기는 전후

진 변속, 주변속1, 2, 3, 4단, 그리고 부변속 H, M, L로 구성되며, PTO

변속부는 독립형으로 3단 변속이 가능하다. 트랙터에 대한 상세 제원은

Table 3.1과 같다

Fig 3.1 Tractor us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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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Specification

Model XP7102

Weight, kg 3,400

Engine

Model F5C

Rated power/ speed, kW/rpm 75 / 2200

Rated torque, Nm 430

Displacement, cc 3400

PTO
Speed, rpm 540/750/1000

Driveline type Direct

Table 3.1 Specification of tractor

제 2 절 PTO 전동라인 모형개발

1. PTO 전동라인의 구조

Fig 3.2는 PTO 전동라인과 그에 대한 동력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엔진 토크는 플라이휠과 비틀림 댐퍼를 거쳐 PTO 입력축으로 전달된다.

PTO 입력축은 1번 PTO 구동축과 커플링으로 연결되며 1번 PTO 구동

축 까지는 엔진 구동시 상시 회전상태가 된다. PTO 클러치가 연결되면

클러치를 통해 2번 PTO 구동축으로 동력이 전달되며, 2번 PTO 구동축

과 3번 PTO 구동축은 커플링으로 연결된다. PTO 변속 단수를 인가하

면 그에 맞는 기어 쌍(pinion & wheel)이 선택되어 PTO 출력 축을 구

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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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O
input
shaft

PTO
drive
shaft
#1

PTO
Clutch

PTO
drive
shaft
#2

PTO
drive
shaft
#3

PTO
output
shaft

Engine Torsional
Damper

PTO
gear
pair

Fig 3.2 PTO driveline and block diagram.

2. PTO 전동라인 구성 요소의 물성치 결정

PTO 전동라인은 다양한 기계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연결된 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여러 운동조건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PTO 전동라인

의 거동은 핵심 요소들을 질량체로 단순화하고 요소들 간의 연결을 스프

링-댐퍼로 표현하여 모형화할 수 있다.

2.1. 질량 관성 모멘트

질량 관성 모멘트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체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자하는 물리량을 나타낸다. PTO 전동라인의 요소들은 대부분 원통형 회

전체이며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질량 관성 모멘트로 표현할 수

있다. 회전체 질량 관성 모멘트의 일반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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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dm

Rotation 
axis

Fig 3.3 General mass moment of inertia.

    

    

(3.1)

여기서,

 = mass moment of inertia, kgㆍm2

 = infinitesimal mass, kg

 = density of material, kg/m3

 = infinitesimal volume, m3

 = length of infinitesimal mass, m

PTO 전동라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형상은 각각 다르고 복잡한 형

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의 질량 관성 모멘트를 구하기 위한

요소들의 복잡한 형태를 몇 가지 기본 형태로 간략화하여 이론적으로 푸

는 방법과, 3D CAD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부품의 형상을 기본형상으

로 분해하면 부품의 질량 관성 모멘트를 쉽게 구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부품 형상이 매우 복잡하여 기본형상으로 분해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PTO 입력축의 경우 경우 주변속기에 동력을 전달해주는 클러치가 붙어

있어 기본형으로 나누기가 어렵다. 또 한, 축의 스플라인 형상이나 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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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내륜 과 같은 형상은 이론적으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정확한 질량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3D CAD 모형을 사용하였

다. Fig 3.4는 PTO 입력축의 3D CAD 모형이다. Table 3.2는 3D CAD

를 이용하여 구한 요소들의 질량 관성 모멘트 값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

서, 플라이휠의 질량 관성 모멘트는 엔진의 실린더, 커넥팅 로드, 크랭크

축의 질량 관성 모멘트도 포함된 값이다.

Fig 3.4 3D cad model of input s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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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J, kg.mm2

Flywheel 854450.0

PTO input shaft 19841.0

PTO drive shaft #1 332.3

PTO clutch 19156.7

PTO drive shaft #2 1266.2

PTO drive shaft #3 2023.6

Gear (58T) 19673.7

Gear (55T) 23087.6

Gear (51T) 10488.1

PTO output shaft 6637.3

Table 3.2 Moment of inertia of PTO driveline components

2.2 비틀림 강성

어떤 원형축 탄성체에 토크가 작용하면 비틀림이 발생한다. 이 때, 토

크가 탄성체를 비틀기 어려운 정도, 즉 변형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성

질을 비틀림 강성이라 한다. 비틀림 강성은 물체의 단면 직경이 작을수

록, 길이가 길수록 작아진다. PTO 전동라인을 구성하는 전동축은 반지

름이 작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비틀림 강성이 작고 변형량이 크다. 그러

므로 전동축에 대해서만 비틀림 강성을 구하였다. 비틀림 강성을 구하는

방법에는 이론적인 방법과 구조 해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론적으로 강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입력된 토크와 비틀림 각도를 알아

야 한다. Fig 3.5 (a)는 축의 단면이 일정한 전동축에 작용하는 토크를

나타낸 것이다. 이 때 전동축에 작용하는 토크는 식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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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Twisting of transmission s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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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여기서,

T = torque applied to shaft, N.m
 = shear stress, N/m2

G = shear modulus, N/m2

 = shear strain

J = polar moment of inertia, m4

 = twisted angle, rad

Fig 3.5 (b)처럼 축의 단면적이 변할 때의 비틀림 강성은 식 (3.3)과

같이 총 비틀림 각에 대한 작용된 토크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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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여기서,

 = torsional stiffness of shaft, Nm/rad
 = twisted angle, rad

이렇게 축의 단면적이 변하는 부품의 비틀림 강성을 구하기 위해서

축의 기본 형상을 원통형, 원추형, 컵 형으로 구분하였다. Fig 3.6은 축의

기본형상을 원통형으로 단순화한 것으로, 강성은 식 (3.4)로 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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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Torsional stiffness of cylinder-shaped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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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여기서,

  = torsional stiffness of cylinder-shaped component, N.m/rad

 = inner radius of cylinder, m

 = outer radius of cylinder, m

 = length of cylinder, m

Fig 3.7은 축의 기본 형상을 원추형으로 단순화한 것이다. 원추형인

중공의 종단면이 삼각형인 형태이다. 보통 요소에 모따기가 된 부분이나,

요소의 직경이 변화하는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식 (3.5) 은 원추형

모양의 비틀림 강성을 구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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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Torsional stiffness of cone-shaped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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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여기서,

   = torsional stiffness of cone-shaped component, N.m/rad

 = inner radius of cone, m

 = outer radius of cone top, m

 = outer radisu of cone base, m

 = length of cone, m

Fig 3.8은 축의 기본형상을 컵형으로 단순화 한 것이다. 컵형은 원추형과

마찬가지로 종단면이 삼각형이다. 원추형의 경우, 내부 중공의 반지름이

일정한 원기둥이지만 컵형의 경우 내부 중공의 반지름이 변화한다. 이러

한 형상은 축의 연결 부위에서 볼 수 있다. 식 (3.6)는 컵형의 비틀림 강

성을 구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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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Torsional stiffness fo cup-shaped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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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여기서,

   = torsional stiffness of cup-shaped component, N.m/rad

 = inner radius of cup, m

 = outer radius of cup base, m

 = outer radius of cup top, m

 = height of cup, m

복잡한 형상을 가진 부품의 비틀림 강성은 세 가지의 기본 형상을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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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병렬로 연결하여 구할 수 있다. 식 (3.7)은 직렬과 병렬 연결에 대

한 비틀림 강성을 구하는 식이다.

직렬연결일 때, 


 









병렬연결일 때,   




 (3.7)

여기서,

 = equivalent torsional stiffness, N.m/rad

 = torsional stiffness of ith part

n = number of parts

이렇게 분리한 원통, 원추, 컵 모양을 조합하여 복잡한 형상의 축 형

상을 나타낼 수 있다. Fig 3.9는 일반적인 형상의 부품을 세 개의 기본형

상으로 분리하고 조합한 것이다. Fig 3.9에서 ②, ③은 병렬 연결, ①,

(②+③), ④를 직렬 연결해서 부품 전체의 비틀림 강성을 구하였다.

Table 3.3은 제시된 방법을 이용하여 PTO 전동라인에 대한 각 전동축의

비틀림 강성을 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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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Torsional stiffness of an assembled body.

Name k, N.m/rad

PTO input shaft 17571.14

PTO drive shaft #1 12799.52

PTO drive shaft #2 16757.41

PTO drive shaft #3 62815.46

Table 3.3 Stiffness of PTO driveline components by

analytical method

보다 정확한 비틀림 강성을 구하기 위하여 전동축의 구조 해석을 수

행하였다. 축의 양 끝단에 각각 비틀림 하중과 경계 조건을 정의하고 하

중을 가한 전동축 끝단 외경의 임의의 한 점에서의 회전변위를 구하였

다. Fig 3.10은 축에 비틀림 하중과 경계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비틀림

하중은 축에 작용하는 정격 토크를 적용하였다. Fig 3.11은 축 끝단 외경

위의 임의의 한 점을 나타낸 것이다. 식 (3.8)과 같이 임의의 한 점에서

의 회전변위를 이용하여 비틀림 강성을 구한다. Table 3.4에 구조해석을

통해 구한 축의 비틀림 강성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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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ad condition ] [ Boundary condition ]

Fig 3.10 Loading condition and boundary condition in shaft.

∅

Fig 3.11 moving distance of random point on the shaft out diameter.

    

 (3.8)

여기서,

 = twist angle, 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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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k, N.m/rad

PTO input shaft 16391.27

PTO drive shaft #1 14117.20

PTO drive shaft #2 19016.55

PTO drive shaft #3 66613.63

Table 3.4 Stiffness of PTO driveline components by FEA

이론적으로 구한 비틀림 강성은 축의 스플라인 형상이나 축 방향의

여러 개의 중공 등 기본형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기본 형상으

로 가정해서 구한 값이다. 그러므로 구조 해석으로 구한 강성과 수학적

으로 구한 강성의 오차가 크지 않다면 정확한 축 형상을 고려한 구조 해

석의 결과가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5는 수학적으

로 구한 강성과 구조해석으로 구한 강성값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Name
k, N.m/rad Error

%FE Analytical

PTO input shaft 16391.27 17571.14 -7.2

PTO drive shaft #1 14117.20 12799.52 9.3

PTO drive shaft #2 19016.55 16757.41 11.8

PTO drive shaft #3 66613.63 62815.46 5.7

Table 3.5 Stiffness comparison according to FEA and Analytical

method

2.3. 비틀림 감쇠 계수

감쇠는 진동과 같은 에너지가 어떤 물질을 만나면 에너지가 흡수 또

는 산란이 일어나 그 정도가 약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 운동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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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감쇠가 반드시 일어나며 감쇠 원인에 따라 유체 감쇠와 마찰 감쇠

로 나눌 수 있다. 동적 시스템에서의 감쇠는 주로 유체 감쇠, 즉 점성 감

쇠로 모형화할 수 있다. 점성 감쇠를 포함한 비틀림 진동의 운동 방정식

은 식 (3.9)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3.9)

여기서,

 = mass moment of inertia, kg.m2

 = torsional damping coefficient, N.m.sec/rad

 = torsional stiffness, N.m/rad

 = angular natural frequency, rad/s

 = damping ratio

비틀림 감쇠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 (3.9)와 같이 감쇠비, 질량

관성 모멘트, 비틀림 강성이 필요하다. 질량 관성 모멘트와 비틀림 강성

은 물체의 형상에 영향을 받는다. 감쇠비는 물성치로서 재질 및 열처리

등의 재질 변형에 영향을 받는다. 강재의 감쇠비는 0.008로 하였다

(Neville, 1965) (8). Table 3.6는 식 (3.10)을 이용하여 구한 감쇠 계수를

정리한 것이다.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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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c, N.m.sec/rad

PTO input shaft 0.068

PTO drive shaft #1 0.034

PTO drive shaft #2 0.078

PTO drive shaft #3 0.185

Table 3.6 Torsional damping coefficient of PTO

driveline components

2.4. 비틀림 댐퍼의 비틀림 강성 측정

시험 트랙터에 장착되어 있는 비틀림 댐퍼의 강성 선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틀림 강성을 측정하였다. 비틀림 댐퍼를 지그에 설치한 후 비

틀림 댐퍼의 스플라인에 비틀림 토크를 가하기 위한 축을 조립하였다.

조립된 축에는 Fig 3.13과 같이 비틀림 토크를 가하기 위한 모멘트암이

부착되어 있으며, 모멘트 암에 액추에이터를 설치하여 하중을 인가하였

다. Fig 3.12는 시험 트랙터에 장착된 비틀림 댐퍼이고, Fig 3.13 은 시험

장치의 컨셉을 나타낸 것이며, Fig 3.14은 실제 실험 장면의 사진이다.

Fig 3.21 (a)는 비틀림 댐퍼와 액추에이터로 스플라인 축 양 팔을 밀고

있는 사진, Fig 3.14 (b)는 엔코더로 각도를 측정하고 있는 장면인 사진

이고, Fig 3.21 (c)는 전체적인 시험 사진이다. Table 3.7에 시험에 사용

된 장비들의 사양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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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Pre-damper type torsional damper.

: Rotary Encoder

: Actuator

Torsional damper

Fig 3.13 Test rig concept for torsional da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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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pplied forces to

moment arm by actuator

(b) Encoder measuring

rotational angle

(c) View of test rig

Fig 3.14 A view of torsional damp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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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Specification of test equipments

Equipment Specification

DAQ

Model: NI Pxi8110/ Card Pxi 6259

- Time resolution: 50 ns

- Maximum samplate : 1.25 MS/s

- working voltage: ±11 V

Hydraulic-Actuator

Model: MTS 25kN

- Force: 25kN

- Effective Area: 25.16, cm2

- Static stroke: 172.7 mm

- Dynamic Stroke: 152.4, mm

Rotary encoder

Model: E50-3600-3-T-24

- 5 Voltage ±5%

- Incremental type

시험은 0 –1250 Nm를 3번 반복 인가할 때 변화되는 각도를 계측하

였다. 비틀림 댐퍼 시험을 통하여 Fig 3.15와 같은 강성 선도를 얻었다.

실측값을 정확히 구현하기 위해 Table 3.8과 같이 강성 영역을 3단계로

구분하였다.

-1500

-1000

-500

0

500

1000

1500

-6 -5 -4 -3 -2 -1 0 1 2 3 4 5

Torque, Nm

Angle, deg

Stage 3 Stage 1 Stage 2

Fig 3.15 Characteristics of torsional damper stiffness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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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Characteristics of torsional damper

Stage
Angle,

deg

Torque,

Nm

Stiffness,

Nm/deg

Hysteresis

Nm

stage 3
-5.92 -966.59

190.79 65.83
-0.95 -18.63

stage 1
-0.95 -18.63

35.41 42.74
0.16 20.72

stage 2
0.16 20.72

197.01 74.10
5.16 1005.61

3. PTO 전동라인의 모형화

본 연구에서는 엔진의 토크 변동에 의한 PTO 전동라인의 비틀림 진

동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모형 개발을 위하여 동역학

해석이 가능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해석 모형은 엔진, 플라이

휠, 비틀림 댐퍼, PTO 전동축, PTO 변속부로 구성된다.

3.1 엔진 모형

그림 3.16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엔진을 모형화한 것이다. 엔

진은 토크를 발생시켜 PTO 전동라인의 각속도 변동을 일으킨다. 시뮬레

이션 모형에서 엔진은 토크 공급원(source)으로 모형화하여 단순화할 수

있지만 무부하 상태의 엔진 토크를 계측하는 것이 쉽지 않아 직접적인

토크 공급원으로 모형화할 수 없었다. 대신 PID 제어기를 이용하여 플라

이휠에서 계측한 각속도가 토크에 의해 나타나도록 하였다. PID를 이용

하여 나타낸 토크는 실제 엔진 토크와는 무관하다. 식 (3.11)은 사용된

PID 제어기의 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 때 제어기의 게인값으로 는

1000, 는 1, 는 0으로 설정하였다.

   ∙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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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engine torque at -th time, Nm

 = angular velocity difference, rad/s

 = torsional stiffness, N.m/rad

 = angular natural frequency, rad/s

 = damping ratio

Angular velocity

Input

Angular velocity

Output

Torque

control value

Fig 3.16 Engine modeling using PID controller.

3.2 PTO 전동축 모형

PTO 전동축 모형은 축을 구성하는 세 개의 변수인 질량 관성 모멘

트, 비틀림 강성, 비틀림 감쇠 계수로 모형화하였다.

3.3 PTO 변속부 모형

PTO 변속부 모형은 엔진의 토크와 회전속도를 받으며, 3단 변속이

가능하고 세 쌍의 기어가 동력을 전달받지 않아도 기어 쌍이 물려 있는

상시 물림 현상을 고려하여 모형화 하였다. 또한, 기어의 비선형 특성인

백래시(backlash)와 기어 물림 강성(mesh stiffness)을 고려 하였다.

PTO 변속부는 3단 변속이 가능하며 세 쌍의 기어가 상시 물려있으므로

기어의 비선형 특성인 백래시(backlash)와 기어 물림 강성(mesh

stiffness)을 고려하였다. Table 3.9은 기어 제원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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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Gear shift

shaft #1 shift #2 shift #3

Pinion

1

Gear

1

Pinion

2

Gear

2

Pinion

3

Gear

3

No, of teeth 16 58 20 55 24 51

Module 3.5 3.5 3.5 3.5 3.5 3.5

Pressure angle,

deg
20 20 25 25 20 20

Helix angle, deg
12,

left

12,

right
0 0 0 0

Center distance,

mm
132 132 132 132 132 132

shift coefficient 0.2 -0.372 0.3 -0.113 0.1562

base circle

diameter, mm
53.657 194.51 63.442 174.46 78.934 167.73

Tip diameter, mm 66 212.2 79.4 198.9 92.4 185.8

Root diamter, mm 49.2 195.5 62.7 182.1 75.6 169.1

backlash, mm 0.15 0.15 0.15 0.15 0.15 0.15

width, mm 26 25 26 26 18 18

quality, KS 4 4 4 4 4 4

mesh stiffness,

(mean) N/m
 ×   ×   × 

Table 3.9 Gear parameter of PTO dirv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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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PTO 전동라인 모형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PTO 전동라인을 모형화하였다. 모형은

엔진모형, PTO 전동축 모형, PTO 변속부 모형을 조합해서 구성하였다.

PTO
input
shaft

PTO
drive
shaft
#1

PTO
Clutch

PTO
drive
shaft
#2

PTO
drive
shaft
#3

PTO
output
shaft

Engine Torsional
Damper

PTO
gear
pair

Fig 3.17 Whole PTO driveline model.

제 3 절 PTO 전동라인의 각속도 측정 및 분석

개발된 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시험 트랙터의 엔진 플라이휠과 PTO

구동축및 출력축에서의 각속도를 측정하였다. 축의 각속도 변동을 토크

변동에 의한 축의 비틀림 진동으로 정의하였다.

1. 시험 장치 및 시험 방법

비틀림 댐퍼가 설치된 시험 트랙터에서 플라이휠의 미세한 각속도 변

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비접촉 센서인 마그네틱 픽업 센서를 이용하였다.

마그네틱 픽업 센서는 자성으로 속도를 측정하는 센서로서, 톱니바퀴와

같이 주기적으로 센서와 거리가 변하는 부품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마그

네틱 픽업 센서는 플라이휠의 기어 이와 1 mm 이내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기어의 피치원에 수직으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플라이휠 하우징에

탭을 내어 센서를 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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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휠이 회전하면 마그네틱 픽업 센서에는 아날로그 펄스파가 발생하

며, 이 신호는 F/V 컨버터를 거쳐 전압으로 변환된다. 변환된 전압은 계

측기에서 각속도로 변환된다.

F/V
converter

Voltage
signal

Flywheel Magnetic 
pick-up

DAQ RPM

Fig 3.18 Schematic diagram for measuring angular velocity of flywheel

PTO 변속부의 각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로터리 엔코더를 이용하였

다. 시험에 사용된 로터리 엔코더는 광전방식으로서 보통 LED광원, 광

검출기, 회전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다. 회전 디스크는 빛이 통과되는 부

분과 그렇지 못한 곳이 회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디스크가 회전하면서 LED에 나온 빛이 통과와 막힘을 반복한다. 이렇게

빛의 통과와 막힘을 광 검출기를 통해 빠르게 카운트하여 신호를 출력한

다. 계측기에서 이 신호를 회전 속도로 변환 시켜준다. Fig 3.19는 엔코

더를 통해 속도를 계측하는 일련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LED Counter
signal DAQ RPM

Rotating
Disk

Fig 3.19 Schematic diagram for measuring angular velocity of s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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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0 (a)는 플라이휠 각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우징에 마그네

틱 픽업 센서를 설치한 사진이고, Fig 3.20 (b)는 PTO 구동축과 출력축

의 각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로터리 엔코더를 설치한 사진이다. Fig

3.21은 플라이휠, PTO 구동축, PTO 전동축의 각속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설치한 센서와 위치를 나타낸 그림이다. Table 3.10은 시험 장비의

재원을 정리한 것이다.

(a) Flywheel (b) PTO drive&output shaft

Fig 3.20 A view of sensor installed on PTO driv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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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

123
Flywheel

Pinion shaft

PTO

: Magnetic pickup sensor: Rotary Encoder

Fig 3.21 Location of measuring sensors in PTO driveline.

Table 3.10 Specification of equipments used for the analysis

Equipment Model Specification

DAQ DEWE-43

- Sampilign rate: 200kS/sec

- Counter timebase: 102.4MHz

- Counter resolution: 32 bit

F/V

converter

COCORESEARCH

KAZ-723A

- Input freq.range:

0.04 ~200kHz

- Resolution : 6.25 ns

Magnetic

pick up sensor

Phobos

Magneric pick up 1101

series

- Voltage output:

15v. peak-peak

- Resistance: 350 ohms

Rotary Encoder

Autonics

E50S8-500-3-T-24

- Incremental type

- rotation per pulse No.: 500

- Output phase: A,B,Z

Autonics

ENB-360-3-1

- Incremental type

- rotation per pulse No.: 360

- Output phase: A,B,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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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결과 및 고찰

비틀림 진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PTO 각 단수에서 엔진 아이들

(idle)인 850 rpm, 900 rpm, 1000 rpm, 1100 rpm, 1200 rpm, 1300 rpm,

1400 rpm, 1500 rpm에 대하여 각각 각속도 변동을 측정하였다. 또한, 공

진 영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엔진 회전속도를 850 rpm에서 2000 rpm까

지 20 rpm 간격으로 각속도를 측정하였다.

시험 트랙터는 4행정 디젤엔진으로 식 (2.1)과 식 (2.2)를 이용하여

지배적인 가진 차수와 가진 주파수를 구할 수 있다. 엔진 속도가 850

rpm일 때 가진 차수는 2 차이고 그 때의 가진 주파수는 28.33 Hz이다.

Fig 3.22 (a)는 엔진 속도 850 rpm인 공회전 상태, PTO 클러치 결합,

PTO 1단일 때 플라이휠에서 측정한 각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850 rpm

을 중심으로 속도 변동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Fig 3.22 (b)는 (a)를 주

파수 분석한 결과로서, 엔진의 가진주파수인 28.9 Hz와 주파수 분석 결

과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Fig 3.23와 Fig 3.24은 같은 조건에서 구동

기어축과 PTO 구동축과 PTO 출력축의 각속도와 주파수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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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gular velocity measured at flywheel.

(b) FFT of Flywheel

Fig 3.22 Angular velocity and FFT of flywheel at 850 rpm

(a) Angular velocity measured at PTO drive shaf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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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FT of PTO drive shaft #3

Fig 3.23 Angular velocity and FFT of drive shaft #3 at 850 rpm.

(a) Angular velocity measured at PTO output shaft

(b) FFT of PTO output shaft

Fig 3.24 Angular velocity and FFT of PTO output shaft at 85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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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측한 플라이휠의 각속도를 미분하여 각가속도를 구한 후 플

라이휠의 관성을 곱하여 작용하는 토크 변동을 구할 수 있다. Fig 3.25는

플라이휠에 작용하는 토크 변동을 나타내었다.

Fig 3.25 Torque fluctuation at flywheel

플라이휠에서 측정한 각속도를 입력값으로, PTO 구동축에서 측정한

각속도를 출력값으로 하여 비틀림 진동의 증ㆍ감 여부를 확인하였다. 시

험 결과 1000 rpm 미만에서 플라이휠의 각속도 변동폭(peak to peak)에

비해 PTO 구동축의 각속도 변동폭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Fig 3.26는 엔진 속도에 따른 플라이휠과 PTO 구동축의 각속도 변

동을 비교한 값이다.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플라이휠 각속도이며 주황색

이 PTO 구동축 각속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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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50 rpm of engine speed

(b) 900 rpm of engine speed

( c) 1000 rpm of engine speed

(d) 1100 rpm of engine speed

Fig 3.26 Comparison of angular velocity between flywheel and PTO

drive shaf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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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추적법 (order tracking)을 이용하여 엔진의 속도에 따른 PTO

구동축의 전체 각속도 변동을 확인하였다. 엔진 아이들 회전 속도인 850

rpm에서 2000 rpm 까지 20 rpm씩 증가시키면서 플라이휠과 PTO 구동

축의 각속도를 측정하였다. 각속도의 변동 차수는 엔진 회전속도의 2차

성분으로 나타났으며, 엔진 회전속도가 증가해도 차수는 변하지 않는다.

Fig 3.27은 엔진 회전 속도에 따른 PTO 구동축의 FFT 분석 결과를 3차

원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시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 대상인 트랙터

의 PTO 전동라인은 28.3 Hz (850 rpm)에서 32.33 Hz (970 rpm) 범위까

지 공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28은 PTO 구동축의 FFT 결과 중 가장 주요한 성분인 엔진 가

진 주파수(엔진 회전 주파수의 2차 성분)에서의 각속도 성분만을 뽑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Fig 3.29은 엔진 가진 주파수의 각속도 성분을 엔진 플라이휠에서의

입력 진폭값과 PTO 구동축에서의 출력 진폭값의 비인 각속도 전달율

(angular velocity transmissibility)로 나타낸 것이다. 공진 영역을 벗어난

회전 속도 범위(970 - 2000 rpm)에서는 각속도 전달율이 1 미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or    

or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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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D plot of variation of angular velocity at drive shaft #3.

(b) Top view of 3D plot

Fig 3.27 Variation of angular velocity at pinion shaft by order

track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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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 The FFT amplitude for the second component of the sweep

rpm

Fig 3.29 The estimation of angular velocity transmi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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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PTO 전동라인 모형 검증

개발된 모형은 PTO 전동라인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에 대하여 각변

위, 각속도, 각가속도, 토크 등 모든 운동 특성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실차 시험에서는 계측의 용이성 때문에 플라이휠, PTO 구동축 및 PTO

출력축의 각속도만을 측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TO 구

동축의 각속도를 이용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림 3.28은 공진영역에 포함되는 엔진의 회전 속도 중 910 rpm에서

PTO 구동축의 각속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시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시간 영역에서 분석한 PTO 구동축의 각속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시험 결과는 크기와 형상 및 주파수가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즉, 910 rpm을 중심으로 각속도 변동이 발생하며, 변동폭의 최대값과 최

소값의 위치와 크기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Fig 3.30 Comparison of measured and simulated angular velocity at

drive shaft #3.

PTO 구동축은 엔진의 플라이휠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동축의

가진 주파수는 엔진의 가진 주파수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PTO 구동축의

각속도 변동은 엔진의 폭발 행정의 주기와 동일하다. 엔진의 회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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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910 rpm일 때 엔진의 가진 차수는 2차 조화 성분이며 가진 주파수는

30.33 Hz이다. 그림 3.30은 엔진의 회전 속도 중 910 rpm에서 PTO 구동

축의 각속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시험 결과를 주파수 영역에서 비

교한 것이다. 엔진의 가진 차수인 2차 조화 성분인 30.33 Hz에서 시험값

은 76.2 rpm을, 시뮬레이션 값은 77.32 rpm을 나타내었으며 오차는 1.12

rpm 였다. 시간 영역에서 분석한 결과와 같이 주파수 영역의 분석 결과

에서도 시뮬레이션 결과와 시험 결과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 Measured

(b) Sim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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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rder 4 order 6 order

Angular

velocity, rpm

measured 82.68 9.884 10.16

simulated 80.51 9.686 8.141

error, % 2.62 1.92 19.88

difference, rpm 2.17 0.198 2.019

Fig 3.31 Measured and simulated angular velocities of drive shaft #3

대상 트랙터는 엔진 회전 속도가 970 rpm 이하의 저속에서 PTO 구

동축의 각속도 변동폭이 엔진 플라이휠의 각속도 변동폭에 비해 매우 크

게 나타났다. 이는 PTO 전동라인의 시스템 공진에 의한 것으로 엔진의

회전 속도가 공진 영역인 970 rpm보다 커지면 PTO 구동축의 각속도 변

동폭이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PTO 전동라인의 전체 작동 영역에서의 시뮬레이션 모델의 동적 특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파수 분석 결과 중 엔진 가진 주파수에 해당하

는 2차 성분의 진폭값을 엔빌로프(envelope) 선도로 나타내었다. 그림

3.31은 850 rpm부터 2000 rpm까지 엔진 가진 주파수에 해당하는 2차 성

분에 대한 엔빌로프 선도를 시뮬레이션 결과와 시험 결과를 비교하여 나

타낸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시험 결과와 유사하게 공진 영역인 850

rpm부터 970 rpm까지 과도한 진폭값이 나타나다가 공진 영역을 벗어난

후 진폭값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잘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개발된 모형은 전체 작동 영역에서 PTO 전동라인의 동적 특성을 적

절히 예측할 수 있으며, 비틀림 저감 장치의 설계 변수 최적화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50 -

Fig 3.32 Envelope comparison curve for the second order of the

measured an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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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비틀림 저감 장치 최적화

제 1 절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 비틀림 댐퍼의 진동 저감 효과를 최대로 하는 최적의 설

계 변수를 찾기 위하여 실험계획법 (DOE, design of experiment)을 바

탕으로 메타 모델(meta-model)을 이용한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였다. 실

험 계획법은 여러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최소한의 실험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실험 횟수를 정해주는 방법이다. 메타 모델은

설계 변수와 결과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정의한 함수로써 최적화 시

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켜준다.

1. 실험계획법

기계시스템 안에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며 각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은 시스템 응답에 대한 가변적 요인, 즉 설계 변수(DV, design

variable)로 작용한다. 현대 공학 분야에서 기계시스템은 변수와 응답 관

계가 대부분 비선형성을 가지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판단하

기 어려우며 실험적으로 찾아야 한다. 이 때, 실험을 무작정 시행하는 것

이 아니라 실험 방법, 데이터 분석 방법, 통계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실

험 횟수를 정해주는 방법을 실험계획법이라 한다. 실험계획법은 사용 목

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함으로 설계 대상의 메커니즘에 대한 정확

한 이해가 필요하다. 실험계획법을 통해 설계 변수 하나당 선정한 범위

내에 여러 가지 값이 도출되고, 각각 도출된 값들을 조건(case) 별로 정

리한 것을 실험계획법 표 (DOE table)라 한다. 이 조건을 실험점

(experiment point)이라 하고 시험 횟수에 해당한다. Table 4.1 은 변수

3개에 대한 실험계획법을 통해서 구한 실험계획법 표의 예시를 나타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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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1 DV2 DV3

Case1 Value1_1 Value2_1 Value3_1

Case2 Value1_2 Value2_2 Value3_2

Case3 Value1_3 Value2_3 Value3_3

Case4 Value1_4 Value2_4 Value3_4

Case5 Value1_5 Value2_5 Value3_5

Table 4.1 Exemplification about DOE table

2. 메타 모델

메타 모델은 어떤 시스템에서 이미 나타난 변수와 응답의 관계를 이

용하여 다음에 나타날 응답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다. 메타 모델은 크

게 회귀 모델 (regression model)과 보간 모델 (interpolation model)로

나뉜다. 회귀모델의 경우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적합하며 보간

모델의 경우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적합하다.

3. ISCD-Ⅱ

메타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실험점을 생성해야 한다.

여러 가지 실험점을 생성하는 방법 중, 본 논문에서는 ISCD-Ⅱ

(Incomplete Small Composite Design -Ⅱ)방법을 사용한다. 실험계획법

에서는 시스템 응답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정도나 범위를 수준(level)이

라 한다. 실험점은 변수와 수준에 따라 그 개수가 결정되며, 이것을 사각

형 또는 육면체를 이용하여 도식화하여 설명한다. Fig 4.1 실험점을 생성

하는 방법 중 완전요인배치법 (full factorial design)을 도식화 하여 설명

한 것이다. Fig 4.1 (a)는 변수가 2 개일 때 2 수준을 나타낸 것이고,

Fig 4.1 (b)는 변수가 3 개일 때 2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Fig 4.1 (c)는

변수가 2 개일 때 3 수준을 나타낸 것이고, Fig 4.1 (d)는 변수가 3 개일

때 3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점의 개수가 실험점의 개수 이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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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4.1 Explain for full factorial method by using cube diagram.

완전요인배치법은 모든 인자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확

도는 증가하지만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비된다. 반면,

ISCD-Ⅱ는 완전요인배치법과 같이 모든 인자와 모든 수준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향상된 통계적 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실

험점의 개수를 감소시킨 방법이다. Fig 4.2는 ISCD-Ⅱ를 사용할 때 구하

게 되는 실험점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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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point

Fig 4.2 Explain for ISCD-Ⅱ method by using curve diagram.

4. 순차적 근사 최적화

실험계획법 표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초기 메타 모델은 실제 모델과

의 오차가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순차적 근사 최적화 기법(SAO,

sequential approximate optimization)을 이용하여 메타 모델의 오차를 감

소시킨다.

제 2 절 설계 변수 최적화

1. 최적화 과정

본 연구에서 진행할 최적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스템 응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설계 변수와 그 범위(design space)를 선정한 후,

ISCD-Ⅱ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실험점을 정리한 실험계획표를 작성한

다. 실험계획표의 변수와 응답으로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방사

기저 함수(RBF, Radial Basis Function)를 사용한 메타모델을 생성한다.

메타 모델에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을 설정한다.(6) 이를 통하여 메타모델

은 계산이 진행될 때 마다 추가적인 결과를 반영하여 업데이트 된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최적의 설계변수를 찾는다. Fig 4.1은 최적화 과정 알고

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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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 DV and design space

Generate the DOE table

Evaluate DOE extra response

Construct the Meta-model

Select Objective function  
& Constraint condition

Find the approximate optimum DV

Evaluate approximate optimum 
response 

Satisfy? Yes ENDNo

Construct Updated 
Meta-model  

SAO

Fig 4.3 Algorithm of design optimization procedure.

2. 비틀림 댐퍼의 설계 변수 선정

대상 트랙터는 저속 공회전 상태 일 때 과도한 각속도 변동이 나타난

다. 이는 공진에 의한 현상으로, PTO 전동라인의 고유 진동수를 변경시

키면 각속도 변동폭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공진 영역을 회피하

고 각속도 전달율이 최소가 되도록 목적 함수를 선정하였다.

2.1 비틀림 강성

회전체의 고유 진동수는 강성에 비례하고 질량 관성 모멘트에 반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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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대상 트랙터의 비틀림 댐퍼는 강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프리 댐퍼

영역과 강성이 큰 메인 댐퍼 영역으로 구성된다. 트랙터가 무부하 회전

상태인 경우, 비틀림 댐퍼는 강성이 작은 프리 댐퍼 영역에서만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작동한다. 그러므로 무부하 상태에서 PTO 전동라인의

공진 영역 회피를 위해서 비틀림 댐퍼는 프리 댐퍼 영역의 스프링 강성

이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비틀림 댐퍼의 프리 댐퍼 영역의 강성 값이 작을수록 공진 영

역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각속도 전달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강성값이

너무 작으면 강성이 큰 부분인 메인 댐퍼로 운동 영역이 넘어가기 때문

에 오히려 더 큰 전달율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강성값이 너무 작

지 않으면서 공진 영역을 회피하고 각속도 전달율이 최소가 되는 최적값

을 찾아야 한다.

  

 




 (4.2)

여기서,

 = natural frequency, Hz

 = equivalent torsional stiffness, Nm/rad

 = equivalent moment of mass inertia, kgㆍm2

2.2 히스테리시스 토크

비틀림 댐퍼의 스프링은 압축될 때 양 끝단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으로

인해 히스테리시스 토크를 받게 된다. 이러한 히스테리시스 토크는 예측

이 어려운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범위를 임

의로 선정하여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Table 4.2는 선정된 설계 변수와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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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Description
Design space

Lower
Curren

t
Upper

DV 1 stiffness of stage 1
: stif1, Nm/rad 0 500 1000

DV 2 hysteresis torque of
stage 1: hys1, Nm

0 2.5 5

5 7.5 10

10 12.5 15

15 17.5 20

20 22.5 25

25 27.5 30

Response1 transmisibility of 850 rpm

Response2 transmisibility of 990 rpm

Table 4.2 Design variables for optimization

3. 최적화 및 결론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위에서 선정한 설계 변수의 최적화를 진

행하였다. 먼저 설계 변수의 범위를 상한값 (upper), 현재값 (current),

하한값 (lower) 세 수준으로 나누고 ISCD-Ⅱ 방법으로 실험점을 도출하

였다. 설계 변수 2 개, 응답 2개 일 때 실험점은 총 9개가 생성되었다.

각 실험점에 대한 응답값을 도출하여 메타 모델을 생성하고 최종 응답이

가장 최소가 되도록 목적 함수와 제약 조건을 설정하였다. 초기에 생성

된 메타 모델은 SAO를 통하여 업데이트된다. 표 4.3은 비틀림 댐퍼에서

프리 댐퍼의 히스테리시스 토크가 0에서 5 Nm, 강성이 0에서 1000

Nm/rad일 때의 수준, DOE 및 SAO를 통한 최적값을 정리한 것이다. 표

4.4, 표 4.5, 표 4.6, 표 4.7, 표 4.8는 각각 비틀림 댐퍼에서 프리 댐퍼의

히스테리시스 토크가 5 Nm – 10 Nm, 10 Nm - 15 Nm, 15 Nm - 20

Nm, 20 Nm - 25 Nm, 25 Nm - 30 Nm 이고, 강성이 0 – 1000

Nm/rad일 때의 최적값을 정리한 것이다. 각 조건에서의 히스테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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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와 강성의 최적값은 표 4.9에서와 같다.

각 표에서 구한 최적값을 모형에서 전체 회전 속도에 대해서 시뮬레

이션한 후 결과를 Fig 4.4와 Fig 4.5에 나타내었다. 전체 회전속도에 대

하여 각속도 전달율이 1 미만인 경우는 강성이 462.78 Nm/rad, 히스테리

시스 토크가 1.75일 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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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DV1 DV2
Transmissibility

850 rpm 990 rpm

Lower 0 0

Current 500 2.5

Upper 1000 5

case 1 1000 5 12.41 0.94

case 2 0 5 1.26 0.76

case 3 0 0 0.43 0.50

case 4 1000 2.5 0.62 0.48

case 5 0 2.5 1.28 0.82

case 6 500 5 0.69 0.75

case 7 500 0 0.47 0.48

case 8 500 2.5 0.49 0.34

case 9 357.79 0 0.45 0.36

SAO 1 668.38 1.94 1.36 0.45

SAO 2 606.54 3.57 0.64 0.49

SAO 3 464.4 2.44 0.56 0.47

SAO 4 468.40 2.08 0.42 0.34

SAO 5 468.4 2.08 0.40 0.33

SAO 6 462.78 1.75 0.40 0.40

SAO 7 528.4 0.35 0.48 0.40

SAO 8 462.78 1.75 0.39 0.32

Table 4.3 Optimization table when 0 < stiffness of stage 1 < 1000,

0 < hysteresis of stage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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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DV1 DV2
Transmissibility

850 rpm 990 rpm

Lower 0 5

Current 500 7.5

Upper 1000 10

case 1 1000 5 1.27 0.79

case 2 1000 10 1.04 0.79

case 3 0 10 0.69 0.81

case 4 0 5 0.45 0.51

case 5 1000 7.5 1.14 0.77

case 6 0 7.5 0.57 0.63

case 7 500 10 0.55 0.65

case 8 500 5 0.47 0.43

case 9 500 7.5 0.49 0.53

SAO 1 342.21 5 0.35 0.38

SAO 2 336.18 5 0.35 0.36

SAO 3 326.18 5 0.35 0.36

SAO 4 330.10 5 0.35 0.37

SAO 5 330.58 5 0.35 0.38

SAO 6 336.49 5 0.35 0.37

SAO 7 334.68 5.24 0.35 0.36

Table 4.4 Optimization table when 0 < stiffness of stage 1 < 1000,

5 < hysteresis of stage 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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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DV1 DV2
Transmissibility

850 rpm 990 rpm

Lower 0 10

Current 500 12.5

Upper 1000 15

case 1 1000 10 1.05 0.79

case 2 1000 15 0.96 0.93

case 3 0 15 0.87 1.03

case 4 0 10 0.69 0.81

case 5 1000 12.5 0.96 0.84

case 6 0 12.5 0.72 0.96

case 7 500 15 0.74 0.96

case 8 500 10 0.55 0.65

case 9 500 12.5 0.64 0.79

SAO 1 500 10 0.55 0.65

SAO 2 500 10 0.55 0.65

Table 4.5 Optimization table when 0 < stiffness of stage 1 < 1000,

10 < hysteresis of stage 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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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DV1 DV2
Transmissibility

850 rpm 990 rpm

Lower 0 15

Current 500 17.5

Upper 1000 20

case 1 1000 15 0.96 0.93

case 2 1000 20 1.06 1.28

case 3 0 20 1.14 1.34

case 4 0 15 0.87 1.03

case 5 1000 17.5 1.01 1.12

case 6 0 17.5 0.83 1.18

case 7 500 20 1.03 1.25

case 8 500 15 0.74 0.96

case 9 500 17.5 0.89 1.14

SAO 1 213.94 15 0.78 1.00

SAO 2 822.39 15 0.82 0.92

SAO 3 696.46 15 0.77 0.94

SAO 4 698.18 15 0.77 0.94

SAO 5 692.81 15 0.76 0.94

SAO 6 698.88 15 0.75 0.93

Table 4.6 Optimization table when 0 < stiffness of stage 1 < 1000,

15 < hysteresis of stage 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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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DV1 DV2
Transmissibility

850 rpm 990 rpm

Lower 0 20

Current 500 22.5

Upper 1000 25

case 1 1000 20 1.06 1.28

case 2 1000 25 1.31 1.61

case 3 0 25 1.39 1.61

case 4 0 20 1.14 1.34

case 5 1000 22.5 1.15 1.46

case 6 0 22.5 1.28 1.46

case 7 500 25 1.14 1.42

case 8 500 20 1.02 1.25

case 9 500 22.5 1.14 1.42

SAO 1 500 20 1.02 1.25

SAO 2 500 20 1.02 1.25

Table 4.7 Optimization table when 0 < stiffness of stage 1 < 1000,

20 < hysteresis of stage 1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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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DV1 DV2
Transmissibility

850 rpm 990 rpm

Lower 0 25

Current 500 27.5

Upper 1000 30

case 1 1000 25 1.13 1.58

case 2 1000 30 1.52 2.02

case 3 0 30 1.32 2.34

case 4 0 25 1.26 1.97

case 5 1000 27.5 1.28 1.92

case 6 0 27.5 1.26 2.05

case 7 500 30 1.43 1.79

case 8 500 25 1.13 1.61

case 9 500 27.5 1.36 1.92

SAO 1 912.88 25 1.27 1.78

SAO 2 1000 25 1.13 1.58

SAO 3 1000 25 1.13 1.58

Table 4.8 Optimization table when 0 < stiffness of stage 1 < 1000,

25 < hysteresis of stage 1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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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Comparison of optimization response transmissibility from

each case

Fig 4.5 Comparison of optimization responses and simulated

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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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농업용 트랙터는 대형화되고 원가 절감과 전동 효율의 증대를 위하여

엔진 직결식 PTO 전동라인을 채택한 트랙터가 시장에서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농민들은 트랙터의 작업 능력뿐 아니라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자 하는 감성 설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농업용 트랙

터의 소음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는 엔진 실린더의 주기적인 폭발 행

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크 변동이 동력전달계에 비틀림 진동을 유발하

며, 그로 인해 PTO 축에 상시 물려있는 기어 쌍에서 연속적인 충돌이

일어나 래틀 소음을 유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트랙터에 소

음을 유발하는 동력전달계통의 비틀림 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비틀림

댐퍼를 사용하여 비틀림 진동 저감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전달율이 최소

가 되는 최적의 변수값을 찾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1) 소음 문제가 대두된 트랙터를 대상으로 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

의 엔진은 제어기를 통하여 각속도로 토크 변동을 구현하였다. 비틀림

댐퍼는 시험 장치를 구성하여 트랙터에 장착된 댐퍼의 특성을 구하였다.

PTO 구동축의 질량 관성 모멘트는 3D CAD를 이용하여 구하였고, 축

강성의 경우 구조 해석 결과를 이론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PTO

기어 단수는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도 상시로 물려 있는 것을 구현하였

다.

2)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대상 트랙터의 플라이휠, PTO 구동축,

PTO 출력축에서 각각 각속도를 계측하였다. 계측된 각속도를 이용하여

공진 영역에서는 각속도 변동폭이 크고 공진 영역 외에서는 변동 폭이

급격히 줄어드는 운동 특성을 구현하였으며, 공진 영역에서의 계측한 각

속도와 시뮬레이션 값을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비교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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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증된 모형을 이용하여 공진 영역을 회피하고 전달율이 1 미만이

되도록 비틀림 댐퍼를 최적 설계 하였다. 공진 영역에 영향을 주는 비틀

림 댐퍼의 강성과 각속도 변동 폭에 영향을 주는 히스테리시스 토크를

변수로 하여 최적값을 구하였다. 강성은 462.78 Nm/rad일 때, 히스테리

시스 토크는 1.75 일 때 전달율의 최소값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농업용 트랙터 PTO 전동라인에서

발생하는 비틀림 진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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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timal Design of Torsional

Damper for

Tractor PTO Driveline

The domestic agricultural tractor adopting the direct engine-driven

PTO driveline generated rattle noise due to the impact of the gear

tooth in the PTO gearbox during idle conditions. The rattle noises

are caused by torsional vibrations due to torque fluctuations occurring

in the periodic explosion stroke of the engine, and a lot of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torsional damper as a method for reducing

the noise. However, conventional researches on torsional dampers

have been performed mainly in passenger or commercial vehicles, and

there have not been many studies on applying torsional dampers to

agricultural tra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ptimal design a

torsion damper to reduce the torsional vibration which induces rattle

noise in the PTO gearbox.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order to analyze the torsional vibration on the tractor PTO

driveline, the angular velocity was measured at the flywheel. and the

PTO drive shaft. The measured angular velocity was compared in

time domain and frequency domain. It was confirmed that the system

resonance of the PTO driveline occurred when the engine speed was

less than 990 rpm and the range of fluctuation of the angular velocity

of the PTO drive shaft was increased. Over the 990 rpm, th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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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luctuation of the output angular velocity was decreased. The same

phenomenon was observed in time domain and frequency domain.

To predict the torsional vibration, a simulation model of PTO

driveline using commercial software was developed. The model

consisted of the engine, the torsional damper, the PTO driveline, and

the PTO gearbox. The torque fluctuation of the engine was

materialized using the measured angular speed of the flywheel and

the PID controller. The torsional damper, the PTO driveline, and the

PTO gearbox were implemented using the specifications of the target

tractor. In addition, the model of the PTO driveline was verified in

time domain and frequency domain using the angular velocity

measured at the PTO drive shaft.

The optimized design of the torsion damper was performed using

the verified model. The objective function of the optimization is to

avoid system resonance of the PTO driveline and to minimize the

range of fluctuation of the angular velocity. The design variables to

be optimized are selected as the stiffness and hysteresis torque of the

first stage of the torsional damper. As a result of the optimal design

of the torsion damper, resonance was avoided in all operating ranges

when the stiffness was 462.78 Nm / rad and the hysteresis torque

was 1.75 Nm, and the fluctuation range of the PTO drive shaft was

minimum.

Inkyung Shin

Department of Bio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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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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