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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원격조작을 위한 탈부착형 
매니퓰레이션 메커니즘 설계

Design of Installation-type Manipulation Mechanism 
for a Remote Control Exca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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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한건설기계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99년도부

터 현재까지 건설현장에서의 건설기계 사용 중 

굴삭기의 사용은 두 번째로 많다.[1] 그러나, 굴삭

기는 건설장비 중대재해 현황에서 가장 많이 발생

하는 장비이다. 이러한 굴삭기 재해 발생 중 작업 

반경 내 위험한 환경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2] 따라서 위험한 환경에서의 

작업으로부터 굴삭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원격 조작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3]
굴삭기의 원격 기술의 연구는 Tsukuba 대학에서  

“Underwater Backhoe BC-3”, 일본 Fujita에서 “Robo 
Q”, 그리고 일본 산업기술 종합 연구소에서 

“HRP-1”이 있다. BC-3은 굴삭기를 제작단계에서

부터 전자식 시스템으로 변환하여 조작성능이 높

은 변환형 원격 조작로봇이다. 반면에 Robo Q 와 

HRP-1은 변환형에 비해 제어 성능은 낮으나 다른 

굴삭기에 장착할 수 있는 장착형 원격 조작로봇이

다.
본 연구에서는 장착형으로 굴삭기에 탈부착이 

가능하며 굴삭기의 작동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매니퓰레이션 메커니즘을 설계한다.

2. 탈부착형 매니퓰레이션 설계 요소

본 연구에서의 탈부착형 매니퓰레이션은 기존 

굴삭기 조작 Workspace를 만족할 수 있는 전달 

메커니즘 설계와 매니퓰레이션과 굴삭기의 조작 

레버와의 동작에 따른 변형(Translation)을 보상해

주고, Fail-safe 기능이 재현되도록 Passive 메커니즘

을 설계한다.
 

2.1 전달(Transmission) 메커니즘

매니퓰레이션이 굴삭기 컨트롤스탠드에 장착

되어 굴삭기와 동일한 작동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서는 굴삭기 레버와 동일한 자유도를 가지도록 

매니퓰레이션에 전달 메커니즘을 필요하다.
전달 메커니즘은 다중 이음쇠(Multi-yoke) 형태

의 연결형 간접 전달 메커니즘을 적용하였다.[4] 
다중 이음쇠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두 축의 이음쇠 

연결부 접촉을 제거하고 간섭을 완화시키며 마찰

을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굴삭기 레버에 매니퓰레이션의 동작을 전달하

기위해 전달 축에는 유니버셜 조인트를 이용한 

체결을 한다. 유니버셜 조인트를 사용함으로써 매

니퓰레이션이 굴삭기 레버와 같은 동일한 work-
space 동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2.2 Passive 메커니즘

매니퓰레이션이 굴삭기 레버를 원격 조작할 경

우 시스템의 이상이나, 오작동, 조작기의 고장 등으

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건설 중장비의 

원격 조작 시 안전 필요 사항으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 또는 작업자가 원격 조작을 중단할 경우 매니

퓰레이션에 의해 조작되는 굴삭기 레버가 중립 

위치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굴삭기레버와 레버를 조작하는 매니퓰레이션의 

workspace를 일치시켜 동일한 동작을 나타내기 위

해서는 매니퓰레이션의 연결 축 길이 변형을 통해 

보상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달 메커니즘에서의 회전 시 기구학적으로 

축을 밀어 레버와의 거리를 보상시켜주며, 전달 

메커니즘에서 신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구학적으

로 원점 복귀하는 passive 메커니즘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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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Kinematic model of passive mechanism

passive 메커니즘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림 1와 

같이 kinematic 분석을 하여 굴삭기 레버와 매니퓰

레이션의 거리와 작동 각도, 축의 변형이 일어나기 

위한 passive 메커니즘의 요소들의 길이를 도출하

였다. 

3. 매니퓰레이션 설계

매니퓰레이션 설계에서 안전요소와 기존 굴삭

기 레버와의 조작 workspace 만족 요소가 가장 중요

하다. 설계 요소에 따라 그림 2와 같이 다중 이음쇠 

형태의 전달 매커니즘을 설계하고, 그림 3와 같이 

passive 메커니즘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굴삭기 

모델에 따른 다른 형태의 레버에 매니퓰레이션이 

장착이 가능하기 위하여 Passive 메커니즘과 레버 

사이에 보상기를 설계하여 모델마다 다른 형태의 

레버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Fig. 2 Transmission of Multi-yoke type

Fig. 3 Design of passive Mechanism Manipulation

4. 결론

본 연구는 작업자의 안전을 보상할 수 있는 원격

조작이 가능한 매니퓰레이션을 설계하였다. 탈부

착형 매니퓰레이션은 굴삭기 컨트롤스탠드에 탈

부착이 가능하여 굴삭기 레버를 조작할 수 있으며, 
기 연구된 장착형 매니퓰레이션과 달리 Fail-safe 
기능을 갖춰 비정상 상태의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굴삭기 레버와 같은 workspace를 

만족하는 조작을 할 수 있어 작업자가 원격지에서

의 작업이 직접 작업과의 동일한 조작감각을 가지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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