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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의 발전과 도시화로 인해 다양한 형태와 

용도의 건설기계가 개발되어 토목, 건설, 광산 현장

에서 사용되고 있다. 큰 힘을 내기위해 주로 유압으

로 구동되는 건설기계는 구동제어 정확성이 다른 

동력원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비해 떨어지고, 큰 

출력의 사용과 작업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작업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건설기계 스마트제어의 목적을 

보다 정밀한 구동 제어성의 확보와 작업자와 작업 

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두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환경과 진단기능이 개선된 

CAN(Controller Area Network)기반의 건설기계 제

어시스템 설계를 제안 하고자 한다. 

2. 연구개요

Fig.1. Control module and network system diagram for 
construction machinery

최근에 건설기계에 대한  전자화가 많이 진행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표준화된 스마트 제어시스템

에 대한 설계 구성 요소들을 제안 하고자한다. 우선 

동력 전달을 비례제어형 전자밸브 MCV(Main 

Control Valve)로 구성하며, 제어 및 상태 모니터링

을 위한 GUI(Graphic User Interface)사용자환경의 

단말기를 갖추고, CAN통신 기반의 네트워크로 호

환성과 확장성을 확보하며, 원격제어장치를 통해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 및 설계가 진행되었다.      

3. 동력전달 시스템

일반적으로 건설기계는 주행이나 각종 작업장

치 및 상부 회전체를 구동시키기 위한 복수의 가변

용량형 유압펌프로부터 토출되는 작동유에 의해 

구동된다.   

Fig.2. Load sensing valve and solenoid valve  modelling

본 제안에서는 로드센싱형 비례제어밸브에 의

해 부하상태가 피드백(Feedback)되므로, 보다 정밀

한 작동유 토출량 제어를 통해 제어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4.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각 장치의 상태와 위치를 파악하기위해 각도센

서, 기울기센서, 리미트 스위치, 앤코더 등이 사용

되며, 운전상태 파악을 위해 온도, 유량, 압력, 진동

센서 등이 활용된다. 이 센서의 정보들을 효율적으

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제안에서

는 CAN을 기반으로 각 제어모듈과 센서모듈을 

구성하고, 제어와 모니터링을 동시에 구현하며 진

단기능도 수행하는 제어시스템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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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Control module and network system block 
diagram

Fig.4. Monitoring & Control GUI display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J1939, CANopen과 혼용

되므로 게이트웨이를 통해 연결하고, 사용자환경

의 데이터는 작업의 효율성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명시성이 높게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원격제어시스템

Fig.5. Remote Control system structure
건설기계의 작업이 위험지역에서 이루어지거

나 작업자의 시야를 벗어나는 작업환경일 경우 

원격리모컨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무선 원격제어

장치를 시스템에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작업안

전성을 확보하고, 사각지대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작업기능성을 확보하였다.  

6. 결론

전자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설기계의 표준화된 

스마트제어 시스템으로 제어성 정밀성과 작업안

전성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를 제안하였다.  안전성

과 작업신뢰성을 위해 로드센싱 비례제어밸브형 

MCV를 동력전달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CAN기반

의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호환성 및 확장성

을 확보하며,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작업의 안전성 

있는 스마트제어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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