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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eld robots are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agriculture, forestry,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their 

use has recently expanded to include submarine areas. Field robots can aid in various tasks, such as soil transport, 

ground clearance, and dismantling of buildings. As field robots are used in a variety of different areas, the 

difficulty of the work is also quite varied. Increased difficulty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accidents 

involving the field robot. In order to reduce the accident rate of field robot workers, the need for digitalization and 

automation of field robots is becoming more of an issu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study a system that 

enables workers to do their work without directly contacting a field robot. Therefore,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control system for wireless remote control of a small field robot. The field robot can be wirelessly controlled by a 

worker in a remote location if the worker cannot be present at the work site. The implemented remote system is 

tested according to the type of work, and the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the remote system are ass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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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필드로봇은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농업, 임업, 제

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저영역으로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필드로봇의 

대표적인 작업으로 토사 운반 작업, 지면 정리 작업, 

건물 해체 작업 등이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여 필드

로봇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1-4) 이런 다양한 

작업을 작업자가 직접 필드로봇에 탑승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필드로봇을 이용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작업의 종류에 따라 

작업의 난이도도 역시 다양해지고 높아지면서 필드

로봇의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작업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반면에 필드로봇의 작업자들은 

고령화 인구 증가와 숙련인원의 감소가 진행되고 있

다. 필드로봇의 사용 빈도 증가, 다양한 작업, 작업자

의 고령화, 숙련인원 감소로 인해 사고 발생률이 높

은 것을 최근 필드로봇 작업 중 사고로 인한 사망 작

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필

드로봇 작업자의 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필드로

봇의 디지털화와 자동화의 필요성이 더욱 이슈화4)되

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에 맞게 작업자가 직접 필드

로봇을 타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스템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작업자가 직접 필드로봇에 타지 않

고 작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기 가장 많이 사

용하는 기술로 무선원격제어기술이 있다. 무선원격제

어기술은 작업자가 직접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 필드

로봇을 무선원격 조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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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직접 갈 수 없는 현장에서는 작업현장 정보를 

필드로봇의 영상장치를 통해 원격지의 모니터링 시

스템으로 전송하여 작업자가 원격지 모니터링 시스

템을 통해 작업현장 정보를 받아 작업자가 판단하고 

원격 조종기를 조작하고 필드로봇으로 전달하여 작

업을 수행한다.5-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작업자가 직접 현장에 갈 

수 없는 원격지에서 작업자가 무선 원격 조종이 가

능한 소형 필드로봇의 무선 원격 제어를 위한 조종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 구현된 원격시스템을 실험

을 통해 작업의 종류에 따라 원격시스템의 동작 특

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 필드로  모델링

2.1 기구학(Forward Kinematics)7)

필드로봇의 작업기를 다관절 매니퓰레이터로 간주

하여 설정하고 작업기의 끝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 

좌표계를 Fig. 1과 같이 설정하였다. {0}번 좌표계는 

원점 및 스윙 좌표계, {1}번 좌표계는 붐 좌표계, {2}

번 좌표계는 암 좌표계, {3}번 좌표계는 버켓 좌표

계, {4}번 좌표계는 끝점 좌표계이다.

Fig. 1 Reference Coordinate of Field Robot

각 조인트의 공간에서 관절의 각도가 주어졌을 때 

직교 공간에서 링크 끝단의 위치를 나타낸다. 기준 

좌표계에서 끝단 위치를 구하기 위해 식 (1)과 같이 

변환 행렬을 사용한다.

 
 











cos cossin sinsin cossin coscos sincos sin
 sin cos 
   

(1)

여기서 는 축 사이의 거리, 는 축 간의 각

도, 는 축 사이의 거리, 는 축 간의 각도를 의

미한다. 최종적으로 기준 좌표계에서 바라본 끝단의 

좌표는 식 (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

×…×   (2)

기준 좌표계로부터 끝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 각 

관절의 좌표계 사이의 변환 행렬을 이용하여 구하면 

Table 1과 같이 D-H Table을 구할 수 있다.

Table 1 D-H Table of Field Robot

    

   


 

    

      


    

Table 1을 이용하여 각 관절의 좌표계의 변환 행렬

을 구하면 식 (3)과 같고 기준 좌표계에서 정의된 필

드로봇의 End-Effector의 좌표계는 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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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는 버켓의 End-Effector 위치가 기준 좌표계에서 

x축, y축, z축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x축 :        

y축 :         

z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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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역기구학(Inverse Kinematics)7)

필드로봇의 역기구학은 작업기의 끝점 위치가 주

어질 때의 각 관절의 각도를 알아내는 것이다. 원격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작업에서 작업기

의 끝점의 위치를 만족하기 위해 각 관절의 각도를 

구한다. 역기구학을 이용해 각 관절의 각도를 구하는 

방식은 기하학적 방식과 변환행렬 방식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변환행렬 방식을 이용한다. 식 (2)와 같

이 기준 좌표계에서 바라본 작업 장치 끝단의 위치

는 각 관절의 변환행렬을 곱한 것과 같다. 여기서 


의 역행렬을 곱하면 식 (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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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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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행렬의 (3,4) 성분을 비

교해야 한다. 이에 대해 비교하여 을 구한 결과는 

식 (6)과 같다.

tan  


    

  (6)

  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두 행렬의 (1,1) 

성분과 (2,1) 성분을 비교하여   를 구한 결

과는 식 (7)과 같다.






 

        

 (7)

  을 구하기 위해 두 행렬의 (1,4) 성분과 (2,4) 

성분을 비교하기 위해 식 (8), (9)와 같이 정의한다.

        

→   

 (8)

     

→   

 (9)

식 (8), (9)를 이용하여 구한 는 식 (10)과 같다.

 


 

 
 



  

 

 
 





 (10)

식 (8), (9)를   으로 전개하면 식 (11), (12)

과 같다.

    

→   

 (11)

    

→   

 (12)

식 (11)와 식 (12)을 각각 양변에 b와 a를 곱하여 

정리하면 식 (13)과 같다.

    

→  

 

 (13)

식 (11)과 식 (12)를 각각 양변에 a와 b를 곱하여 

정리하면 식 (14)와 같다.

    

→  

 

 (14)

최종적으로 는 식 (15)과 같다.

      (15)

식 (7)을 이용하면 식 (16), (17)와 같이 의 각도

를 구하기 위한 식을 전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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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17)

식 (16)과 식 (17)을 각각 양변에 c와 d를 곱하여 

정리하면 식 (18)과 같다.

 

 

 (18)

식 (16)와 식 (17)를 각각 양변에 d와 c를 곱하여 

정리하면 식 (19)과 같다.

 

 

 (19)

최종적으로 는 식 (20)과 같다.

      (20)

행렬의 성분을 비교하여 구한       의 값

을 정리하면 식 (21)~(24)과 같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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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여기서, 

   ,   

    ,    

    ,   

3. 필드로  원격 시스템

필드로봇의 원격 시스템은 굴착기와 컨트롤러로 

구성된 작동시스템과 조이스틱과 마이크로 PC로 구

성된 조종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필드로봇 원격

시스템의 구성과 개략도는 Fig. 2와 같다.8)

Fig. 2 Remote Control System of Field Robot

필드로봇화에 있어서 굴착기의 유압식 Remote 

Control Valve를 이용하여 각 작업기의 유압 실린더

를 제어하는 방식에서 전기식 조이스틱과 전자비례

감압밸브인 EPPR Valve를 이용한 유압 실린더 제어

방식으로 대체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

이크로 컨트롤러인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전자비례감

압밸브에 출력 전압과 입력 신호로 주어 유압 실린

더를 제어한다. 필드로봇 작업기의 각 관절에 포텐셔

미터를 부착하여 붐, 암, 버켓의 각도를 측정하고 각 

관절을 제어하기 위한 유압 실린더에 로드측과 헤드

측에 압력센서를 부착하여 각 실린더의 압력을 측정

한다. 조이스틱의 신호는 조종시스템의 아두이노 신

호가 트랜시버를 통해 필드로봇의 트랜시버와 통신

하여 필드로봇의 EPPR Valve의 컨트롤러인 아두이노

Fig. 3 Angle Measurement System of Field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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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essure Measurement System of Field Robot

Fig. 5 System Configuration and Control System

로 전달한다. 각도, 압력, 영상정보를 측정하는 시스

템의 구성은 Fig. 3~4와 같다. Lab Test를 위해 구축

된 필드로봇과 원격조종시스템은 Fig. 5과 같다.3)

Fig. 5와 같이 원격조종시스템은 전기식 조이스틱

을 사용하였으며, 필드로봇의 RCV와 동일한 조종이 

가능하도록 1축 조이스틱은 양쪽 크롤러를 동작하고 

2축 조이스틱은 붐, 암, 버켓, 스윙 동작을 할 수 있

도록 Fig. 6과 같이 구성하였다.

Fig. 6 Configuration of Joystick

필드로봇 원격시스템의 무선통신을 위해 Holybro 

Transceiver Telemetry Radio Module을 사용하였다. 이 

모듈은 낮은 대기시간과 예측 가능한 통신 타이밍을 

요구하는 높은 처리량의 시스템을 위해 적용하였다. 

이 모듈의 사양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Spec of Transceiver Telemetry Radio Module

Specification

Module

Holybro Transceiver 

Telemetry Radio V3

Range 300 ~ 1500m

Transmitter Power 500mW

Receiver Sensitivity -117 dBm

Serial Data Interface 3.3V UART

Transmitter Current 500mA at 27dBm

Receiver Current 25mA

Frequency Band 915Mhz

Data Rates 250 kbps

Transceiver Telemetry Radio Module과 Antenna 특성

을 최대로 설정하였으며, 조종 시스템의 구동을 위한 

역기구학 프로그램과 PID 컨트롤러 및 센서 데이터 

계측을 위한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컨트롤러인 아두이

노를 이용했다. 필드로봇을 무선으로 구동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센서 데이터 계측을 위한 프로그램은 

Fig. 7과 같이 구성하였다.9)

Fig. 7 Configuration of Joystick and Data 

Acquisi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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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격조종시스템 시험  결과

4.1 수동 동작 시험

 4.1.1 시험 방법

필드로봇의 원격 조종 시스템의 동작 확인을 위해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Fig. 8과 같이 굴착 작업

(Digging)과 Fig. 9와 같이 평탄화 작업(Leveling)을 시

나리오로 하여 조이스틱의 신호를 주었을 때 붐, 암, 

버켓의 각도 값과 각 실린더의 로드측과 헤드측의 

압력 값을 측정하여 무선으로 동작 신호와 측정 데

이터 값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Fig. 8 Joystick Input Signal for Digging

Fig. 9 Joystick Input Signal for Leveling

원격조종기의 조이스틱 신호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를 통해 전압으로 변환되어 EPPR Valve 컨트롤러로 

전달되며 컨트롤러에 의해 EPPR Valve는 제어되어 

MCV의 입력신호로 전류를 내보내어 필드로봇의 붐, 

암, 버켓을 제어하게 된다. 따라서 Table 3과 같이 

EPPR Valve 컨트롤러의 매핑을 하여 필드로봇의 붐, 

암, 버켓의 동작을 정의하였다.

Table 3 State of Motion for EPPR Valve Voltage

EPPR Valve Voltage State of Motion

Boom

0V ~ 2.2V Boom Up

2.2V ~ 2.7V Neutral

2.7V ~ 5V Boom Down

Arm

0V ~ 2.2V Arm Out

2.2V ~ 2.7V Neutral

2.7V ~ 5V Arm In

Bucket

0V ~ 2.2V Bucket Out

2.2V ~ 2.7V Neutral

2.7V ~ 5V Bucket In

 4.1.2 동작 결과

조이스틱 신호에 따라 필드로봇의 EPPR Valve를 

제어하는 전압 값을 측정하였으며 굴착 작업에 대한 

결과는 Fig. 10과 같고 평탄화 작업에 대한 결과는 

Fig. 11과 같다.

Fig. 10 Input Voltage of EPPR Valve to Digging

Fig. 11 Input Voltage of EPPR Valve to Lev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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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ucket Angle = -138˚

(B) Bucket Angle = -100˚

(C) Bucket Angle = -22˚

(D) Bucket Angle = 22˚

Fig. 12 Digging Motion Test

(A) Bucket Angle = -19˚

(B) Bucket Angle = -20˚

(C) Bucket Angle = -19˚

Fig. 13 Leveling Motion Test

필드로봇의 동작 테스트는 굴착 작업과 평탄화 

작업에 대한 시나리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시험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가상의 공간을 설정하여 작

업 공간에서 시나리오 동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대

체하였다. 조이스틱 신호와 필드로봇의 동작 간의 

응답속도에 지연이 있었으나 굴착 작업에 대한 작

업기의 동작과 버켓 모션은 Fig. 12와 같고 평탄화 

작업에 대한 작업기의 동작과 버켓 모션은 Fig. 13

과 같다.

4.1.3 데이터 측정 결과

필드로봇의 원격조종기의 조이스틱 신호에 따라 

굴착 작업과 평탄화 작업을 수행할 떄의 붐, 암, 버

켓의 각도 값과 각 실린더의 헤드측과 로드측의 압

력값을 측정하였다. 각 센서로부터 측정된 데이터가 

Transceiver Telemetry Radio Module에 의해 전송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결과 값은 Fig. 14~15와 같다. 측

정된 데이터 중 굴착 작업 중 약 90초일 때 암 헤드 

부분의 값이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는 암의 동작이 아웃에서 인으로 동작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조작자의 조이스틱을 최대로 인의 방향으

로 조종하여 암 헤드측에 순간적으로 최대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4 Angle and Pressure Value at Digging Test



소형 필드로 의 무선 원격 제어를 한 조종시스템 구축에 한 연구

110   Journal of Drive and Control 2020. 12

Fig. 15 Angle and Pressure Value at Leveling Test

4.2 반자동 동작 시험

4.2.1 시험 방법

필드로봇 원격조종시스템의 반자동 동작 시험은 

평탄화 작업을 시나리오로 선정하였으며, 암 조이스

틱을 조종하여 암의 동작과 작업기 끝단의 위치에 

따라 붐, 버켓의 각도가 역기구학에 의해 결정된다. 

반자동 동작의 조이스틱 신호는 Fig. 16과 같다. 여기

서, 초기 0~10초 구간에서 붐, 버켓이 동작하는 이유

는 설정된 초기위치로 동작하는 것이다.

Fig. 16 Joystick Input Signal for Semi-Auto Test

4.2.2 동작 결과

필드로봇의 원격조종기를 통해 평탄화 작업 시나

리오에 대해 동작을 수행하였다. 암 조이스틱의 신호

에 따라 EPPR Valve를 제어하는 전압 값을 측정하였

으며, Fig. 17과 같다. 

수동 동작과 마찬가지로 시험 공간의 제약으로 인

해 가상의 공간을 설정하여 작업 공간에서 평탄화 

작업의 동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필드로

봇의 반자동 평탄화 작업에 대한 동작은 Fig. 18과 

같으며, 무선원격시스템의 응답속도 지연으로 인해 

반자동 제어에 대해서는 동작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

하였다.

Fig. 17 Input Voltage of EPPR Valve to Semi-Auto 

Test

(A) Bucket Angle = -82˚

(B) Bucket Angle = -100˚

(C) Bucket Angle = -110˚

Fig. 18 Semi-Auto Level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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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데이터 측정 결과

수동 조종 시험과 동일하게 측정을 하였으며, 필드

로봇의 원격조종기의 조이스틱 신호에 따라 평탄화 

작업을 수행할 떄의 붐, 암, 버켓의 각도 값과 각 실

린더의 헤드측과 로드측의 압력값을 측정하였다. 센

서로부터 측정된 데이터가 Transceiver Telemetry 

Radio Module에 의해 전송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결과 값은 Fig. 19와 같다.

Fig. 19 Angle and Pressure Value at Semi-Auto Test

5. 결 론

기존 필드로봇의 제어는 2개의 RCV를 사용하여 

작업기를 제어하는 구동 방식이었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필드로봇의 자동화를 위해 무선 통신 모

듈인 Transceiver Telemetry Radio Module을 이용하

여 무선원격 조종시스템을 기존 필드로봇의 제어방

식과 동일하게 동작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제시한 무선원격조종시스템을 통해 조

이스틱 신호를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의해 전압신호

로 변환하여 EPPR Valve 컨트롤러로 전달하고 

MCV를 제어할 수 있도록 입력신호로 전류를 내보

내어 필드로봇의 작업기인 붐, 암, 버켓을 동작하였

다. 원격조종시스템에 의해 필드로봇이 동작함을 

확인하기 위해 수동 조종에 의한 굴착 작업과 평탄

화 작업을 시나리오로 하는 동작을 재현하였으며 

반자동 동작에서는 평탄화 작업 시 암 조이스틱만

을 조종했을 때의 End-Effector 위치를 피드백 받아 

아두이노의 역기구학 모델을 통해 붐, 버켓의 각도

를 계산하여 암 조이스틱만을 이용하여 필드로봇의 

평탄화 작업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때, 무선원

격조종시스템의 지연시간은 289ms로 컨트롤러에서 

신호 처리 및 전송하는 시간이 39ms, 유압 밸브 응

답 시간이 250ms로 나타났다. 제시한 무선원격조종

시스템을 통해서 조종 시스템의 무선원격 환경에서

의 동작성과 측정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이 가능

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무선원격시스템을 통한 필드로봇의 자동화

를 위해 조종시스템의 지연시간을 줄이기 위한 연구

와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선원격시스템의 작

업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작업현장과 필드

로봇의 상태를 측정된 데이터와 구축된 시스템을 활

용하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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