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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nd consolidation ratio for rice paddy fields reached to 64.7% as of 2008 in Korea, and this also accelerated automation of 

field machinery. Especially, research on autonomous tractors has been continuously conducted. Tillage is one of the labor-, 

energy-, and time-consuming field operations. Most important requirements for autonomous tractors would be travelling path 

planning and electronic system to control the tractor to follow the path. The instruction of computer was required to conduct 

the tillage operation in field with unmanned traveling tractor. This instruction was coincidently used in the control of the 

traveling path and the motion of tractor. The objectives of the study were 1) to characterize and model tillage operating 

sequence, turning pattern, and 2) to develop tillage path formation programs for autonomous tractor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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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율주행 트랙터가 포장에서 경운  작업을 하기 해

서는 기본 으로 트랙터가 주행할 경로와 작업기의 사용 

유무에 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 동안의 연구에서는 주로 

포장의 경운경로 생성 시 주행거리와 연료소비를 최소화

하는 연구가 이루어 졌다(McCarthy 등, 2004; 정선옥 등, 

1999).

  한 포장마다 포장의 가로와 세로 크기가 일정하지 않

으므로 포장의 좌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포장의 형상에 

맞는 경로가 생성되어야 한다(김상철 등, 2000; 박우풍 등, 

2001). 그리고 포장에서 경운작업 주행 시의 속도와 선회 

시의 속도  ․후진 시 속도가 서로 다르므로 작업의 

종류  주행방법에 따라 트랙터의 ․후진  속도제어

가 필요하다(Nagasaka 등, 2002; Noguchi 등, 2001).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트랙터로 포장에서 경운작업을 

하기 한 기 자료를 얻고자 트랙터 운 자의 실제 경운

작업과정에 하여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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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 성향이 용된 경운경로와 그에 맞는 제어명령어

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직사각형의 포장에 용 가능하

도록 개발하 다. 

II. 재료  방법

1. 경운경로 생성시스템 구성
  경로생성메뉴에서는 입력된 트랙터  포장의 변수를 

이용하여 4가지의 작업유형별 경운경로를 화면과 일로 

출력하도록 하 으며, 출력된 데이터는 트랙터의 진, 후

진, 엔진속도, 작업기의 상승하강  PTO ON/OFF를 제어

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 다. 

  그림 1은 경운경로생성시스템의 구조도를 나타낸 것이

고,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경운경로생성 로그램을 

실행시킨 이다. 로그램의 메뉴는 상부에 풀다운(Full- 

Down)방식의 메뉴로 각 기능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 으며, 

자주 사용하는 메뉴는 화면 왼쪽에 삽입하 다.

2. 입력변수 설계
가. 포장 변수

  포장의 경운경로 생성을 해서는 포장의 4개 꼭짓 의 

좌표가 필요하다. 본 로그램에서 사용한 포장의 입력자

료 좌표는 WGS84좌표계를 활용하 으며, 입력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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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는 그림 3에서와 같이 기 을 P1이라고 하 고, 반

시계방향으로 좌표를 순번으로 각각 P2, P3  P4로 지정

하 다. 각 좌표의 값은 값은 경도, 값은 도로 하

고, 입력을 한 포장의 일의 확장자는 '*.FLD'로 하 다.

  한 포장의 경운경로생성을 해서 포장의 기 면인 

P1과 P2의 기 선을 X축과 동일 선상에 놓이게 하고, 포

장의 회 각()을 계산하 다.

나. 트랙터 및 작업기 변수 

  트랙터와 작업기의 주요치수는 그림 4와 같이 여러 가

지로 표시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주요치수를 

트랙터  작업기 변수로 활용하 다.

  트랙터의 치수  그림의 왼쪽 부분은 트랙터의 기본

인 크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른쪽은 GPS안테나 장착

치를 기 으로 각 부분의 치수를 표시하고 있다. 

  본 로그램에서 입력변수로 필요한 트랙터의 주요치수

는 GPS안테나 장착 치로부터 트랙터 앞까지의 거리, GPS

Fig. 1. Block diagram explaining structure of the working path formation system.

Fig. 2. Initial screen of the working path formation program.

안테나로부터 트랙터 뒷부분의 작업기 끝까지의 거리, 트

랙터 회 반경, 작업기의 작업 폭  작업시의 겹침량이다

(김기 , 1986).

3. 출력자료 설계
  포장  트랙터의 정보 일은 확장자가 '*.DOC'로 만들

어지며, 내용은 일의 생성일자, 일명, 기 의 경도․

도 좌표, 경도  도 각각 1도에 한 거리(m), 포장의 

회 각, 포장의 길이, 포장의 폭, 경운 폭, 트랙터 최소 회

반경, GPS 치와 트랙터 앞부분까지의 거리  GPS와 

로터리 뒤 끝부분까지의 거리와 트랙터의 진출입 부분의 

치정보로 구성된다.

  그리고 경운경로생성 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경운경로 자

료  트랙터 제어명령어를 장하기 하여 3가지의 형

태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 다.

Fig. 3. Field input variables.

 

Fig. 4. Variable definition related to a tractor with a rotary 

t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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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는 출력 일의 확장자가 'PTH'인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출력자료는 한 에 하나의 명령어로 구성되었으

며, 첫 번째 필드에는 주행이 직선주행이면 'L'로, 원호 주

행이면 'C'로 표시하 다. 두 번째 필드는 자료의 번호를, 

세 번째 필드의 처음 X1, Y1은 시작 의 경도와 도 좌표

가, 다음의 X2, Y2는 종 의 경도와 도 좌표가 출력되며, 

네 번째는 원호 주행을 할 경우의 트랙터 회 반경 값이

고, 다섯 번째 필드는 원호 주행 시 진행방향과 회 각도

가 출력되도록 하 다. 값이 (+)의 값이면 CW, (-)의 값은 

CCW의 방향으로의 진행을 나타낸다. 다섯 번째는 트랙터

의 주행, 속도  작업기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다.

  그림 6은 출력 일의 확장자가 'GIS'인 경우를 나타낸 것

으로 트랙터의 경운경로를 시작 과 끝 을 일정한 간격

으로 나 어 연속 인 선형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형식이다. 즉 시작 과 끝 이 직선이 경우 2 m 간격

으로 세분화하여 트랙터가 주행할 지 을 나타내며 이때

의 좌표는 m단 의 X, Y값으로 출력하도록 하 으며, 뒷

부분의 트랙터 회 반경, 회 방향 값은 경운작업 시 참고

용으로 출력하 다. 선회 시의 경로는 5도 단 로 세분화

하여 연속 인 직선주행으로 원호 주행이 가능하도록 경

로를 생성하 다. 

  그림 7은 출력 일의 확장자가 'LNC'인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 'PTH' 일을 m단 의 X, Y좌표로 출력한 형태이다.

  자율주행 트랙터가 포장에서 경운작업을 하기 해서는 

Fig. 5. PTH file output format.

Items Value

PTO Status 0(OFF), 1(ON)

Down or up of the 3 point linkage 0(Up), 1(Down)

Travel path +(Forward), -(Backward)

Transmission status 1 ～ 8

Engine speed 0(Low), 1(Max)

Working flag 0(Non), 1(Working)

Table 1. Code description of working command.

트랙터의 ․후진제어, 엔진속도조 , 작업기의 상승하강

조   PTO의 ON/OFF 제어를 하여야 한다. 트랙터 제어

를 한 제어명령어의 구조는 표 1과 같다. 

4. 경운경로 생성 알고리즘
가. 포장 변수

  트랙터의 포장작업을 해서는 그림 8에서와 같이 포장

변수를 구분하 다. 포장의 4개면  첫 번째 진행할 면의 

논두 을 1번으로 정하 고, 반시계방향으로 각각 2, 3, 4

번으로 정하 으며, 포장의 경운작업은 포장 내에서 왕복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Round working area)과 회경작업부

분(Outside working area)으로 구분하 다. 

  포장의 내부왕복작업은 트랙터의 진과 선회의 반복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며, 회경작업 역은 트랙터

가 논두 을 따라 직선주행과 회 주행에 의해 작업이 이루

Fig. 6. GIS file output format.

Fig. 7. LNC file output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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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ariables defined to describe field geometry.

어지는 부분으로 내부왕복작업완료 후 회경작업이 이어지

게 된다. 한 트랙터의 입구  출구 치가 입력하여 트

랙터가 입구에서 왕복작업 역으로 이동하는 경로와, 회경

작업 완료시 작업종료를 한 경로가 만들어지게 하 다.

나. 내부 왕복작업 주행횟수 결정

  포장의 내부 왕복작업부의 작업을 수행하기 에 왕복

작업부의 왕복횟수를 계산하여 경운작업 유형별 선회방법

을 결정하여야 한다. 포장의 내부 왕복횟수를 계산하기 

하여 포장의 회경작업부를 제외한 내부 왕복작업부의 폭 

을 계산하여야 하며, 식 (2-1)에 의해 계산하 다.

        ×           (2-1)

  여기서, 

    ×   ×  

  
               = 회경횟수

               = 로터리 작업 폭

               = 작업 겹침량

  왕복작업부의 작업 폭 을 트랙터 작업 폭으로 나

고 소수  이하를 올림하면 왕복 횟수 이 계산되며 식 

(2-2)과 같다.

 


              (2-2)

  경운경로생성 로그램에서 왕복작업부의 경운경로를 

생성하기 하여 우선 내부 왕복작업부의 왕복횟수 결정 

후에 선회유형별 경운경로를 생성하게 된다. 

  여기서 의 값이 홀수인 경우 트랙터의 주행은 진 주

행 작업에서 끝나게 된다. 이 경우 회경작업부로 이동을 

하기 해서 1회 더 선회주행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의 값을 1만큼 증가시키고 트랙터의 작업명령을 비 작업 

주행으로 하여야 한다. 

다. 내부 왕복작업 알고리즘

(1) 선회 알고리즘

  (a) C형 선회

  C형 선회유형을 작업순서를 나타낸 것이 그림 9이다. C

형 선회의 작업순서는 시작  에서 시작

하여 지 까지 작업기를 하강하고 PTO를 

작동시킨 상태로 진주행하며, 지 에서 

 지 까지는  을 회

심으로 회 반경 r로 작업기를 상승시키고 PTO를 정지

시킨 상태로 비작업 회 주행하게 된다. 

Fig. 9. Travel order of C-type turning.

  지 에서  지 까지는 

작업기를 상승시키고 PTO를 동작시키지 않은 상태로 비 작업 

직진주행하며, 지 에서 

지 까지는 을 회  심으로 하고 

을 회 반경으로 비작업 회 주행하게 된다. 포장 왼쪽의 

작업순서도 포장 오른쪽과 동일하게 수행된다.

  (b) X형 선회

  X형 선회유형의 작업순서를 나타낸 것이 그림 10이다. 

작업의 시작은  에서 PTO를 동작시키면서 

작업기를 하강시키고  지 까지 진행하

며, 에서 지 까지는 

을 회 심으로 하고 회 반경 로 하여 

PTO를 동작시키지 않으며 작업기를 올린 상태로 회  진행

한다. 여기서  은 

보다 앞서서 계산된다.

  지 에서 까지는 PTO

를 정지시키고 작업기를 올린 상태로 후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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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 까지는 회

심 를 회 심으로 하고 회 반경을 

로 하여 PTO를 정지시키고 작업기를 올린 상태로 진 주

행한다. 여기서  은  

보다 앞서 계산된다.

Fig. 10. Travel order of X type turning.

  (c) R형 선회

  R형 선회유형의 작업순서를 나타낸 것이 그림 11이다. 

작업의 시작은 에서 PTO를 동작시키면서 

작업기를 하강시키고  지 까지 진한다. 

R형 선회의 시작 은 이며 두 원 회

심이 각각 , 인 외 하

는  까지 을 회  

심으로 회 반경 로 PTO를 동작시키지 않은 상태로 진행

하며, 다시 에서  지

까지는 을 회 심으로 회 반경을 로 

하여 PTO를 정지시킨 상태로 진한다. 

 

Fig. 11. Travel order of R-type turning.

  R선회의 왼쪽과 오른쪽 포장의 선회방향은 오른쪽에서

는 반시계방향으로 길게 회  후 시계방향으로 짧게 회

하여 직진 경로에 진입하게 되지만, 왼쪽 선회부분에서는 

시계방향으로 길게 선회 후 반시계 방향 선회한 후 직진 

작업경로에 진입하게 된다. 본 작업에서는 후진이 없이 

진주행만 하게 되다.

(2) 왕복작업 알고리즘

  (a) C형 왕복알고리즘

  C형 왕복 경운작업에서는 내부 왕복작업부를 진행부분

과 회귀부분으로 나 어 작업을 수행한다. 즉, 진행부분은 

내부 왕복작업부에서 작업시작시의 방향으로 진작업하

는 구간으로서 내부왕복작업부의 반 면 이며, 회귀부분

은 나머지 반부분이 된다.

  그림 12는 C형 왕복작업의 경로생성 순서를 나타낸 그

림이다.

Fig. 12. Travel order for C type round working.

  (b) C-구획형 왕복 알고리즘

  포장의 내부 왕복경운부분의 작업방법  C-구획형 경

운작업은 C형 경운작업과 유사하지만 일정한 소구획을 정

하여, 어느 소구획 1개 체의 경운작업을 완료 후 다른 

Fig. 13. Travel order for C-section-type round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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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획 경운작업을 시작하는 유형으로 내부왕복작업부의 

경운왕복횟수 과 함께 한 번에 작업할 구획의 왕복횟수 

를 입력하여 소구획의 개수를 정하고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13은 C-구획형 왕복작업의 경로 생성 순서를 

나타낸 그림이다.

  (c) X, R형 왕복 알고리즘

  내부 왕복작업부에서 새머리부의 선회유형이 X와 R형인 

경운작업은 동일한 방법에 의해 계산된 진행  회귀 경로

를 갖는다. 즉 순차경법을 이용한 경운작업을 하게 되며, 

선회 시에만 X형 는 R형의 선회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순차경법은 진 주행 경운작업 후 바로 인 한 경로를 

따라 회귀 경운작업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경운 시 이동한 

폭은 작업기의 폭에서 겹침량을 제외한 만큼만 이동하여 

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Fig. 14는 X, R형 왕복경운작업 시의 작업순서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14. Travel order for X-, R-type round working.

Item Unit Value

Manufacturer Kukje

Model 5805

 mm 4,850

 mm 2,200

 mm 2,250

 mm 2,650

 mm 2,000

 mm 400

 mm 100

 mm 2,700

 mm 200

Table 2. Input variables related to a tractor with a rotary.

Ⅲ. 결과  고찰

  체 인 작업순서인 작업 비, 내부왕복작업, 회경작업 

 작업종료에 한 알고리즘과 경운유형별 C형, C-구획

형, X형  R형 4종류 알고리즘에 비주얼베이직 6.0을 이

용한 자율주행트랙터용 경운경로 생성 로그램으로 개발

하 다.

  개발된 로그램의 ‘경로생성’ 메뉴에서는 C형, C-구획

형, X형  R형의 4가지 경운유형별 경운경로 생성 기능

이 있으며, 생성된 경운경로는 자율주행트랙터가 포장에서 

주행  경운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도․ 도 좌표와 트

랙터 제어명령어를 포함 하도록 하 다. 경운경로 생성 시

에는 각 지역마다 경도  도 1도에 한 거리가 서로 

다르므로 입력된 포장의 표 인 경도 도 좌표를 지도

투 법인 WGS84법을 이용하여 경도와 도 1도에 한 

각각의 거리(m)를 계산하여 경운경로 생성 시 정 도를 높

다.

  그리고 생성된 경운경로의 주행  작업상태를 알 수 있

도록 각 경로의 작업상태에 따라 선의 색을 다르게 하여 

로그램 조작자가 경로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하 으며, 

경로 생성 시 상 주행거리와 주행시간을 함께 계산하여 

표시하 다.

  경운경로를 생성하기 한 포장은 길이는 100 m 폭은 

33 m인 충남 학교 실험포장을 상으로 경운경로를 생성

하 다.

  그림 15의 a)는 C형 로그램으로 생성된 경운경로를 나

타낸 것이고 b)는 C-구획형 로그램으로 생성된 경운경로

이며, c)는 X형 선회를 하는 로그램으로 생성된 경운경

로이다. d)는 R형 선회를 하는 경운경로 로그램으로 생

성된 경운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경로생성 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는 포장  트

랙터의 기본정보화일 1가지와 트랙터의 주행경로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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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type

       

b) C-section type

c) X type

       

d) R type

Fig. 15. Generated tillage paths by working type.

2009-12-06 11:49:58 Working plan for cultivating
D:\TractorRotary\cnun10033nPtn1   ;navigation MAP name
     127.353634019662     ; Org Point Longitude 
      36.367609136827     ; Org Point Latitude 
   89847.593750000000     ; GPSConstX [m]
  111070.578125000000     ; GPSConstY [m]
     200.47               ; Turn Angle of field  [deg]
       0.00               ; ORGX of field  [m]
       0.00               ; ORGY of field  [m]
     100.00               ; Length of field  [m]
      33.00               ; Width of field  [m]
       2.00               ; Rotary Width  [m]
       0.20               ; Rotary Overlap Width  [m]
       0.10               ; Rotary Working Depth  [m]
       2.70               ; Tractor Turn Radius   [m]
       2.20               ; GPS To Tractor Front  [m]
       2.65               ; GPS to Rotary End [m]
       2.25               ; GPS to Rotary Shaft [m]
0   0   +1   0   0   ;Code of approach guidance
PTO(ON=1), hitch(Down=1), Forward transmission(+1~+8)/ Reverse transmission(-1~-8), 
engine speed(MAX=1), Working flag(Working=1) :See Coding.h
0.000000    ;Offset

Fig. 16. Example of a field information file(*.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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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가 있는 3가지의 일로 만들어지도록 하 으며, 그

림 16은 포장  트랙터의 기본정보가 출력된 ‘DOC’ 일

을 나타낸 이다.

  그림 17은 트랙터의 주행경로와 제어명령어가 들어있는 

확장자 ‘PTH' 일의 생성된 자료를 나타낸 이고, 그림 

18는 확장자 'GIS' 일이 생성된 경운경로를 나타낸 이

며, 그림 19는 확장자 'LNC' 일의 생성된 경운경로를 나

타낸 이다.

Ⅳ. 요약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트랙터가 포장에서 경운작업을 

수행하기 한 경운경로 생성 로그램을 숙련된 트랙터 

운 자의 운 특성을 용하여 개발하 다. 경운경로를 생

성하기 하여 포장의 작업순서를 결정하 고, 내측 왕복

작업부와 외측 회경작업부로 나 었으며, 왕복작업부의 직

선작업이 끝난 후 선회하는 새머리부분에서의 선회 유형

을 C형, X형, R형으로 구분하 고, 왕복작업부의 왕복작업

L  1 127.353656959419 36.3676160637484 127.353606387681 36.3676007930351  0.00    0.00 00+510

C  2 127.353606387682 36.3676007930355 127.353586783198 36.3675660429070  3.00  -90.00 00+310

L  3 127.353586783198 36.3675660429058 127.353594957100 36.3675483298773  0.00    0.00 00-310

C  4 127.353575352622 36.3675135797494 127.353594957105 36.3675483298782  3.00   90.00 00+310

L  5 127.353575352624 36.3675135797454 127.353565294836 36.3675105426816  0.00    0.00 00+510

L  6 127.353565294832 36.3675105426897 127.352678247289 36.3672426885633  0.00    0.00 11+511

....................

Fig. 17. Example of a working travel path file(*.PTH).

L   1  3622 .0569638249100  12721 .219417565200   0 .00     0 .00  00+510

L   1  3622 .0569638249100  12721 .219417565100   0 .00     0 .00  00+510

L   1  3622 .0569071500900  12721 .219229876200   0 .00     0 .00  00+510

L   1  3622 .0568504752700  12721 .219042187200   0 .00     0 .00  00+510

L   1  3622 .0567938004700  12721 .218854498300   0 .00     0 .00  00+510

L   1  3622 .0567371256500  12721 .218666809400   0 .00     0 .00  00+510

L   1  3622 .0566804508500  12721 .218479120500   0 .00     0 .00  00+510

....................

Fig. 18. Example of a working travel path file(*.GIS).

L  1     2.061081992932    0.769377169028    -2.482666981566   -0.926749785048   3 00+510

C  2    -1.433516319268   -3.737316078129     3.00   110.47   200.47             5 00+310

L  3    -4.244082612349   -4.786466740427    -3.509677182091   -6.753863056238   4 00-310

C  4    -6.320243028444   -7.803013551778     3.00   290.47    20.47             6 00+310

L  5    -5.271092199388  -10.613580291586    -6.395319431384  -11.033240823318   4 00-310

L  6    -6.174760579339  -10.950907833240   -85.873847879253  -40.701620503185   2 11+511

C  7   -84.824697216955  -43.512186796265     3.00   110.47   200.47             5 00+310

....................

Fig. 19. Example of a working travel path file(*.LNC).

경로를 C형, C-구획형, X형  R형 작업 4가지로 구분하여 

개발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포장의 작업 역은 왕복작업부와 회경작업부로 구분하

으며, 작업의 진행순서는 포장의 작업 비, 포장의 왕

복작업, 왕복작업부에서 회경작업부로의 이동, 회경작업 

 작업종료로 구분하 다.

2. 포장의 입력변수인 4개 꼭짓 의 경도와 도를 입력하

여 포장의 길이, 폭  회 각을 계산하도록 하 으며, 

트랙터의 주요치수  GPS 치를 기 으로 트랙터 앞

   까지의 거리, 로터리 뒷부분까지의 거리, 로터리 경운 

축까지의 거리와 로터리의 작업 폭, 작업 깊이  겹침

량을 입력변수로 활용하 다.

3. 왕복작업부의 주행경로를 생성하기 한 알고리즘을 C형, 

C-구획형, X형  R형 4가지로 구분하여 개발하 다.

4. 트랙터를 제어하기 하여 PTO ON/OFF, 작업기 상승/하

강, 엔진속도,  후진 변경, 주행단수  작업상태에 

한 제어명령어를 결정하 으며 경운경로 생성 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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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 출력되도록 하 다.

5. 개발된 경운경로생성 로그램에서 생성된 경운경로를 

출력하기 하여 포장과 트랙터의 주요 정보를 포함하

는 정보화일(DOC) 1가지와 트랙터의 주행경로  트랙

터를 제어하기 한 주행경로 일(PTH, GIS, LNC)을 3

가지의 형식으로 출력하도록 개발하 다.

6. 개발된 경운경로생성 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포장에서 

자율주행트랙터가 경운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를 성공 으로 출력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2005년도 농 진흥청 농업특정연구과제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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