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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건설 및 토목공사에는 타 장비에 비해 

높은 경제성과 범용성을 가지는 유압식 

굴삭기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로 인해 

유압식 굴삭기는 다른 중장비 대비 비정형화된 

작업과 위험지역에서의 작업빈도가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작업 현장에서 굴삭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중 비정형화된 작업과 위험한 

환경으로 인해 굴삭기 전도 및 전복이 

발생하여 작업자의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1).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원격조작 굴삭기(Tele-Operation 

Excavator) 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원격조작 굴삭기는 원격에서 조작되는 

그 특성상 기존 탑승조작에 비해 제한된 

정보를 얻게되고, 특히 굴삭기의 기울기를 

느낄 수 없어 굴삭기의 전도율을 직감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중력방향 기준으로 굴삭기의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 추종하여 전도를 

예측하는 정적(Static) 방식과 모멘트(Moment)의 

합을 이용한 ZMP(Zero Moment Point) 

알고리즘을 이용한 동적(Dynamic) 방식이 있다.  

굴삭기의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을 

이용한 정적인 방식은 굴삭기의 거동에 따라 

변화하는 무게중심을 추종하여 해당 

무게중심이 굴삭기가 지면에서 반력을 받는 

영역을 벗어났는지를 확인하여 전도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급격한 거동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동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여 실제의 무게중심과 계산된 

무게중심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이족보행로봇의 안정적인 거동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ZMP 를(2)(3) 유압식 

굴삭기에 적용하여 무게중심을 추종하는 

연구가(4) 수행되었다. ZMP 를 이용한 무게중심 

추종 알고리즘은 굴삭기의 급격한 거동에 의해 

발생하는 동적인 성분을 고려하여 무게 중심을 

추종함으로서 CoG 에 비해 보다 정확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굴삭기는 이족보행로봇에 비해 

거동의 변화에 따라 구동부에 큰 충격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인해 센서의 측정값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직교좌표계 공간에서 각 링크 무게중심의 

위치, 속도, 가속도의 변화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ZMP 알고리즘은 가속도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족보행 로봇의 ZMP 알고리즘을 굴삭기에 

사용할 경우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속도의 변화에 강인한 CoG 를 기준으로 

하여 굴삭기 엑추에이터(Actuator)가 가질 수 

있는 CoG 대비 ZMP 의 최대 변화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결과값을 보상하여 급격한 

가속도의 변화에 강항 추종성을 보장하는 

정적보상 ZMP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Matlab 의 Simulink 로 

구현하였으며, 리커다인을 통해 모델링한 

굴삭기와 연동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원격 굴삭기의 전도율 계산을 위한 정적보상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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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적보상 ZMP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정적보상 ZMP 

알고리즘은 ZMP 와 더불어 CoG 를 병렬로 

계산하고, 해당 시스템이 낼 수 있는 최대 

가속도를 통해 CoG 와 ZMP 의 상대적인 

변화율을 제한 함으로서 급격한 가속도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알고리즘의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 

 

Fig. 1 Static Compensation ZMP Algorithm Flow 

Chart 

 

3. 시뮬레이션 구성 및 결과 
 

알고리즘은 Matlab Simulink 를 이용하여  

구현 하였으며, RecurDyn 으로 모델링한 

굴삭기는 Simulink Bock 만들어 연동하였다. 

그리고 굴삭기 실린더의 급격한 가속도 변화는 

Gaussian Distribution Noise로 모델링 하였다.  

 

 

Fig. 2 RecurDyn & Matlab Simulink Co-Simulation 

Block Diagram for Excavator Dynamic 

Simulation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급격한 가속도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노이즈 성분이 결과에 나타는 

ZMP 에 비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은 노이즈 

성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 Simulation Result (CoG, ZMP, SCZMP)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급격한 가속도의 변화에 

강인한 정적보상 ZMP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경향을 확인하였다. 

향후 실제 적용을 위해 센서를 통한 입력의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가속도에 따른 

CoG 와 ZMP 의 최대 변화율을 실측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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