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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작업 장치의 Pin-point 위치 최적설계
Optimal design of front linkage of hydraulic exca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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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nt linkage of hydraulic excavator is very import to several performances. Digging
forces that braking rocks and digging something, load capacity that loading something and dumping
them to truck and workspaces with stop state are major performances from front linkage. In this
paper, we find optimal pin-points position of front linkage for maximizing these performances
simultaneously. Two-step optimization is performed based on Hybrid Taguchi-Random Coordinate
search Algorithm(HTRCA). As a result, average 4.7% of performance is increased than the initial
desing parameters of a commercial 22 ton hydraulic excavator. In detail, excavating forces, load
capacities and workspaces are increased by 7.48%, 0.57%, and 6.98% respectively.
Keywords Hydraulic excavator, Front linkage, optimal design, excavating force, load capacity,
workspace, HTRCA

1. Introduction
건설형장에서 굴삭기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흙 또는 암석 등을 굴삭하거나, 인양하여 건설현장
에서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굴삭기는 작업 장치와,
작업 장치를 지지하고 있는 선회체 그리고 선회체를
지지하고 있는 하부 주행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작업 장치는 굴삭기가 정지상태일 때 나타
내는 대부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작업
장치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
재 기업체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에 대한 연구의 공개가 매우 제한 적이다. 질량을
최소로 하는 붐 링크의 형상최적화나, 제어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만이 공개되어 있다.[1∼3]
이번 연구에서는 굴삭기의 작업 장치를 이루고
있는 pin-point의 위치를 굴삭력, 인양력, 작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력과 인양력 그리고 작업범위가 있다.
굴삭력은 크게 버켓실린더에 의한 굴삭력( )과
암실린더에 의한 굴삭력( )으로 이루어져있다. 버켓
실린더에 의한 굴삭력은 버켓 실린더의 압출력에 의
하여 버켓 끝단에 접선방향의 힘이 최대가 되는 상
태의 하중을 의미한다. 암실린더에 의한 굴삭력은
버켓 굴삭력이 최대인 버켓 위치에서 암실린더의 압
출력에 의하여 버켓 끝단에 발생하는 최대 힘이다.




2. Definition of performances

굴삭기의 작업 장치로부터 계산되는 성능은 굴삭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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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굴삭기 작업 장치와 그에 따른 성능.

인양력은 크게 전도하중과 붐 실린더에 의한 인
양력 그리고 암 실린더에 의한 인양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도하중은 굴삭기가 물체를 인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가 전도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최
대 무게이다. 붐 실린더에 의한 인양력은 굴삭기가
땅에 고정되어있을 때 붐 실린더를 제외한 나머지
작업 장치는 강체라 가정하고, 붐실린더에 의해서
인양 할 수 있는 무게를 의미한다. 암실린더에 의한
인양력은 붐실린더에 의한 인양력과 비슷한 상황에
서 암 실린더만으로 인양 가능한 무게를 의미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인양상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부( , 위치: 6m, 3m), 중부( , 6m, 0m), 하부( ,
6m, -1.5m)의 인양력을 고려하였다. 이렇게 세 가지
성능 중에서 특정한 위치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가지
는 성능 값이 그 위치의 인양력이라 한다.
작업범위는 총 11가지가 있으나, 이번연구에서는
중요 작업 범위 3가지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 그 세
가지는 최대 굴삭 높이( ), 최대 굴삭 반경( ), 최
대 굴삭 깊이( )이다.












3. Problem Definition and Optimization
핀포인트의 위치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목적 함
수가 필요하다. 그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다.






        



 

 















앞으로 이러한 최적화 목적함수에 작업속도와 같

,

서 굴삭기의 모든 성능을 고려한 최적화 시스템을

.

완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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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만들어진 목적함수는 여러 가지 제한조건
과 28개의 설계변수를 사용 하였고, 다구치 방법론
과 random coordinate search algorithm(RCA)를 결
합한 HTRCA를 이용해서 최적화를 진행하였다.[4]
따라서 최종적으로 적용할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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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몇 가지 성능을 더 추가하고 조금 더 보완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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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적화 결과 성능 증가 비율




+10.88% +4.08% +1.57% +0.12%




+0.02% +12.82% +4.08% +4.05%
만으로도 굴삭기의 작업 장치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인 성능들이 최적화가 되었다. 즉, 메커니즘을 변경
하지 않더라도 성능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인양력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0.57%만
증가하는 등 매우 적은 성능향상을 보였다. 이것은
pin-point위치만으로는 성능향상이 쉽지 않으며, 실
린더의 압출력을 증가시키거나, 메커니즘을 바꿔야
성능이 증가될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굴삭기의 대표적인 성능 8가지
를 동시에 고려하여, 다른 성능의 감소 없이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목적함수의 가중치를 변경
하면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최적화 목적함수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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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ults and Discussion
최적화 수행 결과 목적함수는 총 4.70% 증가하
였다. 굴삭력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7.48%, 인양력
의 경우에는 0.57% 그리고 작업범위의 경우는
6.98% 증가했다. [표 1]은 목적함수를 이루고 있는
세부적인 8가지 성능에 대해서 증가 감소를 나타낸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Pin-point의 위치를 옮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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