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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ront end wheel loader is widely used for the loading of materials in mining and construction

fields. It has repetitive digging, loading and dumping procedures. The bucket is subjected to large

resistance force from the soil during scooping. We considered the soil reaction force characteristics

from scooping procedure, the protection by overload and automatic scooping mode algorithm. The main

topic of this paper is the analysis of the soil reaction force characteristics. The analysis of soil

mechanics is carried out and the developed soil model is verified by experimental results from the

simplified experimental equipment. A simplified model of the soil shape and bucket trajectory is used

to determine the scooping direction based on an estimation of the resistance force applied on the

bucket during the scooping motion. In the future, this model will be used for the generation of an

appropriate path for the wheel loader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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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heel-loader

서 론1.

최근 들어 대표적 건설 중장비인 휠로더에 대

하여 단순반복적 패턴의 굴착 및 상차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전자의 피로 증가와 작업 효율

성의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굴착작업의 반자동 또는.

전자동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가 해외 학계 및 선

진업체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굴착자동화.

를 위해서는 굴착의 대상이 되(loading automation)

는 토양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반력 및 거동을 분석함으로써 자동화 기구장치

설계 및 제어기법을 도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

은 대표적 휠로더의 형상을 보여준다Fig. 1 .

굴착 시 발생하는 힘의 해석은 스프링 탄성력

을 상사시킨 스프링모델로 접근 해석할 수 있

다.
(1) 유한요소방법을 통해 토양을 솔리드화 하고

일정 격자층으로 쪼개어서 모델링하기도 한다.
(2,3)

스테레오 비전기반 실험용 휠로더의 경로계획 및

굴착을 위한 사각 입방체적 (cubic pillar volume)

모델을 영상처리에 적용하여 토양인식 접근 굴, ,

착 이동경로 등을 실험한 사례도 있다, .
(4,5) 또한,

버킷의 굴착 위치 및 단계에 따라 토양의 벡터

반력법으로 토양모델링에 적용한 연구도 발표되

었다.
(6)

일반적으로 기존 수동 작업에서의 작업효율을

결정짓는 요소로 굴착시간 부하상태 토양 적입, ,

량을 들 수 있으며 굴착 자동화 시스템 역시 위

가지의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만족하여야 한3

다 휠로더 과부하 회피 토양적입량 충족 이. , (80%

상 굴착시간 최소화를 통한 자동 굴착 최적화를),

위해 휠로더의 작업물이자 부하물이 되는 다양한

토양에 대한 이해와 함께 휠로더 굴착 특성에 맞

Fig. 2 Qualitative definition of excavation step

는 해석 가능한 토양 부하 이론이 필요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굴착 시 작용하는 토양의 부

하를 해석하고 고찰하기 위해 토양 이론을 제안

하고 부하 지배방정식을 정립 도출하였다 또한, . ,

토양 이론의 적합성 규명을 위해 상용 휠로더 기

반의 모의 실험장치와 공학용 툴을 이용한 토양

부하 시뮬레이터를 구축하고 각각의 실험결과를

도출 분석해 보았다, .

토양 부하 지배방정식2.

굴착과정의 단계화 및 정성적 해석2.1

휠로더는 부하물의 상태 즉 토양조직의 강도,

정도에 의한 휠로더의 과부하 발생 굴(strength) ,

착 소요시간 최소화 또는 토양적입량과 같은 작

업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붐

및 버킷의 조작량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기구

패턴 형태의 차이는 미소하다 결과적으로 휠로.

더는 정형화되고 제한적인 굴착 작업 패턴을 취

할 수 밖에 없는 기구 구조 및 작업적 특징을 갖

는다.

굴착 단계화의 기준은 버킷의 위치 또는 부하

상태를 포함한 굴착을 진행하면서 수반하는 몇

가지의 목적이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와. Fig. 2

같이 굴착에는 단계로 정의할 수 있으며4 Impact

단계는 버킷 팁과 토양의 접촉이 일어나는 시점

으로부터 휠로더의 선형변위요소 주행 만이 존재( )

하는 상태이며 이 단계는 휠로더 주행에 의한 운

동에너지로 토양의 차적 형상강도 파괴 목적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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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단계는 기구장치로부터 본격적인 굴Penetration

착이 수행되는 단계로서 굴착 과정 중 가장 긴

시간과 큰 부하가 발생하며 동시에 토양적입량의

대부분이 해당 단계에서 결정되어 진다 본 단계.

에서 버킷 관통으로 인한 토양의 차 형상강도2

파괴와 파쇄 된 토양의 집토 및 토양 적입이 이

루어짐으로 해당단계가 지속되는 동안 버킷에 부

하가 집중된다.

단계는 토양적입량이 일정량 이상Breakaway

만족되면 버킷은 서서히 순방향 모션(Positive

을 취하며 버킷모션으로 버킷의 이탈을motion)

유도하고 이때 버킷적입량이 소량 증가한다 최.

종적으로 붐의 상승으로 버킷이 토양으로부터 이

탈되며 굴착작업에서의 기구장치 전개를 종료시

키는 단계로서의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정성적 굴착 단계화 정립으로 굴착작업

의 논리적 이해를 도모하고 토양 부하를 해석하

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되며

나아가 굴착 상태를 인식하고 적절한 기구모션을

취할 수 있는 알고리즘 설계에 참조할 만한 자료

로 사용 할 수 있다.

토양 부하 이론2.2 (Vector Sum Reaction)

굴착 시 발생하는 부하 즉 버킷과 토양 사이,

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위한 토양 이

론 및 지배방정식으로 벡터개념을 도입하고 벡터

의 성분과 특징을 정의 및 결정하였다.

과 같이 토양이 갖는 힘 벡터는 크게 가Fig. 3 4

지의 성분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힘 벡터는 버킷

Fig. 3 Vector sum effect at the CG point

의 공적 버킷 내부에 내용물이 없는 상태 도심에( )

  의 분력 합으로 작용한다.

식 에는 휠로더의 주행 동특성을 고려한 가(1)

속력 및 구름 저항력을 나타내었으며 버킷에 

의 성분으로 작용한다 주행력 은. (driving force)

단계부터 굴착이 종료되는 단Impact Breakaway

계의 전굴착 과정에 반영된다. 는 식 의(2)

주행 가속력이며 은 식 과 같이 구름 저항(3)

력을 의미하고 에 벡터의 속성을 도시하였Fig. 4

다.

   (1)

  


∙ 


∙ (2)

  ∙ (3)

단계에서 발생하는 벡터 성분으로Penetration

주행력에 이어 두 번째로 버킷에 발생하고 관통

저항력으로 정의되며 주로 토양 형상강도 파괴와

파쇄 된 토양의 집토에 기인한 힘 벡터 성분이라

할 수 있다 식 와 같이 본 벡터 성분은 토양. (4)

의 비중 및 버킷 선단의 토양높이 버킷의 전단,

면적에 비례하고 버킷의 회전각이 커지면 관통력

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에 나타낸 바Fig. 5

와 같다.

  ∙ cos ∙ ∙∙  (4)

Fig. 4 Traction force vector

Fig. 5 Bucket penetration force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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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aterial weight in bucket

Fig. 7 Internal friction force vector

식 는 단계부터 버킷에 토양이(5) Penetration

적입되면서 수직 하방향으로 작용하는 버킷 내부

토양의 순수무게를 의미하며 토양이 적입되는 관

통 단계부터 붐의 이탈점까지 작용한다 에. Fig. 6

나타내었다.

    ∙ (5)

식 에는 버킷 내부의 토양과 버킷의 마찰 저항(6)

력에 의한 힘 벡터로 정의되며 버킷 내부의 토양무

게 및 버킷의 진행각 의 벡터 성분과 관계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과 같이 도시하였다Fig. 7 .

 ∙∙cos∙∙cos (6)

토양의 쌓인 각을 따라 작용하며 토양 쐐기

형상의 무게로서 버킷 단면적에 비례하(wedge)

는 토양 벽과 같은 다층 으로 형성된(multi-layer)

다 과 같이. Fig. 8 토질역학의 수동토압쐐기

이론에 기초하여 도출되어진 요소이며 앞에서 설

명한 힘 벡터 성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부하

특성을 갖는다. 은 단계에서 자연Penetration

스럽게 발생하며 해당단계의 시간이 지연될수록

과부하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것은

식 을 비롯한 전벡터 로 버킷의(7) (full vector) 

에 집중하여 작용하기 때문이다(center of gravity) .

Fig. 8 Soil-wall effect vector

Fig. 9 Force vectors acted in front of the CG

through each excavation steps

  

∙
 ∙ ∙∙ (7)

결과적으로 전술한 각 토양 벡터성분의 합은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8) 점에

작용하는 버킷과 토양사이의 힘 요소에 대한 상

호작용으로 분석 할 수 있다.

        (8)

버킷이 수평면에 평행하고 상태일Penetration

때 식 와 같이(9)  의 분력으로 나타내었다.

식 에서는 토양의 벡터 합 및 방향을 도출 한(10)

것이다.

∙cos ∙cos  → 
∙sin ∙sin  → 

(9)

   

    tan  



(10)

에는 각 굴착 단계에서Fig. 9 점에 작용하

는 벡터 성분 및 조합을 도시하였다.

모의 실험결과3.

모의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실험환경을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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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ata acquisition strategy

고 다양한 토양물성환경에서의 버킷 수평관통력

에 대한 결과데이터의 추이 및 경향을 토양부하

이론을 통해 접근하여 분석 및 고찰 하고자 하였

으며 두 번째로 휠로더 굴착 패턴을 모사한 실험

으로 기구장치의 모션과 굴착부하의 관계성을 고

찰하고 마찬가지로 토양부하 이론을 통한 접근으

로 벡터개념의 토양부하이론이 적합한지를 규명

하고자 하였다.

실험환경 구축3.1

토양부하이론의 적합성을 규명하고 휠로더의 굴착

특성을 반영한 효용성 있는 실험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실험장치를 제작하고자 하였으며 의 스케16:1

일로 실차의 기구 메커니즘에 근사화하였다.

실험장치의 설계과정에는 자체하중은 물론 토

양 부하에 대한 충분한 내구성을 갖도록 재료의

선정 변형율 안전율 등의 요소를 수학적으로 해, ,

석 예측해 보았으며 기계적 간섭 신호 인터페이, ,

스 전원공급 대책 노이즈 대책 데이터 수집 연, , , ,

산 유지보수 구성품 사양 선정 등의 일련의 설, ,

계사항을 검토하였다.

모의 실험장치는 와 같이 크게 개의 계Fig. 10 4

통으로 조작부 구동부 데이터 수집 및 연산 전, , ,

원공급 및 분배로 구성되어있으며 수동모드 지령

에 기초하는 조이스틱 조작량에 비례하여 액츄에

이터를 구동하고 버킷 회전각 붐 회전각 선형, ,

변위 직교한 힘 벡터, ( , 모터 소비 전류를),

측정 할 수 있는 센서들로 구성된다 장치. DAQ

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과 기반MATLAB/Simulink

의 실시간 데이터 신호처리 연산 저장 표시 등, , ,

으로 실험환경을 구축하였다 은 실험장치. Table 1

구성품의 사양을 보여준다.

Table 1 Components properties





φ



Fig. 11 Configuration of I/O parameters

수평관통력 실험3.2

휠로더의 주행 모션만을 취하는 실험조건이며

토양물성은 휠로더의 작업물로 흔히 사용되는 점

성토로 정하였다 실험장치 작동부에 설치된 로.

드셀 센서의 하중 데이터를 이용하여 관통력 변

화추이를 도출 하였다 에 입 출력 파라. Fig. 11 ㆍ

미터를 정의하였으며 변위요소의 입력에 대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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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Diagrammatic analysis of test result

양부하 붐과 버킷의 회전각 선형 이동거리 모, , ,

터의 소비전류가 출력의 요소이며 얻어진 정보를

통해 토양부하 이론 접근 및 해석에 활용하였다.

에 도시한 것과 같이 토양의 반력은 선Fig. 12

형변위에 비례하고 이는 버킷의 관통깊이가 커질

수록 각 벡터 성분이 증가하고 복합적인 벡터 합

을 형성하여 토양부하의 증폭을 가져온다 특히.

 성분이 갖는 독립변수인  의

증가가 부하 반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계에서 토양적입량이 를Penetration- 80%Ⅱ

충족하게 되며 해당단계를 넘어 선형변위를 제거

하지 않고 지속한다면 휠로더는 더 이상 전진하

지 못하고 휠의 슬립 이 일어나기 시작하며(slip)

과부하 로 발전하여 굴착포화(over loading)

상태에 빠지게 된다(digging saturation) .

에 수평 관통 실험결과를 도시하였으며Fig. 13 (c)

는 조이스틱의 조작상태이며 는 조작이 없는2.5V

옵셋값을 갖는다 실험장치의 선형변위 만이 인가된.

것을 알 수 있고 는 토양으로부터의 반력이며(a)

의 직교한 힘과 합력을 나타낸다 의 관통. (d)

깊이에 비례하여 토양의 반력이 증가하고 방향의

힘이 증가함으로 벡터 합력의 방향이 와 같이(b) 

수평면으로 점차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차 수평관통력 실험3.3 2

앞 절의 모의 실험장치를 통한 수평관통 실험

결과와 토양부하 이론 적합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학툴 을 이용하여 토양 부하(MATLAB/Simulink) ,

모델링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수행 및 결과 그

래프를 도출하였다.

Fig. 13 Result of horizontal penetration motion

토양 부하 모델링 및 환경 구성3.3.1

에 토양부하 이론에 기초한 토양 부하 모Fig.14

델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며 모의 실험장치와 동

일한 입력 및 실험조건을 구성하였다 에는. ,①②

작업기 의 기하정보 초기위치(linkage mechanism) ,

를 포함한 상용휠로더의 동특성 정보를 갖는다.

에는 휠로더 선형 변위 입력에 대한 가지의5③

토양 벡터 방정식을 각각 정의하였고 버켓의

 점에 집중 작용된 벡터 합은 다시 직교

한 힘으로 나뉘어 에 작업기 힘 기구연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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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oil model

을 통해 붐과 버켓 실린더(linkage force analysis)

에 부하로 작용하며 이는 휠로더의 전체부하로

이어진다.

시뮬레이션 결과 및 고찰3.3.2

에 수평관통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시하Fig. 15

였다 는 휠로더 굴착 시 발생하는 토양. Fig. 15(a)

의 각각의 벡터의 크기와 발생시점을 의미하고

토양부하 부하 발생순서나 크기는 버켓 관통력인

 벡터요소가 주요로 작용하며 두 번째

로 버켓의 관통깊이에 따라 버켓 내부의 토양 적

입량인    토양이 압축상태가 포화점에,

이르러 쐐기형상의 토양이 무너지는 부하로 

이 작용한다 발생시점이 늦으나 힘의 기울기가.

급격하여 버켓관통력과 함께 휠로더의 과부하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의

휠로더 주행저항력을 의미하며 주행 가속력과 구

름 저항력의 합으로 진동이 발생한다.

는 각각의 조합되어진 토양 반력 벡Fig. 15(b)

터가 버켓의 점에 집중되어진 힘이  분

력으로 나뉘어진 결과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방향의 힘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

고 직교한 힘 성분은 모멘트를 수반하며 작업기

에 전달된다.

는 버켓Fig. 15(c) 점에 작용된 토양 부하는

를 통해 작업기 기구의 힘Linkage Force Analysis

연산 과정이 이루어지고 붐과 버켓 실린더 헤드

측에 작용하는 부하 결과그래프를 도시한 것이며

앞 절의 모의 실험장치에서 설명한 가지의 관통3

단계에 기초하여 도해적 으로 접근(diagrammatic)

해석하였다 각 굴착 단계에 따른 힘의 기울기.

Fig. 15 Simulation result

양상이 다르며 에 의해 단계에Penetration-Ⅱ

진입하며 기울기가 급격히 상승함으로 과부하를

초래하는 주요 요소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휠로더 굴착 패턴 실험3.4

휠로더의 굴착 패턴을 모사한 실험으로 실차가

갖는 부하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실험으로 과 같이 결과를 도출하였다Fig. 16 . Fig.

의 그래프는 조이스틱 조작에 의한 버킷과16(a)

붐의 회전각과 에 벡터 합 및 분력을Fig. 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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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Experimental results of scooping

나타내었다 초까지 수평관통 즉 단. 0~9.5 , Impact

계 및 단계에 의해 토양 반력이 증Penetration-Ⅰ

가하나 붐을 상승함으로 부하가 해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초간 단계를 취함. 11~15 Penetration-Ⅱ

으로 벡터 성분의 발생 및 조합이 이루어져 부하

가 다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초 이후부터. 15

버킷과 붐의 동시 조작으로 단계를 수Breakaway

행하고 버킷의 이탈로 부하가 다시 감소하며 동

시에 굴착 단계를 종료하게 된다 에 벡. Fig. 16(c)

터 합의 방향을 의미하며 벡터 합이 도를 유지45

함으로 초기 굴착 진입 단계에서 의 힘이

균등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버킷의 수.

평진입이 진행될수록 부하가 상승되면서 벡터

가 점차 커지게 되어 차 최고점 영역에서1 (Peak)

수평면에 급격히 근접하고 붐의 상승으로 다시

벡터 합은 도에서 평형을 유지하려고 한다40~60 .

버킷 수평진입으로 단계를 진행하Penetration-Ⅱ

는 초에서 벡터 합의 방향이 완만히12~16  수

평면에 수렴하게 되는데 이는 토양 적입과 관련

되는      의 벡터 성분이 해당 단계에

서 토양 부하 크기를 결정하는데 이미 상당량 비

중을 차지하게 됨을 의미한다 초 이후. 16

단계를 진행함으로써 버킷이 토양으로Breakaway

부터 이탈되고  벡터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며

버킷 내부의 적입 된 토양의 무게만을 나타내게

된다 에는 실험장치의 선형 변위. Fig. 16(d), (e)

및 붐 버킷 구동 시의 소비전류를 도시하였다, .

결과적으로 휠로더는 굴착 과정에서 토양 반력

으로부터의 휠 슬립 및 과부하를 회피하기 위해

붐을 적절히 상승하는 차적 필요조건과 굴착단1

계를 순차적으로 전이 하기 위한 기구장(transition)

치의 전개 를 유도하는 차적 필요조(deployment) 2

건을 동시에 취하게 된다.

결 론4.

휠로더 굴착 자동화 버킷 궤적제어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의 일환으로 휠로더 굴착

특성에 맞는 토양 부하의 수학적 이론 정립의

를 도출 제안하였으며Vector sum reaction method ,

굴착작업을 정성적 특징에 맞추어 단계화하였다.

모의 실험장치를 구축하여 휠로더의 수평모션을

갖는 수평관통력 실험과 휠로더 굴착 작업 패턴

을 모사한 실험으로 버킷의 부하 발생 특성을 해

석 및 고찰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정성적 굴착단계화의

정립으로 굴착의 세부적인 일을 이해하고 굴착과

정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다 도출된 토양 부하.

모델을 통해 휠로더 기구장치 각각의 전개 상태

에 따른 부하의 발생 정도 및 경향을 예측할 수

있으며 제안된 토양 모델은 간이 실험장치의 실,

험결과를 통해 그 타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휠로더 자동화 알고리즘 개발에 필요

한 입력 요소 결정 및 논리구조를 설계하는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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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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