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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건물 해체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종류에는 여

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해체 장비

로는 크러셔를 장착한 굴삭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굴삭기는 유압으로 구동되어 큰 힘을 내기 때문에 건물 해

체 시에 매우 위험한 작업을 작업자가 수행해야 한다. 따

라서 최근에는 굴삭기를 원격으로 조작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원격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

로 굴삭기에 비례제어 밸브를 사용하여 조이스틱이 아닌 

전기 신호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례제어 

밸브를 이용하여 굴삭기 모션 컨트롤을 하는 연구[1]가 많

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모션 컨트롤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데 특히 CNC 머신을 제어하

기 위한 윤곽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한 사례가 많이 있

다.[2],[3] 본 논문에서는 CNC 머신을 제어하는데 사용된 

윤곽제어 알고리즘을 굴삭기 제어에 적용한 내용을 다룬다. 

먼저 2 장에서는 실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굴삭기에 설

치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설명하고, 3 장에서는 윤곽

제어에 대해서 설명한다. 4 장에서는 윤곽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를 설명하며, 결론을 5 장에서 다룬다.  
 

2. 굴삭기 시스템 구축 
 

본 논문에서 실험한 굴삭기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SOLAR 015 모델이다. 이 굴삭기의 붐, 암, 버켓 및 스윙 

모션을 전기 신호를 통해 움직일 수 있도록 8 개의 비례제

어 밸브를 설치하였다. 또한 이 밸브를 구동하기 위하여 

산업용 PC 에 아날로그 신호 출력 보드를 사용하여 앰프를 

통해 굴삭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굴삭기의 

자세를 측정하기 위하여 와이어 엔코더를 이용하여 붐, 암, 

버켓의 실린더 스트로크를 측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굴삭기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하여 산업

용 PC 에 Visual C++을 이용하여 제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

다. 본 제어 프로그램에는 굴삭기 링크의 각도와 실린더 

스트로크 사이의 관계, 링크의 각도와 버켓 끝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구학 해석 수식이 포함되어 있다.[4] 또

한 PI 제어 알고리즘을 기본으로 하여 굴삭기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링크의 질량을 추정하여 중력 항

을 이용한 동역학 해석 수식이 포함되어 있다. 중력 항을 

이용한 것은 같은 제어 신호가 출력되더라도 굴삭기의 자

세에 따라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중

력 항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제어 프로그램은 10ms 

을 주기로 구동한다. 
 

3. 윤곽제어 알고리즘 
 

기존 연구에서는 주어진 궤적에 따라 굴삭기 버켓의 끝

점이 움직이도록 하는 궤적 제어를 수행하였다. 이 궤적 

제어는 같은 샘플링 타임에서 레퍼런스 위치와 실제 위치 

사이의 오차를 사용하여 궤적 제어를 수행하며, 이 오차는 

각각의 링크에 독립적으로 피드백되어 구동된다. 그러나 

윤곽제어는 윤곽 오차를 정의하여 이 오차를 줄이는 방향

으로 제어 신호를 구성한다. 윤곽 오차는 샘플링 타임에 

상관 없이 현재 위치와 레퍼런스 궤적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를 오차로 정의한다. 따라서 하나의 링크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윤곽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모든 링

크의 구동 제어 신호에 영향을 준다.  

실제로 복잡한 형상의 3 차원 궤적에서는 이 윤곽 오차

를 계산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우나 본 논문에서 실험한 레

퍼런스 궤적은 2 차원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이기 때문에 윤

곽 오차 계산이 간단하다. 즉, 굴삭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붐, 암, 버켓이 움직이는 2 차원 평면에서 버켓 끝점이 지

면과 평행하게 직선 운동하는 것을 레퍼런스 궤적으로 정

한다. 이때 윤곽 오차는 레퍼런스와 현재 위치 사이의 높

이 차이로 계산할 수 있다. 이 윤곽 오차를 붐과 암의 제

어 신호에 인가될 수 있도록 하며 Fig. 1 에서는 붐의 제어 

신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

고 있다. 이때 붐과 암에만 윤곽 오차를 적용하여 제어한 

이유는 Fig. 2(c)에서 볼 수 있듯이 버켓의 궤적은 매우 정

확하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추가 제어 신호를 

인가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4. 굴삭기 제어 시뮬레이션 
 

굴삭기 제어를 하기 위해 주어진 레퍼런스는 굴삭기 버

켓 끝점이 시작 위치에서 굴삭기 전방을 향해 직선 운동하

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때 버켓의 각도는 지면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동하도록 붐, 암, 버켓의 각도가 제어된다. 

이때 붐, 암, 버켓이 움직여야 하는 레퍼런스는 Fig. 2 의 

(a),(b),(c)에서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었으며 중력 항을 포함

하여 구성된 PI 제어기를 통해 움직인 실제 링크의 각도가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제어 초기에는 밸브의 시간 지연 

문제로 인하여 반응이 느리게 움직이나 점차 궤적을 향하

여 제어가 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굴삭기의 측

면에서 본 버켓 끝점의 위치를 Fig. 3 에서 나타내고 있다. 

35.3cm 의 위치에서 나타난 직선이 레퍼런스 궤적이며 전

진 방향으로 약 120cm 를 움직이도록 하였다. Fig. 3 에서 

나타난 윤곽 오차는 -2.3cm 에서 5.7cm 사이를 나타낸다.  

 

 
 

Fig. 1 Block diagram of contour control for excavator 

굴삭기 조종을 위한 윤곽제어 알고리즘 개발 
Contour Control Algorithm for Motion Control of Excavator  

*김동남 1
,  오경원 1 

, 김남훈 1 
, 

#홍대희 2
, 김윤기 3

, 홍석희 3
  

*D. Kim
1
, K. W. Oh

1
, N. H. Kim

1
, 

#
D. H. Hong(dhhong@korea.ac.kr)

2
 , Y. K. Kim

3
, S. H. Hong

3
 

1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대학원, 

2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3
내경엔지니어링 

 

Key words : Contour Control, Excavator Control, Dismantling Process, Kinematics Analysis 

171



한국정밀공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0 1 2 3 4 5 6 7 8 9 10
35

40

45

50

55

60

65

70

Time(sec)

A
n
g
le

 o
f 

B
o
o
m

(d
e
g
re

e
)

boom control ref

 
(a) PI control result with gravity effect of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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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I control result with gravity effect of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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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I control result with gravity effect of bucket 

Fig. 2 Control result of each link for horizontal motion of exca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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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rajectory of bucket tip of excavator (horizontal control 

result with PI control with gravity effect, unit :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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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rajectory of bucket tip of excavator (horizontal control 

result with PI control with gravity effect and contour error 

control, unit : cm) 

 

Fig. 4 에서는 윤곽제어를 포함하여 구성된 PI 컨트롤러

를 사용하였을 때 결과그래프이다. 이때 윤곽 오차는 Fig. 3

에서와 같이 최대 -2.3cm 에서 5.7cm 를 보이고 있으나 전

진하면서 점차 레퍼런스 궤적에 따라가고 있는 결과를 보

여 전체적인 오차는 더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평

구간인 200cm 에서 270cm 까지는 윤곽 오차 1cm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제어 초기의 오차는 밸브의 시간 지연 특

성으로 인하여 궤적 제어와 윤곽제어 결과 모두 진동이 있

으나 이것은 윤곽제어 알고리즘으로 해결이 불가하여 다른 

추가적인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굴삭기의 모션을 제어하기 위한 알고리

즘을 다루고 있다. 즉, CNC 머신에 많이 적용되어 있는 윤

곽제어 알고리즘을 유압 구동 시스템인 굴삭기에 적용하였

다. 기존 PI 제어기를 통하여 버켓 끝점의 직선 운동을 실

험하였으며, 윤곽제어를 통하여 개선된 결과를 비교 검토

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직선 운동이 아닌 다양

한 궤적에서 윤곽제어기의 성능을 실험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운전자가 없이 자동으로 구동되는 굴삭기도 예

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원격으로 제어할 시에는 비례제어

밸브를 이용한 굴삭기 제어를 통해 더 안전하게 굴삭기 작

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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