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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설 장에서의 포크 인과 같이 어장 작업을 한 수산작업용 조력기로서 어장 리기가 필수 이다. 기존

의 어장 리기의 제어방식이 ON/OFF제어에 기반을 두고 있어 조작시 집게에 매달린 양식제품이 흔들리는 

상의 문제 이 발생되고 있다. 이는 심할 경우 작업자에게 을 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흔들림을 감소시킬 수 있는 마이컴 기반의 조작제어장치를 개발한다. 본 논문에서는 어장 리기의 유압제

어 특성, 제어기의 설계 방법 그리고 제어 알고리즘 개발에 하여 기술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어장 리기에 

용하여 개선 ․후 흔들림의 개선정도의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ABSTRACT

It is required a lot of strength in aquaculture, such as dragging up or moving heavy loads. So, a helper system like excavator 

at construction is need for fishermen. As most of HFMSC(Hydraulic Fishery Managing Small Crane)s are operated based on 

ON/OFF control, it can make sway the contents in the crane. In worse case, it could threaten workers. In tis paper, we 

development the MICOM based controller which can reduce the swing sway. This paper describes the hydraulic characteristics, the 

design method of controller and the control algorithms. And, the proposed controller show the efficiency to carry out the 

experimental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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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어장 리기는 어선에 장착할 수 크 인으로 어장 

작업에 합하도록 집게를 끝에 장착하고 있는 시스

템으로서 어선의 해상 이동 기능이 결합되어 양식장

까지 이동하여 양식물의 채취, 선 , 이송, 하역 등의 

작업에 성력화 역할을 수행하는 수산작업용 조력 수

단이다. 어장 리기는 양식업을 하는 어민의 필수 수

산기계로서, 과거 수작업으로 양식장 리 작업을 수

행하 을 경우에 비해 양식 생산성이 10배 향상될 정

도로 리기 사용 효과는 이다[1].

어장 리기의 운 에 있어서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은 주어진 시간에 안 하게 많은 어장작업을 하

는 것이다. 부분 어장 리기의 제어방식이 O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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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집게에 매달린 양식제

품이 어장 리기의 조작시 집게에 있는 내용물이 

흔들리는 상과 원하는 목표 에 안착되지 않는 문

제 이 발생되고 있다. 이는 심할 경우 작업자에게 

을 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수동 조작 버에 

의한 ON/OFF 제어방법이 아닌 자비례제어밸  기

반의 어장 리기 유압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를 운 할 

수 있는 마이컴 기반의 제어장치를 개발한다. 이 제어

장치에는 흔들림을 보정하는 제어 기술을 갖도록 개

발한다. 어장 리기의 설계  제작 방법과 동 응답

특성에 하여 분석하고, 마이컴 기반의 제어장치 개

발 방법에 하여 기술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실제 어장 리기에 용하여 작

업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실험을 수행하며, End- 

Effector에 가속도 센서를 장착하여 흔들림의 개선정도

의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개발한 제어기가 

흔들림을 효과 으로 개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II. 어장 리기

2.1 어장 리기의 구성

어장 리기의 사진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조작자가 앉아 조작을 수

행하는 탑시드에서 작업 역에서 제품을 집는 작업을 

수행하는 아우터와 집게까지 다 형태로 이루어져 

그림 1. 어장 리기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HFMSC

있다. 리기 구동부는 유압 실린더와 호스릴 와이어

를 이용하고 있다.

어장 리기의 설계 제원은 연근해 양식장 작업을 

고려하여 하 능력을 최 작업 반경 11.2m에서 

250kgf를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어장 리기는 

유압구동장치, 어장 리기 본체  제어장치로 구성된

다. 유압 구동 장치는 디젤엔진을 사용하며, 제어

장치로서는 Walvoil사의 SD8/3을 사용하고 있다.

2.2 유압구동장치

어장 리기의 실린더는 크게 데릭, 아우터, 붐실린

더로 이루어져 있다.

1) 유압실린더의 선정

유압피스톤의 선정은 다음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 2. 어장 리기의 유압계통도
Fig. 2 Hydraulic schematic of HFMSC

ⓐ 구동시 요구되는 작용부하[( 진시),

(후진시)], 이동속도[ ,] 그리고 실린더 head와 

rod측에 작용하는 압력[ ]를 설정한다.

ⓑ θ만큼 상승시키는데 소용되는 head와 rod측 부

하 와 ㅣ을 구한다. 

  × cos   × sin (1)

ⓒ 후진시의 유압피스톤의 단면 을 구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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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와 rod측의 실린더 직경[ , ]을 구한다.

 





 





(3)

ⓔ 후진시에 필요한 유량을 산출한다.

 

× ×

 

× ×

(4)

ⓕ 얻어진 직경과 유량을 만족하는 유압실린더를 

선정한다.

표 1. 어장 리기의 실린더 사양
Table 1. Cylinder specifications of HFMSC

Items Qty Spec.

Derrick Cylinder 2ea Φ50×Φ80×1178 (905st) 

Boom Cylinder 1ea Φ30×Φ60×1898 (1555st) 

Outer Cylinder 1ea Φ50×Φ110×1128 (860st) 

2.3 기존의 유압제어장치

일반 으로 제어장치로서는 Walvoil사의 SD8/3을 

사용하고 있다. SD8/3는 수동식 조작 버가 있으며, 

조작에 의해 유압라인을 개폐제어 하므로 실린더는 

ON/OFF제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림 3. 어장 리기의 유압제어장치
Fig. 3 Hydraulic controller of HFMSC

Ⅲ. 어장 리기의 유압제어장치 개선

3.1. 유압제어장치 개선 필요성

어장 리기의 제어방식이 ON/OFF제어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조작시 집게에 매달린 양식제품이 

어장 리기의 조작 시 집게에 있는 내용물이 흔들리

는 상과 원하는 목표 에 안착되지 않는 문제 이 

발생되고 있다. 이는 심할 경우 작업자에게 을 하

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3.2. 유압제어장치 개선 방법

흔들림을 감소하여 조작자에게 안 감을 부여할 수 

있는 어장 리기 제어장치를 개발하 다.

그림 4. 제안 시스템의 블록도
Fig. 4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system

유압제어장치는 코일에 흐르는 류에 비례하여 유

량을 조 할 수 있는 조 요소인 자비례제어밸 를 

설치하며, 조작기인 조정 버는 변  신호를 압조정 

값으로 변환하여 발생시키도록 하며, 입력된 압 조

작신호값에 의해 PID제어에 의해 자비례제어밸 에 

출력되도록 제어처리장치를 설계  제작 한다. 자

비례밸  기능을 갖는 유압제어블록유닛으로 Walvoil

사의 DPX100을 사용하 다.

그림 5. DPX100 스 제어와 유량제어 계 곡선
Fig. 5 Graph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pool stroke 

and flow quantity in DP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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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압 제어장치 회로설계 

비례밸  제어회로는 마이컴으로부터 입력받은 

PWM신호와 후진 신호를 조합하여 각각의 솔 노

이드로 출력될 신호를 결정한다. 솔 노이드의 외부 

노이즈  이상발생시 내부 회로 보호를 해 포토커

러를 사용한 연회로를 삽입하 다.

QQ3
MOSFET N

RR3
R D3

LED

RLR2
R

D4
DIODE

JJ2

CON2

1
2

24V

PWM_out1_F1
RR4

R

RRR2
R

그림 6. MOSFET를 이용한 솔 노이드 제어 회로
Fig. 6 Solenoid control circuit using MOSFET

QQ3 : MOSFET IRF 630

JJ2 : 비례제어 밸 용 solenoid (= 20Ω)

PWM_out_F1 : PWM신호 입력단자

RRR2 : 솔 이드의 류 제한 항

MOSFET on 시 솔 노이드에 320mA～625mA 사

이의 류가 흐르도록 하기 해

  


  (5)

솔 노이드의 류 제한 항()의 값을 약 

18Ω(20W)으로 설정하 다.

그림 7. 마이컴 기반의 비례제어밸  제어기
Fig. 7 Proportional valve controller based on MICOM

3.4. 제어 알고리즘

3.4.1 비례제어 밸 제어 알고리즘 

비례제어밸 를 갖는 크 인의 흔들림의 감소에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피드백 제어와 개루  제어로 나뉜다. 피드백제

어는 라메터의 변화에 한 감도를 낮출 수 있기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용되고 있다. Omar[3]는 PD 

제어를 이용하 고 Nalley[4]는 퍼지제어기를 사용하

으며 Lee[5]는 슬라이딩 모드제어 개념을 용한 

퍼지제어기를 사용하여 트롤리의 치와 흔들림을 감

소시키는 연구를 수행하 다. 하지만, 피드백 제어의 

경우는 센서의 설치가 필수이며, 이러한 센서 설치를 

한 구조 변경과 가격의 상승  피드백신호의 배선 

고려 등이 불가피하다.

일부의 연구자들은 수학  모델링을 통해 피드백센

서 없이 치와 흔들림 감소제어를 수행하는 개루  

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6]. 주요 방법으로는 소

트센서에 한 수학 인 모델링과 기 값 변화기를 

용하는 방법이다. 개루 제어의 경우에도 비교  폐

루  제어에 유사한 결과를 보이지만 폐루 제어가 

보다 안정 임을 다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분의 기존 어장 리기들이 이미 

피드백센서를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가만하여 기

값 변화기를 통한 센서 스 개루 제어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기 값 생성은 PID 제어 알고리즘을 기

반으로 생성하도록 하 다.

3.4.2 비례제어 밸 제어 모델 

다양한 주 수 에서 동작되는 비례제어밸 의 동

작 달함수는 이차 달함수로 표 된다. 식 7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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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밸 의 스  치()와 입력 류 값()에 한 

계식을 나타내었다[7].









 
 (6)

  : 비례제어밸 의 이득값

ω  : 비례제어밸 의 고유주 수 값

  : 비례제어밸 의 핑비

3.4.3 기 값 제어알고리즘 

조이스틱의 변 값에 따라 지령 값이 갑작스럽게 

변화 되더라도 비례제어밸 의 동작은 소 트하게 동

작되도록 기 값을 천천히 변화시키는 소 트스타트, 

소 트스톱 알고리즘을 삽입하 다. 기 값 생성은 

PID 제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생성하도록 하 다.

   


    (7)

그림 8. 기 값 제어알고리즘 
Fig. 8 Reference control algorithm

3.4.4 비례제어밸 의 부하특성 고려

마모와 균열로 인해 유체가 출되는 것을 방지하

기 해 오리피스를 폐쇄시켜 유체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밸 의 스  정지 역을 일정구간동안 갖는다. 

따라서 밸 의 동 특성과 실린더와 스윙 모터 등의 

엑 에이터간에 데드존(dead zone)이 발생한다. 식 8

에 데드존의 비선형특성을 나타낸다. 

 











  i f   
 i f  ≦ 
   i f   

(8)

Ⅳ. 유압제어장치 성능평가

어장 리기의 조작에 따른 동 응답특성을 고찰하

기 해 크 인에 매달려 있는 부하의 선회특성에 

하여 측정, 분석하 다. 유압시스템을 개선하기 의 

제품(구형 리기)와 비례제어밸 로 변경하고 제어알

고리즘을 용한 개선후의 제품(신형 리기)의 부하 

회 특성에 하여 비교하 다. 

실험을 행할 때에는 크 인 암 끝단에 설치된 집게

를 제거하고 암 끝단에 3축 가속도센서(DAS사의 

MSENS -AC-XYZ-MV-2)를 설치하 다. 가속도 센

서를 통해 어장 리기 조작에 따른 부하의 흔들림에 

한 가속도 변화를 측정하 다. 

그림 9. 비례제어밸  제어기 용
Fig. 9 Applying the proportional valve controller

  

그림 10. 3축가속도 센서 부착  측정 실험
Fig. 10 3 axis acceleration sensor and measurement 

experiments

(a) Old type             (b) New type

그림 11. 흔들림 정도 측정 실험
Fig. 11 sway measurem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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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흔들림 정도 측정 실험결과
Fig. 12 sway measurement experimental result

표 2. Z축 흔들림 데이터 분석 결과
Table 2. Z-axis sway data analysis

Division Average
Maximum

deviation 

Standard

deviation

Old type 

HFMSC
-53.2 3183 508.9

New type 

HFMSC
-31.2 1417 156.5

Improvement 225% 325%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어장 리기의 설계  제작 방법과 

동 응답특성에 하여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

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PWM값

에 의해 유량을 조 할 수 있는 자비례제어밸 와, 

포텐션미터를 이용한 조정 버의 변 량 검출장치와 

입력된 조정 버 값에 따라 PID제어에 의해 자비례

제어밸 에 제어하는 메인제어기로 이루어져 있다. 개

선  제품인 구형 리기와 개선 후 제품인 신형 리

기의 흔들림 정도 측정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결과 

약 3배의 흔들림 감소 효과를 확인하 다. 향후 연구 

계획으로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용하는 개선작업을 

통해 어업 작업의 생산성과 안 성이 더욱 향상된 기

기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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