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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lade of motor grader is used for scattering and leveling the aggregates on the 

foundation of road construction site. The paper performed a design improvement 

research of the blade part to enhance the working efficiency of motor graders. The 

scattering works of aggregates by blade driving were simulated by DEM (discrete 

element method) of a dynamic code. The four design parameters were selected and a 

specific leveling scenario for the simulation was determined. The nine blade models 

were numerically experimented, and the sensitivity of each factors was analyzed. 

Next, the design factors that influence a blade performance have been selected by 

ANOVA, and these key design factors were applied to the progressive quadratic 

response surface method (PQRSM). The optimum set of design factors of the blade 

was finally proposed.

Keywords: Motor grader, Blade, Leveling aggregate, DEM, Design optimization

초 록

모터 그레이더의 블레이드는 도로공사시 골재를 산포하고 평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Research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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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레이더의 작업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블레이드 부품의 설계개선 연구를 진행하였다. 블레이드와 골재 

입자의 접촉, 절삭, 산포 과정을 모사하기 위하여 동해석 코드에 개별요소법을 도입하여 전산해석 모델을 수립하였다. 

블레이드 설계인자를 4가지 선별한 후 작업 시나리오를 수립하였다. 실험계획의 직교배열을 통해 각 인자의 수준조합별 

9개 모델에 대해 평탄화 작업에 대한 동해석을 수행하고, 각 설계인자의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이후 유의한 인자를 분산

분석을 통해 선별하여 최적화기법으로 점진적 반응표면법을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블레이드의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

킬 수 있도록 설계인자의 최적값을 제안하였다.

주요어:모터 그레이더, 블레이드, 골재 평탄화 작업, 개별요소법, 설계 최적화

1. 서 론

모터 그레이더는 도로공사에서 골재 및 토사 평탄화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토질작업용 건설기계이다. 선진국

에서는 도로기초용 평탄화 작업뿐만 아니라 아스팔트 혼합, 트렌치 굴착, 경사면 절삭, 제설작업 등 다양한 작업

에 활용되고 있다. 모터 그레이더의 여러 장치중 블레이드는 배토판(mold board)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골재를 

직접 절삭, 산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도로시공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공목적에 맞게 블레이드를 적절히 제어하면서 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굴착기와 같은 일반 건설기계는 국내 생산이 활발하므로 생산, 검사, 유지보수, 부품교체와 같은 서비스 및 현

장지원도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반면, 모터 그레이더와 같은 특수장비는 주로 해외수입에 의존하므로, 교육 프로

그램과 시공매뉴얼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고, 작업자 개인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여 운용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부품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부품의 수급이 어려워 보수 및 교체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국

내 건설산업에서 시공자동화, 자율운전 등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되면서 모터 그레이더의 자동제어, 자율운전, 

운영 최적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Yukihisa, 2002; Kononov et al., 2019; Galitskov et al., 

2020). 따라서 모터 그레이더와 같은 특수목적형 건설기계 부품의 국산화 및 매뉴얼 확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현재까지 모터 그레이더와 같은 특수장비에 대한 연구로는 작동효율 향상을 위한 부품 구조 안정성, 동력-유압

시스템 분석, 장비 거동해석과 같은 기초적인 연구사례가 많이 보고되어 있다(Heikkilä and Jaakkola, 2002; 

Carmen and Nastac, 2012; Ruiying and Xin, 2012; Klets et al., 2017; Lee et al., 2021). 반면, 부품 및 모듈 설계 

및 제조기술은 선진사의 고유한 지식재산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업체의 접근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비의 고장시 부품 교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고장부품의 수리와 신규 제작에 애로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모터 그레이더 핵심 부품인 블레이드의 설계 및 운영기술에 대한 국내 연구사례는 거의 보고된바 없기 때문에 

기초 설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모터 그레이더 완성차의 사용 목적과 블레이드 부품

의 제어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 후 블레이드의 현재 설계기술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 개선하기 위

한 설계인자를 선정하였다. 설계인자를 바탕으로 실험계획을 구성하였다. 이후 블레이드의 골재 절삭 및 평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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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동해석 코드로 모사하여 설계인자의 민감도를 수치해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최적화 과정을 수행하

여, 각 인자의 최적 설계값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모터 그레이더 소개

2.1 모터 그레이더 완성차

모터 그레이더는 도로 및 토질사면의 표면을 절삭하거나 평탄화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설기계 완성차이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전석을 중심으로 기능이 구분되어 있다. 앞은 지표면을 고르는 블레이드 및 이를 제

어하고 차체를 조종하는 제어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운전석 후방은 엔진과 이의 동력을 주행체에 전달하는 파워

트레인이 탑재되어 있다. 모터 그레이더는 정지 장치를 가진 자주식 건설기계로 정의되며, 장비 등급은 블레이드

의 길이로 분류된다.

모터 그레이더의 작업량은 TBM과 유사하게 시간당 부피의 단위(m3/h)로 표현되며 표준 작업량(Q)은 식 (1)과 

같이 계산된다.

 




×××××
 (1)

여기서, Q : 운전시간당 작업량(m3/h), L : 블레이드의 유효폭(m), D : 1회의 편도 작업거리(m), H : 굴착심도 또는 

포설 두께(m), f : 토량 환산계수, E : 작업효율, Cm : 사이클 타임(min.)이다.

Fig. 1. Side view of a motor grader (Caterpilla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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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블레이드 모듈

블레이드 모듈은 Fig. 2와 같이 구성된다. 블레이드는 3방향 직선운동(x, y, z)과 3방향 회전운동(pitch, roll, 

yaw)의 6 자유도 조절이 가능하다. 블레이드의 상하 높이와 롤 제어는 볼 조인트를 중심으로 리프트 실린더를 통

해 조절이 가능하며 리프트 실린더를 동시에 조절하면 상하 높이를 제어할 수 있고, 개별로 조절하면 롤 제어가 

가능하다. 블레이드의 측동은 사이드 쉬프트 실린더와 서클센터 시프트 실린더를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 피치 제

어는 첵과 가이드 브래킷이 담당하고, 요 제어는 서클의 유압 모터가 담당한다. 특히, 서클은 스캐리 파이어를 제

거하면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

Fig. 2. Blade control modules of motor grader (Ko et al., 2005)

3. 해석방법

3.1 동해석 기법

본 연구에서는 블레이드와 골재 사이의 접촉, 충돌을 해석하기 위해 동해석 코드인 LS-dyna (Livermore Soft-

ware Technology, 2012)를 사용하였다. Ls-dyna는 물체간의 접촉, 충돌을 모사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상용 프로

그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블레이드의 변형 혹은 안정성 분석이 아니라 토사 평탄화 작업성능 개선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블레이드 파트를 강체로 모델링하여 골재와 블레이드의 접촉 상호작용을 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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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와 블레이드의 상호작용은 “DEFINE_DE_TO_SURFACE_COUPLING” 조건을 적용하여 모델링하였으

며, 전처리 작업은 LS-PrePost을 사용하였다.

3.2 골재 DEM 모델링

골재 파트는 개별요소법(DEM)을 이용하여 직경 20 mm의 개별입자 그룹으로 모사하였다. 이를 통해 블레이

드에 의해 접촉, 절삭, 산포되는 일련의 과정이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되도록 구성하였다. 골재 모델의 개별입자의 

기본 물성은 밀도 3.1e-9 ton/mm3, 포와송비 0.3이며, 접촉물성은 마찰계수 0.3, 댐핑계수 0.8을 사용하였다.

도로 하부 시공용 골재 및 토사의 치수를 전산해석에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의 지원을 받아 25톤 덤프트럭

의 하차작업시 적치되는 골재의 치수를 측정하였다(Fig. 3(a), 3(b)). 측정 결과는 Fig. 3(c)와 같다. 밑면의 최대폭

은 5.4 m, 윗면의 최대폭은 1.5 m로 조사되었고, 하차하는 트럭의 진행방향으로 약간 더 긴 형태의 타원형 원뿔이 

형성되었다. 측정된 치수를 기준으로 골재 DEM의 초기 모델링에 형상으로 적용하였다(Fig. 3(d)).

(a) (b)

(c) (d)

Fig. 3. Dimension measurement of unloaded aggregates; (a) unloading of dump truck, (b) measuring dimension, 

(c) dimension of mound, (d) DEM model for aggregates’ m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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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해석 시나리오

블레이드의 평탄작업중 최초 1회를 동해석으로 구현하였다. 타원의 단축방향(+x방향)으로 블레이드 추진방

향을 설정하였다(Fig. 4(a)). 블레이드의 추진각도(drive angle)와 절삭각도(pitch angel)는 산포작업 기본각도인 

30°, 65.5°로 각각 설정하였다(Fig. 4(b)). 산포작업은 블레이드 하단부의 접촉이 끝나는 지점까지 진행한 후 각 

해석을 종료하였다.

(a)                                                                                     (b)

Fig. 4. Driving condition of blade for analysis; (a) drive angle, (b) pitch angle and cutting depth

모터 그레이더는 블레이드 추진시 반력과 회전저항성이 낮을수록 블레이드 제어에 유리하고, 1회 작업에서 

최대한 골재를 넓게 산포시켜야 작업 효율성이 높다. 따라서 블레이드에 작용한 3방향 반력, 모멘트, 산포면적을 

출력값으로 기록하였다. 블레이드 추진시 기록되는 힘과 모멘트는 블레이드의 중심점(center)을 기준으로 계산

하였고, 각 성분은 Fig. 5에 정의하였다. 

Fig. 5. 3-directional forces and moments during blade’s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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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계획 및 해석결과

4.1 설계인자 및 실험계획

블레이드의 치수는 수직 높이, 좌우 폭, 수직방향 곡률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중 좌우 폭은 모터 그레

이더 등급에 따라 고정된 설계값이므로, 설계자가 변경할 수 있는 치수는 수직 높이와 수직방향 곡률 2가지 인자

이다. 수평곡률과 하단 날개의 높이를 신규 설계인자로 고안하였다(Fig. 6). 최종적으로 실험계획의 설계인자로 

높이, 수직곡률, 수평곡률, 하단날개 높이 4가지를 설정하였다. 또한 설계인자의 영향력 판단을 위한 초기 실험점

은 4인자 3수준의 L9(3
4) 직교배열법을 이용하였다(Table 1). 이 배열법은 블레이드 형상 설계에 중요한 설계인자

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이외의 상호작용을 희생시켜 실험 횟수를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Kim 

et al., 2019). 또한, 통계적인 분석방법으로는 분산분석(ANOVA)를 채택하여 설계인자의 영향성을 판단하였다. 

현재모델을 포함해 총 10개의 전산모델을 수립하였다. Fig. 7은 10개 설계인자의 수준 조합에 따른 모델의 평면

도를 보여준다. 

Fig. 6. Design factors for experiments

Table 1. DOE (design of experiment) for blade design parameters (unit: mm)

Model No. Total height (Ht) Vertical curvature (Cv) Horizontal curvature (Ch) Height of bottom wing (Hw)

c0

(current)
610 413 0 0

c1 500 360 0 0

c2 500 413 20,000 50

c3 500 500 10,000 100

c4 610 360 20,000 100

c5 610 413 10,000 50

c6 610 500 0 50

c7 700 360 10,000 0

c8 700 413 20,000 100

c9 700 5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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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lade models generated from DOE for simulations

4.2 해석 결과

실험계획에 의한 개별요소법 해석은 Table 1의 직교배열표 상 설계인자의 조합에 따라 총 9번 수행하였으며, 

최초 설계안과 개선모델의 작업성능을 비교하였다(Table 2). 초기의 골재가 블레이드에 의해 산포되는 해석결과 

그림은 Fig. 8과 같다. 블레이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골재를 산포하기 전과 후의 영상을 각각 표현하였다. 앞

서 Fig. 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추진각도를 설정했기 때문에 추진방향의 우측면 방향에서 산포

가 더 진행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산포결과는 격자를 이용하여 조건별 산포면적(As: spread area)을 계산하였

고, 블레이드 추진 중 습득한 3방향 반력과 모멘트를 추출하였다(Fig. 9).

Table 2. DEM analysis result according to design combination

Exp. No.
Responses

Fx Fy Fz Fm Mx My Mz Mm As

Unit N N ‧ m mm2

c0

(current)
6,409 2,513 1,152 6,888 736 1,209 2,756 3,094 9.79

c1 6,498 2,537 1,069 7,012 641 835 2,712 2,880 9.79

c2 5,960 2,446 1,866 6,459 304 922 2,618 2,779 10.07

c3 6,034 2,488 1,715 6,554 305 1,031 2,658 2,859 10.01

c4 5,892 2,402 1,587 6,368 474 1,245 2,445 2,761 10.12

c5 5,402 2,267 2,329 6,016 309 1,327 2,269 2,621 9.62

c6 6,085 2,421 1,177 6,551 586 1,162 2,642 2,936 10.35

c7 5,776 2,394 1,677 6,289 528 1,680 2,249 2,766 10.18

c8 5,859 2,426 1,681 6,369 521 1,544 2,342 2,793 9.90

c9 6,163 2,448 1,157 6,635 741 1,491 2,576 3,049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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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Blade driving results for ten simulations

  

(a) (b)

Fig. 9. Reaction force and moment data recorded from simulations; (a) resultant force, (b) resultant moment

해석으로부터 도출된 3가지 결과데이터(반력, 모멘트, 산포면적)과 4가지 입력변수의 관계에 대하여 분산분석

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또한 분산분석의 결과로 계산된 각 인자의 민감도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이때, 각 인자의 민감도는 식 (2)와 같이 제곱합(Seq SS)을 바탕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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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tivity 
   

    
×  (2)

설계인자별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값을 회색으로 표시하였다. 블레이드 높이(Ht)는 수직방향 모멘트(My)

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다. 수직곡률(Cv)은 산포면적(As)에, 수평곡률은 3방향 반력(Fx, Fy, Fz)과 추진시 수평

회전 모멘트(Mz)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 연구진이 추가로 설정한 인자중 하나인 하단 날개 높이(Hw)는 대

부분의 출력값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기존에 알려진 설계인자인 블레이드의 높이와 수직곡률은 유의한 인자임을 재확인하였다(Ko et al., 2005). 여

기에 수평곡률이 블레이드의 작업효율을 증대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 해석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발견하

게 되었다. 이 결과를 기준으로 3가지 인자(높이, 수직곡률, 수평곡률)를 핵심 설계인자로 설정하여 최적화 기법

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Table 3. Analysis of variance results of design factors

Factor
Sum of squares

Fx Fy Fz Fm Mx My Mz Mm As

Ht 0.00250 0.00219 0.00433 0.00294 0.09546 0.42695 0.01403 0.00015 0.00008

Cv 0.00153 0.00023 0.24384 0.00070 0.03049 0.00116 0.00514 0.00438 0.00145

Ch 0.01419 0.00303 0.74908 0.01115 0.32658 0.03407 0.01567 0.01102 0.00085

Hw 0.00263 0.00214 0.04936 0.00177 0.02127 0.00112 0.00351 0.00365 0.00074

Error 0.00100 0.00077 0.04875 0.00047 0.00190 0.00039 0.00149 0.00056 0.00157

Total 0.02184 0.00836 1.09536 0.01704 0.47569 0.46369 0.03984 0.01976 0.00469

Table 4. Sensitivity analysis results of four design factors

Factor Fx Fy Fz Fm Mx My Mz Mm
As

(spread area)

Ht 11.4% 26.2% 0.4% 17.3% 20.1% 92.1% 35.2% 0.8% 1.7%

Cv 7.0% 2.8% 22.3% 4.1% 6.4% 0.3% 12.9% 22.2% 30.8%

Ch 64.9% 36.2% 68.4% 65.5% 68.7% 7.3% 39.3% 55.8% 18.2%

Hw 12.0% 25.5% 4.5% 10.4% 4.5% 0.2% 8.8% 18.5% 15.8%

Error 4.6% 9.2% 4.5% 2.8% 0.4% 0.1% 3.7% 2.9% 33.5%

Sum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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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 최적화

5.1 점진적 2차 반응표면법(Progressive Quadratic Response Surface Method)

본 연구에서는 분산분석을 통해 계산된 각 인자의 민감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블레이드의 구조 최적화를 진행

하였다. 최적화 알고리즘으로는 점진적 2차 반응표면법(PQRSM), 근사모델(meta-model)은 크리깅(kriging) 모

델을 채택하였다. 근사모델은 설계공간 내에서 반응값과 변수의 관계를 근사화 하며, 근사모델 중 하나인 크리깅 

모델은 대표적인 보간 모델로 설계변수가 많고 비선형성이 강한 최적화 문제에서 우수한 예측성능을 보이는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다(Park et al., 2011). 점진적 2차 반응표면법은 설정한 설계공간 내에서 목적함수와 구속조건

을 2차 함수로 근사화한다. 이후 탐색 과정에서 최적점이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뢰영역을 근사모델 관리 기

법(반응값과 변수관계 갱신)과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설계공간(Design space)에서 점진적으로 최적화를 수행하

는 방법이다. 최적점 탐색은 Fig. 10과 같이 첫 번째 반복단계 설계점(x01)에서 각 설계변수 축(x1, x2)에서 2개씩, 

중심점에서 1개씩 모두 2n+1개의 표본점(sampling points)을 선택함으로 2n+1번의 함수계산을 통해 2차항까지 

구성된 근사함수를 생성하여 최적화를 수행하고 새로운 설계점(x*
1)을 탐색한다(Park and Choi, 2004, Kim et 

al., 2019). 또한 기존의 반응표면법 보다 적은 실험점을 요구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며, 회귀계수를 정확하게 계산

할 수 있어 근사함수를 구성하는데 적합하며 수치적인 노이즈를 포함하는 CAE Solver를 이용해야 하는 설계 문

제를 해결하는 데에 효과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Kim et al., 2019).

(a)                                                     (b)

Fig. 10. Design points sampling at first and two iterations; (a) at the first iteration, (b) at the second iteration (Park 

and Choi, 2004; Kim et al., 2019)

5.2 설계문제 정식화

본 연구의 블레이드 형상 최적화를 위해 고려한 주요 성능인자는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반력으로 결정하였다. 

작용되는 반력의 최소화는 산포면적의 최대화, 장비 운용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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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반력의 최소화를 목적함수로 설정하였으며, 설계 제약조건은 10번의 개별요소법의 해석결과를 토대로 기

존보다 높은 산포면적을 적용하여 반력 최소화 동시에 기존 이상의 산포면적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문제를 정식

화하였다. 아래 문구는 최적화 조건에 대한 명령식이며, 최적화는 상용 PIDO (process integration and design 

optimization) 프로그램인 PIAnO를 사용하였다(PIDOTECH Inc., 2015).

- Find : Ht, Cv and Ch

- To minimize : Fm and Mm

- Constraint : 9.79 < As < 10.37

블레이드 형상 최적화의 수렴조건은 3회 반복과정(iteration) 이상 설계 제약조건을 만족하면서 목적함수의 개

선이 없을 경우 수렴하도록 정의하였다(Kim et al., 2014). Table 5에 최적화에 적용된 설계인자 및 수준을 정리하

였으며, 최적화 수행절차는 Fig. 11에 제시하였다.

Fig. 11. Computational procedure for blade shape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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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evel of design factors

Design factors Level 1 Level 2 Level 3

Total height (mm) Ht 500 610 700

Vertical curvature (mm) Cv 360 413 500

Horizontal curvature (mm) Ch     0 10,000 20,000

5.3 설계 최적화 결과

점진적 2차 반응표면법과 근사모델을 이용하여 블레이드 반력 최소화를 위한 최적화 과정을 수행하였다. 최적

화 수행 결과, 3번째 반복과정 이후 3회 이상의 반복과정 동안 구속조건을 만족하면서 목적함수의 개선이 되지 않

았다. 따라서 3번째 반복과정을 최종 결과로 결정하였다(Table 6).

Table 6. Convergence results of design factors for blade reaction force, moment, and spread area

Iteration No.

Design factors Object functions Constraint

Ht

(mm)

Cv

(mm)

Ch

(mm)

Fm

(N)

Mm

(N*m)

As

(m2)

1 610 392 10,230 6,147 2,751 10.28

2 619 413   9,996 6,198 2,661 10.28

3 577 417 10,250 5,945 2,631 10.28

4 555 422 10,360 5,961 2,698 10.28

5 576 416 10,250 5,968 2,638 10.28

6 580 419 10,250 5,957 2,671 10.28

7 573 417 10,760 6,056 2,666 10.28

목적함수 즉, 블레이드 반력은 3번째 반복과정에서 Fm은 6,888 N에서 5,945 N으로 14%, Mm은 3,094 N ‧ m

에서 2,631 N ‧ m로 15% 감소하였으며, 산포면적의 경우 9.79 m2에서 10.28 m2으로 기존 모델 대비 5% 증가하였

다(Fig. 12). 블레이드의 최적 설계모델을 활용하면, 모터 그레이더의 구동 에너지를 10%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Table 7에 최적화 수행으로 도출된 설계인자들의 초기값과 최적값을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블레이드의 효

율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블레이드 높이는 577 mm, 수직곡률은 417 mm, 수평곡률은 10,250 mm에서 최적의 평

탄화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존 블레이드 설계에 높이 및 수직곡률은 적용되었지만, 고려되지 않았

던 수평곡률 적용한다면 블레이드 작업성능을 추가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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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nvergence history of the object functions

Table 7. Initial and optimized values of blade shape

Design factors Initial value Optimized value

Total height (mm) Ht 610 577

Vertical curvature (mm) Cv 413 417

Horizontal curvature (mm) Ch     0 10,250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모터 그레이더의 블레이드 모듈의 기술 자립화를 위한 기초 설계연구를 수행하였다. 4가지 주

요 설계인자를 고안한 후 실험계획을 수립하였다. 블레이드의 제작 및 실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DEM 기법을 

도입한 동해석을 수행하였다. 이후 분산분석을 통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핵심 설계인자에 대한 최적화를 진

행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초기 실험계획에 따른 동해석을 수행한 결과, 블레이드 높이는 수직방향 모멘트에, 수직곡률은 산포면적에, 

수평곡률은 회전 모멘트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

2. 블레이드의 높이 및 수직곡률은 기존에 알려진 주요 설계인자였으나, 수평곡률이 블레이드의 작업효율을 증

대하는 데에 중요한 인자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3. 최적화 기법을 도입하여 추가 동해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3가지 주요인자인 블레이드 높이, 수직곡률, 

수평곡률에 대한 설계 최적치를 제안하였다. 설계 최적치를 사용하여 작업시 에너지 효율일 약 10% 이상 향

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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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론은 골재직경 20 mm를 기준으로 수행한 동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획득된 것이므로,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시험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직경분포를 갖는 골재에 대한 블레이드 설계치는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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