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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위험한 환경에서 굴삭 작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의해 굴삭기의 원격제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판중인 

대부분의 굴삭기는 사용자가 유압 밸브를 직접 

조작하는 구조이며 전자제어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 굴삭기를 전자식 시스템으로 변경하

기 위해 기계식 밸브를 전자밸브로 변경하거나[1] 
또는 레버 및 페달에 별도의 엑츄에이터를 장착하

는 방법[2] 등이 연구되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조작자가 눈으로 보면서 작업

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거리 밖에서의 원격제어 

또는 자동화, 자율 굴삭을 위해서 굴삭기의 붐, 
암, 버켓의 각도를 피드백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관절의 회전량을 측정하는 로타리 

엔코더, 또는 실린더의 길이를 측정하는 리니어 

엔코더 등을 장착하는 방법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

는 센서 시스템을 제안하고 굴삭기에 적용하기 

위한 성능평가를 수행 한다.

2. 센서 시스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센서는 Attitude Reference 
System (ARS)이다. ARS는 3축 가속도 센서와 2축 

자이로 센서를 내장하고 있으며 칼만필터를 사용

하여 롤과 피치 값을 구해준다. 최근 mems형 가속

도, 각속도 센서의 발전에 따라 ARS 또한 소형화 

및 저렴화 되어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 있으며 로봇

의 자세 측정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ARS를 사용한 모션 캡쳐 센서 모듈은 그림 1과 

같다. 모션 캡쳐 센서 모듈은 ARS에서 데이터를 

받아 롤과 피치 각도로 변환한 뒤 CAN-BUS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Fig. 1 Proposal of the sensor module for deriving posture 
of the excavator using ARS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앞으로 무선 모듈을 

탑재하여 장탈착이 간편하도록 구성 할 예정이다.

3. 굴삭기 모션캡쳐

굴삭기의 기구학 모델과 적용하고자 하는 모션

캡쳐 시스템은 그림 2와 같다. ARS가 지표면에 

대한 절대각을 구해 주기 때문에 별다른 기구학 

해석 없이 관절 회전각을 식 (1), (2), (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Fig. 2 Kinematics modeling of exca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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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0ARS ARSq q q= -            (1)

2 2 12 ABS ABSq q qp= + -                 (2)

3 3 2ABS ABSq q q= -           (3)

하지만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성하기 앞서 센서

의 성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4. 센서 성능평가

굴삭기의 모션 캡쳐를 위한 센서의 성능이 충분

한지 판단하기 위해 1축 짐벌을 이용하여 크기가 

1 rad 인 사인파를 입력으로 준 뒤 센서로 측정한 

값과 비교했다.
그림 3은 구해진 진폭비와 위상차를 나타낸다. 

실험 결과 센서는 1.5Hz 이내에서 신뢰할 수 있으며 

굴삭기 모션캡쳐 용도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 Frequency response for a sinusoidal input

5. 센서 시스템 적용 실험 및 결과

그림 4는 리니어 엔코더가 부착되어 실린더의 

길이 측정이 가능한 굴삭기에 센서 모듈을 적용한 

결과이다. ARS 모듈로 측정한 회전각도와 리니어 

엔코더로 계산한 회전각도는 5° 이내의 오차를 

보여주었다.

Fig. 4 Boom angle motion capture applied sensor 
module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굴삭기에 적용하기 위한 센서 

시스템을 제안했으며 센서 성능평가를 실시 하였

고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굴삭기의 붐 각도를 

측정하였다.
앞으로 모션 캡쳐 시스템을 실제 굴삭 작업에 

적용해 볼 것이며 제어와 자율 굴삭에 이용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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