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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를 활용한 굴착기
 원격 제어 및 계측에 관한 연구

나 선 준

울산대학교 대학원 건설기계공학과

국문요약

 굴착기는 다양한 종류의 작업에 대한 높은 적용성과 경제성으로 인해 건설, 광업,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범용 장비이다. 그러나 굴착기가 사용되고 있는 환경은 매우 열악하
여 사용자는 각종 소음, 진동, 분진에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석, 전도 등의 산업재해 
위험도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위험 지역에서 작업 시 사용자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국내외 기관에서 굴착기의 무인화 및 자동화
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장비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센서를 장착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수집된 정보를 빅 데이터로 관리하면서 고장 예지, 마케팅 활용, 고객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머신러닝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최근 5G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수천 km 떨어진 거리에서 굴착기의 초장거리 원격 조종에 성공하고 카메라
를 이용하여 영상 정보를 받아오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굴착기의 원격 제어 및 계
측 기술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은 시스템의 구성이 복잡하고 고가라는 문제와 해외로 나가는 시험장
비에 부착할 경우 다시 수거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센서 데이터
를 계측하여 저장하기 위해 별도의 저장 장치 혹은 메모리 카드가 필요하다는 단점도 존재한
다. 

 이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1.5ton 굴착기를 대상으로 인터넷 서버를 구축
하고 상용 MCU를 사용하여 개발 비용을 낮추면서 굴착기의 원격 제어 및 계측 시스템을 구
축하였다. 나아가 센서가 고장 났을 때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Machine learning 



Algorithm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유압 굴착기는 크게 펌프, 유압 밸브, 유압 실린더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굴착기는 고정 
용량형 펌프가 사용되었다.

2. Forward Kinematics, Inverse Kinematics, Dynamics 해석을 통해 굴착기의 기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유압 회로를 분석함으로써 기구학 모델과 유압 모델의 연결 방식을 도출
하였다.

3. 본 연구에 적절한 무선 통신 방법을 조사하여 RF 통신 및 Wi-fi 통신을 적용하였다,

4. MATLAB & Simulink 내의 Tool Box인 Simscape를 활용하여 가상 굴착기를 구축하여 
원격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5. 1.5ton에 원격 시스템을 적용하여 원격지에서 장비의 제어 및 센서 데이터 계측이 이루어
지는 지 확인하였으며 센서 데이터의 노이즈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Kalman Filter를 
적용하였다.

6. 센서의 고장으로 인해 센서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Machine 
learning algorithm의 종류인 Gradient Boosting algorithm을 적용함으로써 데이터를 복구
하였으며 비선형적인 특성임에도 복구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와 비슷한 형상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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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유압 굴착기1)는 작업, 선회, 주행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유압 실린더, 스윙 모터, 주행 모터 
등의 액추에이터를 작동시키는 장치로써 인간의 팔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작업 장치이며 유압 
굴착기는 건설, 농업, 산림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뛰어난 적용성을 보이고 있다. 굴착기가 
사용되고 있는 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사용자는 각종 소음, 진동, 분진에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석, 전도 등의 산업재해 위험도도 높으며 굴착기의 숙련자가 되려면 3 ~ 5년 정도의 
굴착기 운전 경험이 있어야 하고 최근 3D 업종에 대해 기피하는 현상이 심각해져 굴착기 숙
련자들의 감소 및 고령화 현상 등 다양한 문제들과 직면하고 있다. [1] ~ [2]

 또한 굴착기의 안전을 위해 장비의 가동 시 다양한 Sensor를 장착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분
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설계 및 시험 기준 개발, 가동 지역별 부하 특성 등에 활용하고 있
다. 최근에는 수집된 정보를 Big Data로 관리하면서 고장 예지, 마케팅 활용, 고객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Machine learning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고 있고 
가능하면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수집 장치의 수요가 증가하
고 있다. 그러나 상용 데이터 수집 장치의 경우 매우 고가이기에 해외로 나가는 시험장비의 
경우 다시 데이터 수집 장치를 수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거 비용이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
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많은 장비에서 동시다발적인 데이터 수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극한 환경 속 작업의 안전한 수행 및 분석을 위하여 원격 계측, 원격 제어, 자동화 
및 무인화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3] ~ [9]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관련 기술에 관한 논문 및 특허를 정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Fig. 1-1 ~ Fig. 1-4와 같다. [10]

 국외의 경우 GPS, 인터넷, 모바일 통신 기기 등의 IT 기술을 접목하여 캐나다, 미국, 호주에
서의 대학 연구 기관과 건설기계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 분야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국내에서도 
몇몇 대학과 건설기계 업체들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5G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수천 km 떨어진 거리에서 굴착기의 초장거리 원격 제어에 성공하고 카메라를 이용
하여 영상 정보를 받아오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굴착기의 원격 제어 및 계측 기술
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은 구성이 복잡하고 고가이기에 기존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개발 비용 및 재료비를 절감하여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용 MCU인 Raspberry pi, 각종 Sensor, Python 및 Simulink를 이용하여 제
작비는 절감시키면서 굴착기의 원격 제어 및 계측이 가능한 장비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국립 국어원에서는 세간에 포클레인이라고도 불리는 ‘굴삭기’가 잘못된 단어라고 주장하며 ‘굴착기’로 
쓰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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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1.5ton 굴착기를 대상으로 기구학 및 유압 시스템 해석을 수행하고 Internet 
Database를 구축하고 원격지에서 굴착기의 제어 및 계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Fig. 1-1 국가별 관련 논문 편수

Fig. 1-2 국가별 관련 논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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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국가별 관련 특허 건수

Fig. 1-4 국가별 관련 특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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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내용 및 방법     

 1.5ton 굴착기를 대상으로 원격 제어 및 계측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3D 모델링 Tool인 SolidWorks를 이용하여 D사의 1.5ton 크롤러형 굴착기를 모델링하고 링
크 조인트의 길이, 무게 중심, 관성 모멘트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 1.5ton 굴착기의 기준 
좌표계를 설정하고 Denavit - Hartenberg Table을 생성하였다. Forward Kinematics, 
Inverse Kinematics, Dynamics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굴착기 기구학 시스템을 분
석하였다. 그리고 1.5ton 굴착기의 유압 회로의 Pump, Motor, Valve, MCV, RCV, 
Cylinder의 사양들을 확인하고 유압 시스템을 분석하였다. 굴착기 원격 제어 및 계측 시스템
에 알맞은 통신 기법들을 선정하였고 Intertnet DataBase 구축을 위해 알맞은 DBMS를 선정
하였다. 

 원격 제어 및 계측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분석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Simulink 내의 SimMechanics & SimHydraulics를 활용하여 가상 1.5ton 굴착기 모델을 생
성하였다. DBMS인 MySQL을 활용하여 Internet DataBase를 구축하였고 가상 굴착기를 대상
으로 원격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실제 D사의 크롤러형 1.5ton 유압 굴착기에 원격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차 실험
을 진행하였다. 센서의 노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alman Filter를 적용하였다. 센서가 고
장 났을 상황을 가정하여 Machine learning algorithm을 적용하여 복구시키고 원본 데이터
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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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개요

2.1. 유압 굴착기

 본 논문에 사용된 1.5ton 굴착기의 구조는 Fig. 2-1과 같다. 굴착기의 유압 시스템과 에너지
의 변환 과정은 엔진에서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고, 유압 펌프에서 다
시 유압 에너지로 변환시켜 각 액추에이터에서 사용된다. 액추에이터로는 유압 실린더 및 유
압 모터가 주로 사용된다.

 유압 실린더는 Boom, Arm, Bucket으로 이루어진 작업 장치를 움직이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선회와 주행을 위해 유압 모터가 사용된다. 

 각 액추에이터의 방향, 유압, 유량을 제어하기 위해 펌프에서 송출된 유압 에너지는 
MCV(Main Control Valve)를 거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D사의 1.5ton 크롤러형 굴착기를 대상으로 기구 및 유압 시스템에 관하여 모
델링 하고 시뮬레이션 및 실차 테스트를 하였다.

Fig. 2-1 유압 굴착기 (1.5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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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Forward Kinematics

  Forward Kinematics는 각 조인트 공간에서 조인트 각도( )가 주어졌을 경우에 직교 공간
에서 링크 끝단의 위치( )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준 좌표계에서 바라본 끝단의 위치를 구하
기 위하여 식 (1)에 나타낸 변환 행렬을 사용한다.

  
 











cos   cossin  sinsin  cos sin  coscos   sincos  sin 
 sin cos 
   

(1)

  여기서 는 축 사이의 거리, 는 축 간의 각도, 는 축 사이의 거리, 는 축 간의 
각도를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기준 좌표계에서 바라본 끝단의 좌표는 각 좌표계의 변환 행렬을 모두 곱함으로
서 얻을 수 있으며 식 (2)와 같다.

 
   

 ×  
 ×  

 ×  ×    
 (2) 

  End effector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 1.5ton 굴착기의 기준 좌표계를 설정한 모습은 그림 
Fig. 2-2와 같고 간단히 도식화 한 형상은 Fig. 2-3과 같다.

Fig. 2-2 유압 굴착기 기준 좌표계 (1.5 ton)



- 7 -

Fig. 2-3 유압 굴착기 기준 좌표계 (간략화)

  기준 좌표계에서 바라본 끝단의 위치를 알아내려면 각 좌표계 간의 변환 행렬을 구해야 한
다. 이를 위해 Denavit-Hartenburg Table을 작성하면 Table 2-1과 같다.

    

1    


  

2     

3       


4     

Table 2-1 Denavit-Hartenburg Table

  
  Table 2-1을 활용하여 각 좌표계의 변환 행렬을 구하면 수식 (3), (4)와 같고 기준 좌표계
에서 바라본 끝단의 좌표는 식 (5)와 같다.

 
 











cos    sin    cos sin   cos    sin 

     

   

,  
 











cos   sin     cos sin  cos     si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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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cos      sin cos   sin     cos 

   
   

,  
 











cos   sin     cos sin  cos     sin 

   
   

(4)

  





 











                   

                     

                   

   

 (5)

  이는 Bucket의 끝단 위치가 기준 좌표계에서 축 방향, 축 방향, 축 방향으로 각각 
       ,        ,       

만큼 떨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위의 결과를 MATLAB & Simulink을 사용하여 Home Position(   ,    , 
   ,    )에서 End-Effector의 위치를 Vector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하고 3D 
Plotting 해봄으로서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2, Table 2-3과 같다.

Table 2-2. MATLAB & Vector 기법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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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Case 2 Case 3

   ,   

   ,   

   ,   

   ,   

   ,   

   ,   

Table 2-3 Plotting결과

 2.1.2. Inverse Kinematics

  Inverse Kinematics는 앞 절의 Forward Kinematics와는 반대로 위치가 주어졌을 때 조
인트 각도를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Inverse Kinematics를 통해 조인트 각도를 구하는 방법
은 크게 기하학적인 방법과 변환행렬의 특성을 사용하여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본 논
문에서는 변환행렬의 특성을 사용하여 조인트 각도를 구하였다.

  식 (2)에서 알 수 있듯이 기준 좌표계에서 바라본 작업 장치 끝단의 위치는 각 조인트의 변
환행렬을 곱한 것과 같다. 여기서  

의 역행렬을 양변에 곱하면 식 (6)과 같고 전개하면 식 
(7)과 같다.

 
   ×    

   ×  
   

 ×  
 ×  

 (6)











   

   
   

   

 










  

   

   
   

(7)

  을 구하기 위해 두 행렬의 (3,4) 성분을 비교하여 을 구한 결과는 식 (8)과 같다.

tan   


→ ∴  atan    (8)

        값을 구하기 위해 두 행렬의 (1,1) 성분 및 (2,1) 성분을 비교하여 
    을 구한 결과는 식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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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an     (9)

   , 를 구하기 위해 두 행렬의 (1,4) 성분 및 (2,4) 성분을 비교하며 식 (10), (11)과 같이 
정의한다.

          →      (10)

         →      (11)

  식 (10)과 (11)을 제곱하여 더해 를 구한 결과는 식 (12)와 같다.

  

 
   

   
   



→ ∴  asin 

 
   

   
   



 (12)

  식 (10)과 (11)에 있는    및  을 전개하여 정리하면 식 (13) 및 (14)와 같다.

        →     (13)

        →      (14)

  식 (13)의 양변에 를 곱하고 식 (14)의 양변에 를 곱하여 정리하면 식 (15)와 같다.

         →      

   (15)

  식 (13)의 양변에 를 곱하고 식 (14)의 양변에 를 곱하여 정리하면 식 (16)과 같다.

         →      

   (16)

  따라서 최종적으로 를 구하면 식 (17)과 같다.

∴  atan      (17)

  의 각도를 구하기 위해 식 (9)를 사용하여 식 (18), (19)와 같이 전개한다.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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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식 (18)의 양변에 c를 곱하고 식 (19) 양변에 d를 곱하여 정리하면 식 (20)과 같다.

 
  

   (20)

  식 (18)의 양변에 d를 곱하고 식 (19) 양변에 c를 곱하여 정리하면 식 (21)과 같다.

 
  

   (21)

  따라서 최종적으로 를 구하면 식 (22)와 같다.

  atan      (22)

  Inverse Kinematics로 구한 해를 줄이기 위해 3D Modeling Tool을 이용하여 Boom, 
Arm, Bucket의 제한 각도를 측정한다. Boom, Arm, Bucket의 거동 모습은 Table 2-4와 
같고 제한 각도는 Table 2-5와 같다.

Parts Up (out) Down (In)

Boom

Arm

Table 2-4 Boom, Arm, Bucket 거동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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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s min max

Boom ( )    (down)   (up)

Arm ( )    (out)   (in)

Bucket ( )    (in)  (out) 

Table 2-5 Boom, Arm, Bucket 제한 각도

  MATLAB & Simulink을 사용하여 제한 각도 범위 내에서 Forward Kinematics에 각도를 
주어 얻어진  ,  ,  ,  ,  ,  ,  ,  .  .  ,  ,   12개의 parameter를 이용하여 
Inverse Kinematics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각도를 비교함으로서 Inverse Kinematics에 대
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비교 결과는 Fig. 2-4와 같다.

Fig. 2-4 Forward Kinematics & Inverse Kinematics Angle Graph

Bu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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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결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제한 각도 범위 내에서 각도를 변화시키고 비교하였을 때 오
차 없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앞서 변환행렬을 사용하여 구한 Inverse Kinematics의 
해가 정확함을 알 수 있다.

 2.1.3. Dynamics

  앞 절의 Forward kinematics와 Inverse Kinematics를 통해 굴착기의 움직임을 직교좌표
계에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은 실제 굴착기의 움직임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기구학
의 수식적인 관계만을 나타낸 것이다. 굴착기의 실제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각 조인트
에 적용되는 힘이나 토크 값을 구해야 한다. 각 조인트의 토크 값은 다양한 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값을 구하면 토크 값에 의한 굴착기의 움직임을 동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굴착기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 개념에 
바탕을 둔 Euler-Lagrangian 방법이고, 두 번째는 Newton’s 2nd law에 기초를 둔 
Newton-Euler 방법이다.

  첫 번째 Euler-Lagrangian 방법은 시스템을 총괄하여 일반화된 좌표계를 정의하고 운동에
너지, 위치에너지, 감쇠에너지 등의 에너지 관계식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동적 특성을 일과 
에너지의 개념으로 나타낸 것이며 Newton-Euler 방법보다 간단하다.

  두 번째 Newton-Euler 방법은 각 링크에 작용하는 힘이나 모멘트의 합이 링크가 가지는 
가속도 및 각가속도에 비례한다는 Newton 제 2법칙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물리적 
개념이 명확하고 동역학 방정식의 유도에 효율적이다. 또한 Newton-Euler 방법은 
Euler-Lagrangian 방식보다 연산량이 적기 때문에 실시간 제어를 가능케 하며, 시뮬레이션 
및 컴퓨터 계산에 탁월한 장점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Newton-Euler 방법을 사용하여 
굴착기의 Dynamics를 전개한다. Newton-Euler 방식을 사용하여 굴착기 Dynamics를 전개
할 때, 조인트에 걸리는 초기 조건은 식 (23)과 같다.

  ,   ,   ,         ,   ,   ,     (23)

  Forward Equation을 풀기 위해 각 조인트 회전행렬을 구하면 식 (24) ~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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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조인트에서 떨어진 무게 중심점 및 관성행렬은 식 (28) ~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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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표에 대한 좌표의 원점까지 떨어진 거리를   
 라고 지칭하며 각 조인트에 대해 적

용하면 식 (32) ~ (35)와 같다.

 
     

 (32)

 
      

 (33)

 
        

 (34)

 
        

 (35)

  Forward Equation을 통해 조인트의 속도를 계산하는 계산식은 (36)과 같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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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트의 각 가속도 및 선 가속도의 계산 공식은 식 (37) 및 (38)과 같다.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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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8)

  Backward Equation을 통해 각 조인트에 걸리는 토크 값을 계산한다. 계산과 관련된 식은 
(39) ~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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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Hydraulic System

  1.5ton 굴착기를 대상으로 가상 굴착기를 만들어 내는 등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유압 회
로도를 분석하였으며, 1.5ton 굴착기의 전체 유압 회로도를 간략히 나타내면 Fig. 2-5와 같
다. 

Fig. 2-5 굴착기 유압 회로도 (1.5 ton)

  Fig. 2-5에서 확인할 수 있듯 1.5ton 굴착기의 유압 회로는 크게 2개의 Main Pump와 1개
의 Sub Pump, Boom Cylinder, Arm Cylinder, Bucket Cylinder, 6개의 방향제어밸브 
(Boom, Arm, Bucket, Swing, Travel) , Travel Motor(Right, Left), Swing Motor로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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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1. Pump

   1.5 ton 굴착기에는 2개의 Axial Piston Pump (Main), 1개의 Gear Pump (Sub)가 장착
되어 있으며 Pump의 송출량이 일정하다. 

   Main Pump인 Axial Piston Pump는 고압 영역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지며 비교적 높은 
출력을 내는 유압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된다. Sub Pump인 Gear Pump는 유압펌프 중 구
조가 간단하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
되는 펌프이며 일반적인 Axial Piston Pump 및 Gear Pump의 모습은 Fig. 2-6, Fig. 2-7
과 같다. 

  

Fig. 2-6 Axial Piston Pump

Fig. 2-7 Gear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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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ton 굴착기는 Pump의 송출량이 일정하므로 Pump에서 송출되는 유량은 식 (44)와 같
으며 장착된 Pump의 세부 제원은 Table 2-6과 같다.

   (44)

Main Pump Sub Pump

MAKER UCHIDA MAKER UCHIDA

Type Axial Piston Type GEAR

Displacement   Displacement  

Max Flow Rate  min Max Flow Rate  min
Weight   Weight -

Table 2-6 Pump 제원

  2.1.4.2. 방향제어밸브

   방향제어밸브란 유압 유체의 흐름을 출발, 정지시키거나 흐름의 방향을 변경시키는 밸브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 사용된 밸브의 종류는 Fig. 2.13과 같은 3way 6port의 형태로써 바이
패스 라인(bypass line)을 포함한다. 스풀이 중립 위치에 있을 경우 바이패스 라인만이 개
방되며, 밸브의 양쪽으로 입력되는 파일럿 압력에 따라 스풀이 이동해 유로가 형성되거나 
막히게 되고 그에 따른 개구면적이 스풀의 스트로크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변하게 된다. 각
각의 스풀에는 유압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고 운전자의 조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
로 여러 형태의 노치를 사용한다.  밸브를 통과하는 유량의 계산식은 식 (45)와 같다.

Fig. 2-8 3way 6port directional control valve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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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3. 유압 실린더

   유압 실린더는 유체의 운동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키며 작은 크기의 장치에서 
매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유압 실린더는 Fig. 2-9와 같은 형
상이며 크게 실린더 튜브, 피스톤, 피스톤 로드 등으로 구성되며 실린더에서 출력되는 힘의 
계산식은 식 (46)과 같고 장착된 실린더의 제원은 Table 2-7과 같다.

 

Fig. 2-9 hydraulic cylinder

   (46)

Boom Arm Bucket
Rod  Rod  Rod 

Tube out  Tube out  Tube out 

Tube inner  Tube inner  Tube inner 

Stroke  Stroke  Stroke 

Table 2-7 hydraulic cylinder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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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선 통신

 무선 통신이란 유선을 통하지 않고 전파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최근 
Smart Construction이 이슈로 떠오르며 Wireless 기술이 주목 받고 있고 특히 원격지에서 
장비의 데이터를 읽어오는 원격 계측 기술에 있어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술에 대
한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상용 MCU에 적용 가능한 무선 통신의 종류는 Wi-Fi , RF(Radio 
Frequency), Bluetooth, NFC 크게 4가지가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Wi-Fi, RF 통신을 적용한
다. 또한 원격지에서 장비의 제어, 데이터 저장을 위해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Oracle사의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인 MySQL을 
이용하여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한다.

 2.2.1. Wi-Fi

  Ethernet이 유선으로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라면 Wi-Fi는 무선으로 인터
넷에 연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며 개념도는 Fig 2-10과 같다. Wi-Fi는 Ethernet과 물
리적인 연결의 차이점을 제외하면 거의 동일하다 할 수 있다.

  Wi-Fi는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AP(Access Point)와 무선기기 사이의 
통신을 나타내는 용어로 흔히 사용되며 Bluetooth, XBee 통신과 마찬가지로 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대역 중 2.4GHz 대역을 사용한다. 최근 Wi-Fi, Bluetooth를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증가로 인해 무선기기들 사이의 간섭이 증가함에 따라 ISM 대역 중 사용 빈도가 
낮은 5GHz 대역을 사용하는 장치가 증가하고 있지만 5GHz는 2.4GHz에 비해 직진성이 강해 
장애물에 대한 회피가 어려우므로 두 대역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Fig. 2-10 Wi-Fi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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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RF(Radio Frequency)

  RF(Radio Frequency) 통신은 전파를 이용한 정보 송수신의 총칭이며, 무선 통신에 이용되
는 주파수는 수백kHz ~ 수십 GHz의 범위이며 통신 종류나 목적에 따라 주파수가 할당된다. 
본 논문에 데이터 수집 장치를 구성함에 있어 RF 통신의 한 종류인 ZigBee 통신을 사용한
다.

  ZigBee는 근거리 저전력의 무선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을 의미하며 Bluetooth, Wi-Fi와 마
찬가지로 ISM 대역 중 2.4GHz 대역을 사용한다. ZigBee의 통신 속도는 약 250Kbit/s의 속
도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ZigBee 프로토콜은 간단하고 저렴한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용이하며 주기적으로 적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 네트워크 구성에 흔히 사용된다. ZigBee는 저속 개인용 근거
리 무선 네트워크 표준인 IEE 802.15.4를 바탕으로 하며 P2P 네트워크뿐만이 아닌 Cluster
나 Mesh 네트워크도 지원한다. 즉, ZigBee 프로토콜은 IEEE 802.15.4를 바탕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활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ZigBee 프로토콜의 다양한 개념도는 Fig. 
2-11과 같다. 기본적으로 통신을 관장하는 Coordinate와 End point로 이루어져 있으며 네
트워크 확장을 위해 Router가 추가되어 Router의 연결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
크를 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11 XBee Network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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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DataBase Management System

  DataBase란 간단히 정의하면 ‘대용량의 데이터 집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은 이런 DataBase를 관리해주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또한 DataBase는 여러 명의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이 공유하고 동시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므로 Microsoft사의 프로그램인 Excel과 DBMS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나 절대
적으로 다르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Python과 Oracle사의 Tool인 MySQL을 사용하
여 Internet DataBase를 구축하고 관리하며 일반적인 DataBase/DBMS/사용자/응용프로그
램의 관계도는 Fig 2-12와 같다. 

Fig. 2-12 DataBase / DBMS / Client / Program 관계도

  

  컴퓨터 파일에 기록하고 저장하는 시스템인 파일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DBMS를 사용한다. DBMS에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
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가 SQL(Structured Query Languqge)이다. SQL을 사
용하여 DBMS를 통해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고 추출할 수 있게 된다.

  DBMS의 유형은 크게 계층형(Hierarchical), 망형(Network), 관계형(Relational) 객체지향
형(Object-Oriented), 객체 관계형(Object-Relational)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계층형 DBMS는 가장 처음으로 나온 DBMS구조이며 각 계층은 트리형태이며 1:N 관계를 갖
는다. 계층형 DBMS는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구축한 이후 구조 변경이 까다롭다는 점,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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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의 검색은 빠르지만 접근의 유연성이 부족해 임의의 검색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
다. 계층형 DBMS를 도식화한 모습은 Fig. 2-13과 같다. 

Fig. 2-13 Configuration of Hierarchical DBMS

  망형 DBMS는 계층형 DBMS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1:1, 1:N, N:M 관계
가 지원되어 효과적이고 빠른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다. 망형 DBMS를 도식화한 모습은 Fig. 
2-14와 같다.

Fig. 2-14 Configuration of Network DBMS

  관계형 DBMS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테이블에 저장된다. 따라서 테이블이라는 구조가 
RDBMS (Relational DBMS)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다. RDBMS에서 테이블은 데
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구조이며 도식화한 모습은 Fig. 2-15와 같다. 데이터를 하
나의 테이블이 아닌 여러 개의 테이블에 나눠서 저장하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데이터 저장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RDBMS의 장점은 다른 DBMS에 비해 쉽게 변화
에 순응할 수 있는 구조로 유지보수 측면에서 편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용량 데이터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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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고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므로 데이터에 동시에 접근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RDBMS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비의 데이터
를 추출해 대용량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RDBMS를 사용하여 DataBase를 관리한다.

 2.3. Kalman Filter

  Filter는 입력 신호에서 원치 않는 주파수 성분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신호 대 잡음
비(Signal to Noise Ratio, SNR)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센서의 잡음(Noise)을 제거하기 위
해서 Filter의 적용이 필요하다. 필터는 형식이나 기능에 따라 Table 2-8과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조이스틱의 응답성과 센서의 노이즈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Kalman Filter를 사용한다.

구분 필터 종류
입출력 특성 선형, 비선형
동작 방식 능동형, 수동형
요구 기능 저역 통과, 고역 통과, 대역통과, 대역차단
출력 방식 아날로그, 디지털

이산화 여부 연속시간, 이산시간
디지털 필터 방식 FIR, IIR

Table 2-8 Filter 분류

  Kalman Filter는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는 선형 역학 시스템의 상태를 추적하는 필터로 신
호 처리, 로봇 공학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되며 매우 좋은 효율적인 성능으로 널리 쓰이며 
Kalman Filter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변수는 Table 2-9와 같으며 Flow Chart는 Fig. 2-16

Fig 2-15 Configuration of R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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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입력과 출력이 하나씩인 간단한 구조로 측정값이 입력되면 내부에서 처리한 다음 추정값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총 4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1단계는 예측 과정으로, 2~4단계에서 계속 사용하는 두 변수  , 를 계산하며 관련 계산 
식은 수식 (47)과 같다.


    , 

  
   (47)

 위첨자( )는 예측 값을 의미하며 예측 단계의 계산식은 실제 시스템의 모델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2단계는 Kalman 이득()을 계산하는 과정이며 수식 (48)과 같다. 변수  
는 앞 단계에서 

계산한 값을 사용하며 와 은 Kalman Filter 알고리즘 밖에서 미리 결정되는 값이다. 

  


  (48)
 
  3단계는 입력된 측정값을 바탕으로 추정 값을 계산한다. 계산식은 (49)와 같다.

  
   

 (49)

  4단계는 오차의 공분산을 구하는 단계로, 추정 값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된
다. 계산식은 (50)과 같다.

  
  

(50)   

변수용도 변수

외부 입력  (측정값)

최종 출력  (추정값)

시스템 모델  ,  ,  , 

내부 계산용  ,  , , 

Table 2-9 Kalman Filter 알고리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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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6 Kalman Filter Flow Chart

 2.4. Machine learning

  Machine learning은 컴퓨터에게 사람이 직접 Logic을 설명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통해 컴
퓨터가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Machine learning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공학에서는 부품의 파괴를 
예측하는 고장 예지에 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적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 값이 손실되었을 때, 그 값을 보정하여 데이터의 후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Decision Tree의 Ensemble 방식 중 
하나인 Gradient Boosting algorithm을 적용하여 손실된 데이터에 대해 예측을 할 수 있도
록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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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Gradient Boosting Algorithm

   Machine learning에서 Boosting이란 성능이 다소 약한 학습기를 결합하여 더 정확하고 
강력한 학습기를 만드는 방식을 의미한다. Gradient Boosting Algorithm이란 이전 약한 학
습기에서 발생된 에러에 대해 다음의 약한 학습기를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직
관적으로 나타낸 형상은 Fig. 2-17과 같으며 Flow Chart는 Fig 2-18과 같다.

Fig. 2-17 Gradient Boosting Algorithm

Fig 2-18 Gradient Boosting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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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션 및 결과

 1.5ton 굴착기에 원격 시스템을 적용하기 전 SimMechanics & SimHydraulics를 활용하여 
가상 굴착기를 만들고 원격 시스템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한다. 본 장에서는 시
뮬레이션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Flow chart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다. [11] ~ [12]

3.1. 하드웨어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전체적인 하드웨어 구성 개념도는 Fig. 3-1과 같으며 2개의 조이스틱, 
MCU(Arduino, Raspberry pi)로 구성된다. 실제 구성된 하드웨어는 Fig 3-2, Fig 3-3과 같
다.

Fig. 3-1 하드웨어 개념도

Fig. 3-2 하드웨어 구성 (Transmitter)



- 29 -

Fig 3-3 하드웨어 구성 (Receiver)

  3.1.1. Joystick

   Joystick은 Boom, Arm, Bucket의 동작을 제어하며, Potentiometer Type의 조이스틱을 
사용한다. 조이스틱의 도면 및 형상은 Fig. 3-4와 같고, 제원은 Table 3-1과 같다.

Fig. 3-4 Electric Joys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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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MCU (Micro Controller Unit)

  인터넷 서버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상용 MCU인 Raspberry pi를 사용한다. 
그러나 Raspberry pi는 ADC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이스틱의 값을 읽어오기 위해 
시뮬레이션에서는 또 다른 MCU인 Arduino를 사용하여 조이스틱의 값을 읽어오고 
Raspberry pi로 값을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MCU의 형상은 Fig. 3-5와 같고 제원은 
Table 3-2 및 Table 3-3과 같다.

Fig. 3-5 Arduino(좌) Raspberry pi(우)

Parameter Unit

Resistance Value 

Resistance Angle 

Resistance Tolerance ±

Independent Linearity ±

Resolution Essentially infinite

Temperature Coefficient Resistance ±

Output Smoothness 
max

X and Y Axis Electricity Corner ±

Insulation Resistance ±

Restoration Error Rate ±

Life Cycle 

Operating Temperature Range    ∼ 

Table 3-1 Specification of Joys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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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Controller ATmega328
Operating Voltage 5V

Input Voltage 7-12V
Digital I/O Pins 14

PWM output 6
Analog Input Pins 6

Clock Speed 16MHz
SRAM 2KB

Table 3-2 Specification of Arduino

CPU BCM2837B0
GPU Broadcom Videocore-IV
GPIO 40-pin

Networking
Gigabit Ethernet, 2.4GHz and 5GHz 

802.11b/g/n/ac Wi-Fi
Clock Speed 1.4GHz

RAM 1GB

Table 3-3 Specification of Raspberry pi



- 32 -

3.2. Flow Chart

 시뮬레이션은 송신부 조이스틱의 값을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고 수신부가 데이터베이스로부
터 값을 받아들여  가상 굴착기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각 조인트의 센서 값 및 압력 값을 확인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뮬레이션의 전체 Flow Chart는 Fig. 3-6과 같다.

Fig. 3-6 Simulation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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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뮬레이션 모델

 가상 굴착기 모델 확보를 위해 3D 모델링, 유압 회로 모델링, 기구학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Simulink 환경에서 가상 굴착기에 원격시스템을 탑재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다.

 3.3.1. 3D 모델링

  3D 모델링은 SolidWorks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으며 각 Parts에 대하여 모델링 작업을 수
행하였다. 각 Parts 및 조립 형상은 Table 3-4 및 Fig. 3-7과 같다.

Part Name Figure

Lower Base

Upper Base

Boom

Table 3-4 Figure of Excavator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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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굴착기 결합 형상

Arm

Bu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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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유압 회로

  1.5 ton 굴착기의 유압 회로에 대해 SimHydraulics Tool Box를 활용하여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였다. 1.5ton 굴착기의 유압 회로를 간략화 시켜 주행을 제외한 Boom, Arm, Bucket 
동작만 한다고 가정하였다. 간략화된 유압 회로도는 Fig. 3-8과 같으며 굴착기의 동작과 관
련된 펌프, 밸브, 실린더를 SimHydraulics상에서 모델링하였고 이론적인 계산식과 비교하며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Fig. 3-8 굴착기 유압 회로도 (1.5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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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1. Pump

   1.5ton 굴착기에 부착된 2개의 고정 용량형 펌프를 모델링 하였으며 펌프의 Parameter 
및 모습은 Fig. 3-9, Fig. 3-10과 같다. 펌프는 6.1cc/rev의 용적을 가지며 연결된 모터의 
2300rpm으로 작동된다. 펌프의 체적 효율은 92%라 가정한다.

  

Fig. 3-9 Pump 시뮬레이션 모델

 Fig. 3-10 Pump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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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간 펌프가 회전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론적인 계산식과 시뮬레이션 펌프 모델의 유
압 송출량을 비교하였다. 결과는 Fig. 3-11과 같다.

Fig. 3-11 Pump 송출량 비교

   비교 결과 이론적인 계산식을 통한 펌프의 송출량과 시뮬레이션 모델에서의 펌프 송출량이 
일치한다. 따라서 SimHydraulics를 통한 펌프의 모델링은 타당하다 할 수 있다.

  3.3.2.2. 방향제어밸브

   1.5ton 굴착기에 사용되는 밸브는 3way 6port의 형태로써 바이패스 라인(bypass line)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SimHydraulics 라이브러리에서는 3way 6port 밸브가 없으므로 가
변 오리피스를 이용하여 각각 스풀의 기능을 구현하였다. 

   스풀이 중립 위치에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바이패스 라인만이 개방되며, 밸브의 양쪽으로 
입력되는 파일럿 압력(Pilot Pressure)에 따라 스풀의 변위가 바뀌고 개구면적이 비선형적
으로 변화한다. 1.5ton 굴착기의 Boom, Arm, Bucket 밸브 스풀 변위에 따른 개구면적 선
도는 Fig. 3-12 ~ Fig. 3.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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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Boom Valve Spool Stroke - Area

Fig. 3-13 Arm Valve Spool Stroke - Area



- 39 -

Fig. 3-14 Bucket Valve Spool Stroke - Area

   Boom 밸브, Arm 밸브, Bucket 밸브를 모델링 한 형상은 Fig. 3-15 ~ Fig. 3-17 같다. 
각각의 가변 오리피스에 Fig. 3-12 ~ Fig. 3-14에 주어진 비선형 구간을 세분화시켜 Fig. 
3-18과 같이 파라미터에 반영함으로써 실제 굴착기의 밸브들과 유사하게 모델링 하였다.

Fig. 3-15 Arm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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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Boom Valve

Fig. 3-17 Bucket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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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Valve Parameter 설정 (Boom Up Pump to Cylinder) 

  3.3.2.3. 유압 실린더

   1.5톤 굴착기는 총 3개의 실린더를 작동하여 Boom, Arm, Bucket을 구동한다. 실린더의 
사양은 Table 2-7과 같으며 각각의 실린더의 헤드의 면적 및 로드의 면적, 스트로크, 초기
위치 등을 입력하여 Fig. 3-19와 같이 설정하였다.

Fig. 3-19 실린더 모델링 (Arm)

 

  3.3.2.4. 시뮬레이션 유압 회로

   SimHydraulics를 활용하여 펌프, 밸브, 실린더를 모델링하였으며 1.5ton 가상 굴착기의 
전체 유압 회로도는 Fig. 3-20 및 Fig. 3-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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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0 Hydraulic Circuit Model

Fig. 3-21 Hydraulic Circu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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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기구학

  3.3.1절에서 SolidWorks을 활용하여 작업된 모델을 바탕으로 SimMechanics Tool Box를 
사용해 각 조인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좌표변환을 통한 조립을 하였다. Simulink 상에서 
구현된 기구학 모델링은 Fig. 3-22와 같다.

Fig. 3-22 기구학 모델링

 3.3.4. 결합 모델

  앞 절에서 모델링된 유압 시스템과 기구학 시스템을 모델링하였고 이를 결합시켜 가상 굴착
기를 만들었다. 유압 시스템과 기구학 시스템을 결합시키는 방법은 Fig. 3-23과 같다. 스풀
의 변위에 따라 유압 실린더의 Force가 나오게 되고 이를 기구학 모델로 전달하게 된다. 
Force를 입력 받은 기구학 모델은 실린더의 Velocity를 다시 유압 모델의 부하로 전달하게 
된다. 전체 시스템 구성도 및 모델의 형상은 Fig. 3-24 및 Fig. 3-25와 같다.

Fig. 3-23 유압 시스템 및 기구학 시스템 결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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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전체 시스템 구성도

Fig. 3-25 시뮬레이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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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뮬레이션 결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원격 제어 및 계측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Boom, 
Arm, Bucket을 움직이며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Table 3-5, Table 3-6과 같다.

Parts Up (out) Down (In)

Boom

Arm

Bucket

Table 3-5 Boom, Arm, Bucket 시뮬레이션 결과

1 2 3

Table 3-6 Digging 작업 ( 1 -> 2-> 3 순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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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원격 계측이 잘 이루어지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Multi-Body Modeling에서 조
인트의 각도마다 Scope를 부착하여 조인트의 각도 값을 획득하였다. 유압 회로에서는 작업 
장치의 실린더에 Hydraulic Pressure Sensor를 부착하여 작업 장치 실린더의 압력을 획득
하였다. 

 이후 Python을 활용하여 Simulink상에서 획득한 각 조인트의 각도 및 작업 장치의 압력 데
이터를 MySQl 서버로 저장하였다. MySQL 서버 상에서 데이터가 저장된 모습은 Fig 3-26과 
같다.

Fig 3-26 데이터 저장 화면

 시뮬레이션 결과 원격지에서도 굴착기의 센서 데이터가 잘 저장됨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된 데이터들을 csv 파일로 저장하여 MATLAB, Python, Pandas 등을 활
용하여 Fig 3-27 ~ Fig 3-30과 같이 저장된 데이터의 그래프를 도식화 할 수 있다. 

 또한,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작업 장치 간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만약 계
측 센서의 사용이 불가능해졌을 때, Machine learning 기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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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 조인트 각도 Graph

 

Fig 3-28 Boom 실린더 압력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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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 Arm 실린더 압력 Graph

Fig 3-30 Bucket 실린더 압력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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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차 실험 및 결과

 실차 실험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1.5ton 굴착기에 원격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작 
테스트 및 작업 장치(Boom, Arm, Bucket)의 각도, 실린더의 압력을 원격지에서 계측하고 분
석한다.

4.1. 하드웨어

 실차 실험의 하드웨어는 크게 EPPR Valve, 컨트롤 박스(원격 제어, 원격 계측), 각도 센서, 
압력 센서, 카메라, MCU로 구성되며 Fig 4-1 ~ Fig 4-6과 같다. 하드웨어가 장착된 굴착기
의 전체 모습은 Fig 4-7과 같다.

Fig. 4-1 EPPR Valve (1.5 ton Excavator) 

Fig. 4-2 Control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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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Camera 설치 모습 

Fig. 4-4 조인트 각도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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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실린더 압력 센서

Fig. 4-6 MCU 앞면 (좌) 및 뒷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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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전체 시스템 구성도

 4.1.1. EPPR Valve

  굴착기에서 작업 장치와 상체는 유압식 조이스틱에 의해 제어되며 이 구조는 비례 감압 밸
브로 구성되며 이 밸브 몇 개가 연결되어 MCV의 입력 신호를 제어한다. 원격 제어를 위해
서는 이러한 유형의 유압 밸브를 전기 신호를 통해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
의 시스템에서는 기존에 1.5ton 굴착기에 부착되어 있던 EPPR Valve를 활용하여 원격 제어
를 하였다.

  본 시스템에 적용된 EPPR Valve는 EHPR98-T35이며 형상 및 제원은 Fig 4-8 및 Table 
4-1과 같다.  

Fig. 4-8 EPPR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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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Inlet Pressure (bar) 103

Max Tank Port Pressure (bar) 34.5
Control Pressure at Max Control 

Current (A)
20.7

Max Control Current (A)

1.38A for 10 VDC Coil
1.30A for 12 VDC Coil
0.69A for 20 VDC Coil
0.65A for 24 VDC Coil

Resistance (ohm)

4.2 ohm (10V)
5.1 ohm (12V)
17 ohm (20V)

19.3 ohm (24V)
Inductance 80mH (12V)

Hysteresis less than 4% with 100 Hz PWM

Rated Flow (lpm) 5.7

Max. Internal Leakage
De-energized: 75ml/min at 25bar
Energized at I-Max: 125ml/min at 

25bar
Temperature (degree) -40 to 120

Ambient Air Temperature (degree) -40 to 80

Electric controllers EVDR Series controller

Performance

Table 4-1 Specification of EPPR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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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PR Valve를 제어하기 위해 Hydraforce사의 EVDR1 컨트롤러를 적용하였으며 Fig 4-9
와 같다. 컨트롤러로 입력 전압이 들어가면 전류를 내보낼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EPPR 
Valve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EVDR1 컨트롤러의 출력은 정방향 및 역방향 모두 가능하며 
입력 전압 대비 출력 전류를 매핑한 모습은 Fig 4-10과 같다.  

Fig. 4-9 EVDR1 Controller

Pressure Drop vs Flow Cartridge Only

Reducing Pressure vs Current In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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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EVDR1 매핑 화면 (Boom)

 4.1.2. RC Filter

  조이스틱의 변위를 0 – 5V 전기신호로 매핑하여 EPPR Valve로 보내기 위해 본 시스템에
서는 Arduino를 활용한다. 그러나 Arduino에서는 DAC (Digital to Analog Converter)가 
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0 – 5V 아날로그 전기 신호가 아닌 PWM (Pulse With 
Modulation) 신호를 내보낸다.

  PWM 신호를 그대로 EPPR Valve Controller로 보내게 되면 필연적으로 굴착기의 동작이 
매끄럽지 못하다. 따라서 저항 및 커패시터를 이용하여 RPWM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
하였으며 적절한 저항 값 및 커패시터 값을 선정하기 위해 Multisim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을 진행하며 선정하였다. 회로 구성 및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 4-11 ~ Fig 4-14와 같다.

  결과적으로 Swing, Travel(Left, Right), Boom, Arm, Bucket 6개의 PWM 신호 변환을 
위한 RC filter 구성은 Fig 4-15와 같고, 원격 제어를 위한 컨트롤 박스 구성은 Fig 4-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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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RC Filter 회로 구성

Fig. 4-12 70% PWM 신호 (빨간색) 및 필터 후 신호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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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50% PWM 신호 (빨간색) 및 필터 후 신호 (파란색)

Fig. 4-14 RC Filter 회로 구성



- 58 -

Fig. 4-15 컨트롤 박스 내부 구성

 4.1.3. RF 통신 모듈

  작업 장치에 부착된 센서의 데이터를 무선으로 받아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기 위해 전력 소
모량이 적고 채널 구성이 용이한 ZigBee 모듈인 XBee S2C 모델을 사용한다. ZigBee 통신 
모듈의 형상 및 제원은 Fig 4-16, Table 4-2와 같다.

.

Fig 4-16 XBee Seri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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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Bee 모듈을 사용해 센서 데이터를 받아서 종합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는 수신부, 센
서 데이터를 보내는 송신부의 컨트롤 박스 내부에 들어가는 구성품은 Fig 4-17, 4-18과 같
고 최종적으로 1.5ton 굴착기의 원격 계측 네트워크 구성은 Fig 4-19와 같다.

Fig. 4-17 원격 계측 수신부 구성품

Distance (m) 90 ~ 3200

Maximum output power 63mW

RF Data rate 250,000 bit/s

Receiver sensitivity -101 dBm

Input Voltage (V) 2.7~ 3.6

Current
Transmitter : 120mA

Receive : 32mA

Network topology

point to point
point to multi-point

peer to peer
Digi Mesh

channel 11-26

Table 4-2 Specification of XBee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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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8 원격 계측 송신부 구성품

 
Fig. 4-19 원격 계측 네트워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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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Joystick

  원격지에서 신호를 보내기 위해 Hall Sensor 타입의 Joystick을 선정하였다. 또한 1.5ton 
굴착기와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2-axis joystick 2개 (Swing, Bucket, 
Boom, Arm) 1-axis joystick 2개 (Travel Left, Travel Right)를 채택하여 컨트롤 박스를 
구성하였다.

  실차 실험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격 제어 컨트롤 박스(수신)의 릴
레이 모듈로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 스위치를 적용하였다. Joystick의 형상은 Fig 4-20
과 같고 제원은 Table 4-3, Table 4-4와 같다. 최종 구성된 컨트롤 박스의 모습은 Fig 
4-22와 같다.

 

Fig. 4-20 1-axis Joystick(좌) 및 1-axis Joystick(우)

Mechanical Angle of Movement (degree) 70

Supply Voltage (V) 5

Output Impedance (ohm) 6

Current Consumption Max 10mA

Sensor Hall effect

Table 4-3 Specification of 1-axis Joys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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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 원격 제어 (송신부) 컨트롤 박스

Mechanical Angle of Movement (degree) 40

Supply Voltage (V) 5

Output Impedance (ohm) 2

Return to Center Voltage Tolerance ±200mV

Sensor Hall effect

Table 4-4 Specification of 2-axis Joys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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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Kalman Filter

 작업 장치의 센서 값을 편하게 읽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 상용 MCU인 Arduino를 
사용한다. Arduino에는 10비트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가 내장되어 있어 센서 
신호의 0-5V 아날로그 값을 0-1023 비트로 변환하여 값을 읽어온다.

 ADC를 통해 들어오는 값을 정밀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전원 및 신호선의 노이즈를 저감
시켜야 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노이즈를 저감하기 위한 방식으로 Kalman Filter를 사용하였
으며 시스템 모델에 사용하는 변수 4가지를 Table 4-5와 같이 설정하였으며 식 (51) ~ (53)
과 같이 수식을 적용하였다.

     (51)
  
      (52)

    
  (53)

  Kalman Filter를 적용하지 않은 각도 값과 Kalman Filter를 적용한 후의 각도 값을 비교
한 모습은 Fig 4-23과 같다.

Fig. 4-23 Kalman Filter 적용 그래프

A H Q R
1 1 0.32 0.8

Table 4-5 Kalman Filter 시스템 모델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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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 결과

 실차 실험은 앞 절의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1.5ton 굴착기에 네트워
크를 구성하여 Travel, Swing, Boom, Arm, Bucket 동작이 원활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
인하였다. 원격 제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Fig 4-24와 같다.

Fig. 4-24 원격 제어 데이터베이스 화면

 안전을 위한 스위치의 값은 0 혹은 1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Boom, Arm, 
Bucket, Swing, Travel Left, Travel Right의 값은 0 ~ 1 사이의 PWM 신호로 들어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신호를 보냈을 때 굴착기의 동작은 Table 4-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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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m

Up Down

Arm

In Out

Bucket

In Out

Table 4-6 1.5ton 굴착기 동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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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ng

Left Right

Travel

Forward Reverse

 원격 제어 실차 실험 결과 원격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Joystick의 변위에 따라 전기 신
호를 EPPR Valve로 보낼 수 있으며 굴착기의 조종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작업에 따른 센
서 신호를 획득한 모습은 Fig 4-25와 같다.

Fig. 4-25 데이터베이스(센서 데이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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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득한 센서 데이터를 그래프로 도식화 하면 Fig 4-26 ~ Fig 4-29와 같다.

   

Fig. 4-26 조인트 각도

Fig. 4-27 Boom 실린더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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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8 Arm 실린더 압력

Fig. 4-29 Bucket 실린더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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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Machine learning

 센서의 고장으로 인해 센서의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 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Machine learning algorithm의 적용이다. 

 본 논문에서는 EDA(Explorer Data Analysis)를 통해 조인트의 각도, 실린더의 압력간의 관
계를 파악하고 Machine learning algorithm 중 Gradient Boosting algorithm을 적용하여 
센서 데이터를 복구 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4.4.1 EDA (Explorer Data Analysis)

  EDA란 수집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주어진 데이터를 시각화 분석 툴을 이용해 다양한 관
점에서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MATLAB을 활용하여 앞 절에서 획득한 조인트의 각도와 
실린더 압력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Fig 4-30 ~ Fig 4-33과 같다.

Fig. 4-30 Boom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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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 Arm 정보

Fig. 4-32 Bucket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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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3 Boom, Arm, Bucket 정보

  EDA 결과 Boom, Arm, Bucket 각각의 조인트 각도와 실린더 압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조인트의 각도 및 실린더의 압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4.2 복구 결과

  50초 이후부터 Boom Head, Arm Lod, Bucket Lod 센서의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Gradient Boosting Algorithm을 적용하여 복구하였으며 원본 데이터와 비교한 결
과는 Fig 4-34 ~ 4-31과 같다.

Fig. 4-34 Boom Head 데이터 복구 결과



- 72 -

Fig. 4-35 Arm Lod 데이터 복구 결과

Fig. 4-36 Bucket Lod 데이터 복구 결과

  복구 결과 Gradient Boosting Algorithm을 적용한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의 개형이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원격지에서 센서 데이터를 획득할 때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Machine learning algorithm을 적용하여 그 수준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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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연구를 통해 상용 MCU 및 무선 통신 방법을 활용하여 굴착기의 원격 시스템을 구축하였
다. Forward Kinematics, Inverse Kinematics, Dynamics 해석을 통해 굴착기 기구학적 모
델링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유압 회로 분석을 통해 기구부와 유압부의 연결 방식을 고려하였
다.

 조이스틱의 변위, 센서의 데이터 등을 무선으로 송신 및 수신하기 위해 상용 MCU에 알맞은 
무선 통신 방법을 고려하였으며 Wi-fi 통신 및 RF 통신을 선정하였다. 데이터의 관리를 위해 
Internet DataBase를 활용하였으며 DataBase의 관리를 위해 Oracle사의 mySQL을 사용하
였다.

 1.5ton 굴착기에 원격 시스템을 적용하기 이전 가상 굴착기를 구축해 원격 시스템을 적용함
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가상 굴착기 모델링은 Matlab & Simulink를 사용하
였다.

 SolidWorks를 사용하여 1.5 ton 굴착기의 3D Modeling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Simscape를 활용하여 가상 굴착기의 유압 회로 및 다물체 동역학 모델을 생성하였다.

 원격지에서 Data를 송신 및 수신하기 위해 mySQL을 활용하여 Internet DataBase를 구축
하였으며 가상 굴착기에 원격 시스템을 탑재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원격지에서 가상 굴착기
의 제어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조인트의 각도 및 유압 실린더의 압력 계측이 원활하게 
진행됨을 확인하였다.

 1.5 ton 굴착기의 실차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EPPR Valve를 활용하였으며, 원격 제어에 관
련된 컨트롤 박스, 원격 계측에 관련된 컨트롤 박스를 제작하였다. 무선 통신의 경우, 상용 
MCU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실차 실험 결과 원격 시스템의 구축이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원격지에서 계측이 이루어질 때, 센서의 불능으로 인해 데이터 획득이 어려워졌을 때, 
Machine learning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복원하였으며 오차 값의 차이를 보정하는 기법인 
Gradient Boosting algorithm을 적용하였다. 적용 결과 복구된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의 개
형이 비슷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원격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개발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으며, 
특히 험지에서 작업자의 직접적인 조종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산업 재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Internet DataBase를 기반으로 장비의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으므로 
저장 공간의 메모리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편리하게 데이터의 
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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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무선 통신 속도를 고려하여 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적화 작
업이 요구된다. 또한 여러 종류의 센서를 설치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시되었던 여러 파라미터
를 확보하고 적절한 Hyper parameter Tuning 작업을 통해 Machine learning algorithm
의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는 Camera의 영상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Stereo vision 기술을 접목한다면 굴착기의 자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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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 대한기계학회 울산지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p.15

(5) 나선준, 서보문, 손태곤, 양순용, “RF통신을 이용한 저가형 건설기계 맞춤 데이터 수집 장
치 개발에 관한 연구”, 유공압건설기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287-288

(6) 김태성, 김영재, 나선준, 손태곤, 최성웅, 양순용, “장애인 도우미 차량용 휠체어 수납 시
스템에 관한 연구”, 유공압건설기계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123-124

(7) 나선준, 염영진, 전용수, 양순용, “IoT를 활용한 굴착기 원격시스템에 관한 연구”, 유공압
건설기계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93-98

부록 Ⅱ. 연구과제 수행 실적

번호 과제명 연구기간 참여기관

1 건설기계 맞춤형 데이터 수집 장치 
개발

2018.07.01. ~ 
2019.02.29. 현대건설기계(주)

2 시뮬레이션 기반 6자유도 굴삭기 
고르기 자동화 제어 기술 개발

2019.03.01. ~ 
2019.02.29. 현대건설기계(주)

3 리클라이닝이 가능한 복지차량용 
전동시트와 휠체어 탑재장치 개발

2018.10.15. ~ 
2019.12.31 성우 (주)

4
세단 승용차량(2000cc급) 트렁크용 
휠체어 이지-업로드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2018.07.01. ~ 
2018.12.31.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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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Ⅲ. 1.5ton 굴착기 제원

명칭 부위 기호 크기 명칭 부위 기호 크기

본체

엔진커버부  85[kg]
본체

 -0.198[m]
상부회전체  645[kg]  0.606[m]

트랙  610[kg]   0.0395[m]
 -0.925[m]

Boom

무게 

 -0.312[m] 끝단  42.865[kg]
 0.024[m] 무게중심  0.823[m]
 0.082[m] 무게중심각  9[ ]
 0.925[m]  -
 0.817[m]  -
 1.037[m]  -
 0.122[m]  -
 0.596[m]

Bucket
무게  45.0[kg]

 0.66[m] 끝단  0.47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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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ket

무게중심  0.247[m]

Arm
Cyl

 0.248[m]
무게중심각  40.21[ ] 계산값  -

 -  -
 -  -
 - 계산값  -
 - 계산값  -

Arm

무게  15.079[kg] 계산값  -
끝단  0.851[m] 계산값  -

무게중심  0.253[m]  -
무게중심각  13.8[ ]  -

 -

Bucket
Cyl

무게  9.57[kg]
 - 압축  0.52[m]
 - 인장  0.82[m]
 - 압축  0.265[m]

Boom
Cyl

무게  10.722[kg] 인장  0.381[m]
압축  0.62[m]  0.684[m]
인장  1.0[m]  0.18[m]
압축  0.317[m]  0.20[m]
인장  0.469[m]  0.138[m]

 0.825[m]  0.13[m]
 0.216[m]  0.821[m]
 16[ ]  -
 32.15[ ]  -

계산값  -  -
계산값  -  7.24[ ]
계산값  -  171.9[ ]

 -  120.66[ ]
 -  -

Arm
Cyl

무게  6.05[kg]  -
압축  0.62[m]  -
인장  1.01[m]  -
압축  0.31[m]  -
인장  0.49[m]  -

 0.852[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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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ket
Cyl

 -

Bucket
Link

 -
 -  -
 -  -
 -  -
 -  -
 -  -
 -  -
 -  -

Bucket
Link

링크 1  2.326[kg]

기타

Boom 
각도

 (min) 147.95[ ]

링크 2  6.958[kg]  (max) 23.968[ ]
링크 1  0.092[m] Arm 각도  (min) 24.489[ ]
링크 2  0.1017[m]  (max) 133.44[ ]

 11.31[ ] Bucket 
각도

 (min) -10.69[ ]

 10.44[ ]  (max) 127.54[ ]
 -  0.568[m]
 -  0.728[m]
lg -  0.48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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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Ⅳ. Matlab Code

(1) Forward Kinematics code

clear
 
clc
 
syms th1 th2 th3 th4 
 
syms alp1 alp2 alp3 alp4
 
syms a_1 a_2 a_3 a_4
 
syms d_1 d_2 d_3 d_4
 
syms l_1 l_2 l_3 l_4 l_5
 
% theta setting (rad)
 
th3 = th3 + sym(pi/2);
 
% alpha setting
 
alp1 = sym(-pi/2);
 
alp2 = 0;
 
alp3 = 0;
 
alp4 = 0;
 
% a setting
 
a_1 = l_2;
 
a_2 = l_3;
 
a_3 = l_4;
 
a_4 = l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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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setting
 
d_1 = l_1;
 
d_2 = 0;
 
d_3 = 0;
 
d_4 = 0;
 
% Forward Matrix (anonymous function)
 
T_z_th = @(d) [1 0 0 0; 0 1 0 0; 0 0 1 d; 0 0 0 1];
 
T_z_d = @(theta) [cos(theta) -sin(theta) 0 0; sin(theta) cos(theta) 0 0; 
0 0 1 0; 0 0 0 1];
 
T_x_a = @(a) [1 0 0 a; 0 1 0 0; 0 0 1 0; 0 0 0 1];
 
T_x_alp = @(alpha) [1 0 0 0; 0 cos(alpha) -sin(alpha) 0; 0 sin(alpha) 
cos(alpha) 0; 0 0 0 1];
 
% Link Matrix
 
T_0_1 = T_z_th(d_1)*T_z_d(th1)*T_x_a(a_1)*T_x_alp(alp1);
T_1_2 = T_z_th(d_2)*T_z_d(th2)*T_x_a(a_2)*T_x_alp(alp2);
T_2_3 = T_z_th(d_3)*T_z_d(th3)*T_x_a(a_3)*T_x_alp(alp3);
T_3_4 = T_z_th(d_4)*T_z_d(th4)*T_x_a(a_4)*T_x_alp(alp4);
 
T_0_1 = simplify(T_0_1);
T_1_2 = simplify(T_1_2);
T_2_3 = simplify(T_2_3);
T_3_4 = simplify(T_3_4);
 
% theta Homeposition
 
th1 = 0;
th2 = 0;
th3 = 0;
th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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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1 = subs(T_0_1);
T12 = subs(T_1_2);
T23 = subs(T_2_3);
T34 = subs(T_3_4);
 
T = T01*T12*T23*T34;
T02 = T01*T12;
T03 = T01*T12*T23;
 
fprintf("                 x           y             z\n")
disp('----------------------------------------------------')
fprintf("Boom(x,y,z) :  %s,          %s,     %s\n\n", T01(1,4) ,T01(2,4), 
T01(3,4))
fprintf("Arm(x,y,z) :  %s,     %s,     %s\n\n", T02(1,4) ,T02(2,4), 
T02(3,4))
fprintf("Bkt(x,y,z) :  %s,     %s,     %s\n\n", T03(1,4) ,T03(2,4), 
T03(3,4))
fprintf("Tip(x,y,z) :  %s,     %s,     %s\n\n", T(1,4) ,T(2,4), T(3,4))
 
(2) Inverse Kinematics code

clear
 
clc
 
syms th1 th2 th3 th4 
 
syms alp1 alp2 alp3 alp4
 
syms a_1 a_2 a_3 a_4
 
syms d_1 d_2 d_3 d_4
 
syms l_1 l_2 l_3 l_4 l_5
 
syms nx ny nz ox oy oz ax ay az px py pz
 
% theta setting (rad)
 
th3 = th3 + sym(p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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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pha setting
 
alp1 = sym(-pi/2);
 
alp2 = 0;
 
alp3 = 0;
 
alp4 = 0;
 
% a setting
 
a_1 = l_2;
 
a_2 = l_3;
 
a_3 = l_4;
 
a_4 = l_5;
 
% d setting
 
d_1 = l_1;
 
d_2 = 0;
 
d_3 = 0;
 
d_4 = 0;
 
% Forward Matrix (anonymous function)
 
T_z_th = @(d) [1 0 0 0; 0 1 0 0; 0 0 1 d; 0 0 0 1];
 
T_z_d = @(theta) [cos(theta) -sin(theta) 0 0; sin(theta) cos(theta) 0 0; 
0 0 1 0; 0 0 0 1];
 
T_x_a = @(a) [1 0 0 a; 0 1 0 0; 0 0 1 0; 0 0 0 1];
 
T_x_alp = @(alpha) [1 0 0 0; 0 cos(alpha) -sin(alpha) 0; 0 sin(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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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alpha) 0; 0 0 0 1];
 
% Link Matrix
 
T = [nx ox oy px; ny oy ay py; nz oz az pz; 0 0 0 1];
 
T_0_1 = T_z_th(d_1)*T_z_d(th1)*T_x_a(a_1)*T_x_alp(alp1);
T_1_2 = T_z_th(d_2)*T_z_d(th2)*T_x_a(a_2)*T_x_alp(alp2);
T_2_3 = T_z_th(d_3)*T_z_d(th3)*T_x_a(a_3)*T_x_alp(alp3);
T_3_4 = T_z_th(d_4)*T_z_d(th4)*T_x_a(a_4)*T_x_alp(alp4);
 
T_0_1 = simplify(T_0_1);
T_1_2 = simplify(T_1_2);
T_2_3 = simplify(T_2_3);
T_3_4 = simplify(T_3_4);
 
A = T_0_1\T;
B = T_1_2*T_2_3*T_3_4;
 
A = simplify(A);
B = simplify(B);
 
(3) Dynamics code

clear
 
clc
 
syms th1 th2 th3 th4 
 
syms alp1 alp2 alp3 alp4
 
syms a_1 a_2 a_3 a_4
 
syms d_1 d_2 d_3 d_4
 
syms l_1 l_2 l_3 l_4 l_5
 
syms th1dt th2dt th3dt th4dt
 
syms th1dt2 th2dt2 th3dt2 th4d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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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s sx1 sy1 sz1 sx2 sy2 sz2 sx3 sy3 sz3 sx4 sy4 sz4
 
syms ix1 iy1 iz1 ix2 iy2 iz2 ix3 iy3 iz3 ix4 iy4 iz4
 
syms m1 m2 m3 m4
 
syms g
 
syms R45 R50
 
 
% theta setting (rad)
 
th3 = th3 + sym(pi/2);
 
% alpha setting
 
alp1 = sym(-pi/2);
 
alp2 = 0;
 
alp3 = 0;
 
alp4 = 0;
 
% a setting
 
a_1 = l_2;
 
a_2 = l_3;
 
a_3 = l_4;
 
a_4 = l_5;
 
% d setting
 
d_1 = l_1;
 
d_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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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3 = 0;
 
d_4 = 0;
 
% Forward Matrix (anonymous function)
 
T_z_th = @(d) [1 0 0 0; 0 1 0 0; 0 0 1 d; 0 0 0 1];
 
T_z_d = @(theta) [cos(theta) -sin(theta) 0 0; sin(theta) cos(theta) 0 0; 
0 0 1 0; 0 0 0 1];
 
T_x_a = @(a) [1 0 0 a; 0 1 0 0; 0 0 1 0; 0 0 0 1];
 
T_x_alp = @(alpha) [1 0 0 0; 0 cos(alpha) -sin(alpha) 0; 0 sin(alpha) 
cos(alpha) 0; 0 0 0 1];
 
% Link Matrix
 
T_0_1 = T_z_th(d_1)*T_z_d(th1)*T_x_a(a_1)*T_x_alp(alp1);
T_1_2 = T_z_th(d_2)*T_z_d(th2)*T_x_a(a_2)*T_x_alp(alp2);
T_2_3 = T_z_th(d_3)*T_z_d(th3)*T_x_a(a_3)*T_x_alp(alp3);
T_3_4 = T_z_th(d_4)*T_z_d(th4)*T_x_a(a_4)*T_x_alp(alp4);
 
T_0_1 = simplify(T_0_1);
T_1_2 = simplify(T_1_2);
T_2_3 = simplify(T_2_3);
T_3_4 = simplify(T_3_4);
 
T01 = T_0_1;
T02 = T_0_1*T_1_2;
T03 = T_0_1*T_1_2*T_2_3;
T04 = T_0_1*T_1_2*T_2_3*T_3_4;
 
% R Matrix
 
R01 = T_0_1(1:3,1:3);
R12 = T_1_2(1:3,1:3);
R23 = T_2_3(1:3,1:3);
R34 = T_3_4(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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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1 = simplify(R01);
R12 = simplify(R12);
R23 = simplify(R23);
R34 = simplify(R34);
 
R02 = R01*R12;
R03 = R01*R12*R23;
R04 = R01*R12*R23*R34;
 
R02 = simplify(R02);
R03 = simplify(R03);
R04 = simplify(R04);
 
R10 = inv(R01);
R20 = inv(R02);
R30 = inv(R03);
R40 = inv(R04);
 
R10 = simplify(R10);
R20 = simplify(R20);
R30 = simplify(R30);
R40 = simplify(R40);
 
R21 = inv(R12);
R32 = inv(R23);
R43 = inv(R34);
 
R21 = simplify(R21);
R32 = simplify(R32);
R43 = simplify(R43);
 
% COM & Inertia
 
s1 = [sx1; sy1; sz1];
s2 = [sx2; sy2; sz2];
s3 = [sx3; sy3; sz3];
s4 = [sx4; sy4; sz4];
 
I1 = [ix1 0 0; 0 iy1 0; 0 0 iz1];
I2 = [ix2 0 0; 0 iy2 0; 0 0 iz2];
I3 = [ix3 0 0; 0 iy3 0; 0 0 iz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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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 = [ix4 0 0; 0 iy4 0; 0 0 iz4];
 
% p setting
 
P01 = T01(1:3,4);
P12 = T02(1:3,4) - T01(1:3,4);
P23 = T03(1:3,4) - T02(1:3,4);
P34 = T04(1:3,4) - T03(1:3,4);
 
P01 = simplify(P01);
P12 = simplify(P12);
P23 = simplify(P23);
P34 = simplify(P34);
 
%% Forward Dynamics
 
% initial
 
w0 = [0 0 0]';
k = [0 0 1]';
z0 = [0 0 1]';
v0 = [0; 0; 0];
w0dt = [0; 0; 0];
v0dt = [0; 0; g];
 
% XXi = velocity of joint i
 
XX1 = R10*(w0 + z0*th1dt);
XX2 = R21*(XX1 + z0*th2dt);
XX3 = R32*(XX2 + z0*th3dt);
XX4 = R43*(XX3 + z0*th4dt);
 
XX1 = simplify(XX1);
XX2 = simplify(XX2);
XX3 = simplify(XX3);
XX4 = simplify(XX4);
 
% AAi = acceleration of joint i
 
AA1 = R10*(w0dt + z0*th1dt2 + cross(w0,(z0*th1dt)));
AA2 = R21*(AA1 + z0*th2dt2 + cross((XX1),(z0*th2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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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3 = R32*(AA2 + z0*th3dt2 + cross((XX2),(z0*th3dt)));
AA4 = R43*(AA3 + z0*th4dt2 + cross((XX3),(z0*th4dt)));
 
AA1 = simplify(AA1);
AA2 = simplify(AA2);
AA3 = simplify(AA3);
AA4 = simplify(AA4);
 
% BBi = linear acceleration of Joint i
 
BB1 = cross(AA1,(R10*P01)) + cross(XX1,cross(XX1,(R10*P01))) + 
R10*v0dt;
BB2 = cross(AA2,(R20*P12)) + cross(XX2,cross(XX2,(R20*P12))) + R21*BB1;
BB3 = cross(AA3,(R30*P23)) + cross(XX3,cross(XX3,(R30*P23))) + R32*BB2;
BB4 = cross(AA4,(R40*P34)) + cross(XX4,cross(XX4,(R40*P34))) + R43*BB3;
 
BB1 = simplify(BB1);
BB2 = simplify(BB2);
BB3 = simplify(BB3);
BB4 = simplify(BB4);
 
%% Inverse Dynamics
 
% CCi = linear acceleration of Joint i
 
CC1 = cross(AA1,(R10*s1)) + cross(XX1,cross(XX1,(R10*s1))) + BB1;
CC2 = cross(AA2,(R20*s2)) + cross(XX2,cross(XX2,(R20*s2))) + BB2;
CC3 = cross(AA3,(R30*s3)) + cross(XX3,cross(XX3,(R30*s3))) + BB3;
CC4 = cross(AA4,(R40*s4)) + cross(XX4,cross(XX4,(R40*s4))) + BB4;
 
CC1 = simplify(CC1);
CC2 = simplify(CC2);
CC3 = simplify(CC3);
CC4 = simplify(CC4);
 
% force  
 
% Fi = force of joint i
 
F4 = m4*CC4;
F3 = R34*(F4)+m3*C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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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 R23*(F3)+m2*CC2;
F1 = R12*(F2)+m1*CC1;
 
F4 = simplify(F4);
F3 = simplify(F3);
F2 = simplify(F2);
F1 = simplify(F1);
 
% Torque 
 
% Mi = Moment of joint i
 
temp1 = (R10*I1*R01)*AA1 + cross(XX1,(R10*I1*R01)*XX1);
temp2 = (R20*I2*R02)*AA2 + cross(XX2,(R20*I2*R02)*XX2);
temp3 = (R30*I3*R03)*AA3 + cross(XX3,(R30*I3*R03)*XX3);
temp4 = (R40*I4*R04)*AA4 + cross(XX4,(R40*I4*R04)*XX4);
 
M4 = cross((R40*P34+R40*s4),(m4*CC4)) + temp4;
M3 = R34*(M4 + cross((R40*P23),F4))+ cross((R30*P23+R30*s3),(m3*CC3)) + 
temp3; 
M2 = R23*(M3 + cross((R30*P12),F3))+ cross((R20*P12+R20*s2),(m2*CC2)) + 
temp2; 
M1 = R12*(M2 + cross((R20*P01),F2))+ cross((R10*P01+R10*s1),(m1*CC1)) + 
temp1;
 
% Ti = Torque of Joint i
 
M1 = [M1(1) M1(2) M1(3)];
M2 = [M2(1) M2(2) M2(3)];
M3 = [M3(1) M3(2) M3(3)];
M4 = [M4(1) M4(2) M4(3)];
 
T1 = M1*(R10*z0);
T2 = M2*(R20*z0);
T3 = M3*(R30*z0);
T4 = M4*(R40*z0);
 
T1 = simplify(T1);
T2 = simplify(T2);
T3 = simplify(T3);
T4 = simplify(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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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Ⅴ. XBee 주소 설정

부록 Ⅵ. Kalman Filter Code

 unsigned int Kalman_function(signed int ADC_Value)
{
       static unsigned char counter = 0;
       static float A,H,Q,R,X,P;
       float XP,PP;
       static float value_return=0;
       float K;
       float temp_float;
 
       if(counter<1)
          counter++;
 
       if(counter==1)
       {
             A = 1;
             H = 1;   //1
             Q = 0.32;     //earlier 0.92,0.02
             R = 0.8;     //
             X = 1023;
             P = 6;
             counter = 2;
 
           XP = A*X;
           PP = A*P*A + Q;
 
           K = PP*H;
           K /=(H*H*PP)+R;

Parameter
Node 1

(Broadcast)
Node 2
(Boom)

Node 3
(Arm)

Node 4
(Bucket)

CH C
ID 0x1234
DH 0 0 0 0
DL 0xFFFF 1 1 1
MY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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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_float = (float)(ADC_Value-H*XP);
           value_return = XP + K*temp_float;
 
           temp_float = H*PP;
           P = PP-K*temp_float;
           return (unsigned int)value_return;
       }
       else
       {
           XP = A*value_return;
           PP = A*P*A + Q;
 
           K = PP*H;
           K /=(H*H*PP)+R;
 
           temp_float = (float)(ADC_Value-H*XP);
           value_return = XP + K*temp_float;
 
           temp_float = (float)H*PP;
           P = PP-K*temp_float;
           return (unsigned int)value_return;
 
       }
 
     }

부록 Ⅶ. Python Code

(1) 원격 제어 송신부 Code

# Package 로드

import pymysql

from pyfirmata import Arduino, util

import time

# database 접근 및 cursor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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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 pymysql.connect(host = '203.250.92.194', port = 3306, user = 'VML_USER', 
passwd = 'qwerty217', db = 'joystick_db', charset = 'utf8')

cursor = db.cursor()

# Adruino port 설정

mega_joy = Arduino('COM5')

# Arduino pin 설정

boom = mega_joy.get_pin('a:0:i')
bkt = mega_joy.get_pin('a:1:i')
arm = mega_joy.get_pin('a:2:i')
sw = mega_joy.get_pin('a:3:i')
tr = mega_joy.get_pin('a:4:i')
tl = mega_joy.get_pin('a:5:i')
safe = mega_joy.get_pin('d:7:i')

time.sleep(0.01)

# 초기 setting (table 데이터 삭제 및 조이스틱 중립 상태)

init_1 = "delete from joystick_value;"
                      
init_2 = "insert into joystick_value(Boom_val, Arm_val, Bkt_val, Swing_val, TR_val, 
TL_val, safe) values (0.5, 0.5, 0.5, 0.5, 0.5, 0.5, 1);"

cursor.execute(init_1)

cursor.execute(init_2)

db.commit()

# analog 입력 준비

it = util.Iterator(mega_joy)

it.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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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m.enable_reporting()
bkt.enable_reporting()
arm.enable_reporting()
sw.enable_reporting()
tr.enable_reporting()
tl.enable_reporting()

while True:

# 조이스틱 값 읽어오기

    boom_val = boom.read()

    if boom_val == None:

        boom_val= 0.5

    else:
        boom_val = boom_val

    
    bkt_val = bkt.read()

    if bkt_val == None:

        bkt_val= 0.5

    else:
        bkt_val = bkt_val

        
    arm_val = arm.read()

    if arm_val == None:

        arm_val= 0.5

    else:
        arm_val = arm_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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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_val = sw.read()

    if sw_val == None:

        sw_val= 0.5

    else:
        sw_val = sw_val

        
    tr_val = tr.read()

    if tr_val == None:

        tr_val= 0.5

    else:
        tr_val = tr_val

        
    tl_val = tl.read()

    if tl_val == None:

        tl_val= 0.5

    else:
        tl_val = tl_val

    safety = safe.read()

    if safety == None:

        safety = 1

    else:
        safety = safety

    time.slee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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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 업데이트

    sql_1 = "UPDATE joystick_value SET Boom_val = " + str(boom_val) + ";"
    sql_2 = "UPDATE joystick_value SET Bkt_val = " + str(bkt_val) + ";"
    sql_3 = "UPDATE joystick_value SET Arm_val = " + str(arm_val) + ";"
    sql_4 = "UPDATE joystick_value SET Swing_val = " + str(sw_val) + ";"
    sql_5 = "UPDATE joystick_value SET TR_val = " + str(tr_val) + ";"
    sql_6 = "UPDATE joystick_value SET TL_val = " + str(tl_val) + ";"
    sql_7 = "UPDATE joystick_value SET safe = " + str(safety) + ";"

    cursor.execute(sql_1)
    cursor.execute(sql_2)
    cursor.execute(sql_3)
    cursor.execute(sql_4)
    cursor.execute(sql_5)
    cursor.execute(sql_6)
    cursor.execute(sql_7)

    db.commit()

    print(safety)
    print(boom_val)
    time.sleep(0.01)

(2) 원격 제어 수신부 Code

# 패키지 생성

import pymysql

from pyfirmata import Arduino, util

import time

# database 접근 및 cursor 생성

db = pymysql.connect(host = '203.250.92.194', port = 3306, user = 'Excavator', 
passwd = 'qwerty217', db = 'joystick_db', charset = 'utf8')

cursor = db.cur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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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duino port 설정

mega_rec = Arduino('COM20')

# Arduino 핀 설정

boom = mega_rec.get_pin('d:3:p')

bkt = mega_rec.get_pin('d:5:p')

arm = mega_rec.get_pin('d:6:p')

sw = mega_rec.get_pin('d:9:p')

tr = mega_rec.get_pin('d:10:p')

tl = mega_rec.get_pin('d:11:p')

safe = mega_rec.get_pin('d:7:o')

# database 읽어오기

while True:

    sql = "select*from joystick_value"

    cursor.execute(sql)

    db.commit()

    result = cursor.fetchall()

    boom_val = result[0][0]

    arm_val = result[0][1]

    bkt_val = result[0][2]

    sw_val = result[0][3]

    tr_val = result[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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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_val = result[0][5]

    safety = result[0][6]

    if safety == 0:

        safe.write(1)

        boom.write(boom_val)

        arm.write(arm_val)

        bkt.write(bkt_val)

        sw.write(sw_val)

        tr.write(tr_val)

        tl.write(tl_val)

        time.sleep(0.01)

    else:

        safe.write(0)

    print('OK')

(3) Machine learning Algorithm Code

import pandas as pd

data = pd.read_csv('data_ori.csv')

data.head(10)

from lightgbm import LGBMRegressor

model = LGBMRegressor(learning_rate=6.991383e-03,
n_estimators=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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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_leaves=218,
max_bin=356,
min_child_samples=115,
min_child_weight=2.668823,
subsample=0.630275,
colsample_bytree=0.480936,
reg_alpha=1.058085e-06,
reg_lambda=6.960670e-09,
random_state=42)

model

test = pd.read_csv('test_file.csv')

test.head(10)

feature_name_1 = ['bkt_h', 'bkt_a']

feature_name_2 = ['arm_h', 'arm_a']

feature_name_3 = ['boom_l', 'boom_a']

lable_1 = 'bkt_l'

lable_2 = 'arm_l'

lable_3 = 'boom_h'

X_train_1 = data[feature_name_1]

X_train_2 = data[feature_name_2]

X_train_3 = data[feature_name_3]

X_test_1 = test[feature_name_1]

X_test_2 = test[feature_name_2]

X_test_3 = test[feature_name_3]

y_train_1 = data[lable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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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_train_2 = data[lable_2]

y_train_3 = data[lable_3]

model.fit(X_train_1, y_train_1)

predict_1 = model.predict(X_test_1)

model.fit(X_train_2, y_train_2)

predict_2 = model.predict(X_test_2)

model.fit(X_train_3, y_train_3)

predict_3 = model.predict(X_test_3)

sub = pd.read_csv("final.csv")

sub.head()

sub["bkt_l"] = predict_1

sub.head()

sub["arm_l"] = predict_2

sub.head()

sub["boom_h"] = predict_3

sub.head()

sub.to_csv("m_l_fin.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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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cavators are universal equipment used in many fields such as construction, 
mining and agriculture due to their high applicability and economy for various 
jobs. However,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excavator is used is very poor, and 
the user is exposed to various noises, vibrations, and dust, and also has a high 
risk of industrial accidents, such as falling rocks and falling acci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vent danger to users when working in hazardous area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various organizations at home and abroad are 
studying the automation of unmanned excavators and excavators.

 In addition, we install a variety of sensors to collect and analyze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to ensure the safety of the equipment, especially to manage the 
collected information as big data and use it to predict failures, use marketing, 
develop customer service and various Artificial intelligence (such as machine 
learning). It is combining technology. Recently, the excavator remote system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so it is possible to send and receive image 
information by using an ultra-long-range remote control of the camera and a 
camera using thousands of kilometers away using 5G communication technology.

 However, the current technology has disadvantages such as complicated system 
configuration and high cost, and development costs increase because it needs to 
be collected again when connected to overseas test equipment. In addition, ther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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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advantage that a separate storage device or memory card is required to 
measure and store sensor data.

 To overcome this problem, in this paper, we built an Internet server for a 1.5 ton 
excavator. And we built a remote system that can reduce development costs by 
using a commercial MCU. Finally, we applied machine learning algorithms to 
recover data when the sensor failed, and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1. Hydraulic excavator is mainly composed of pump, hydraulic valve and hydraulic 
cylinder. The excavator in this study is a fixed displacement pump.

2. Through forward kinematics, inverse kinematics and dynamics analysis, the 
kinematic characteristics of the excavator were analyzed.

3. Researched suitable wireless communication methods, and applied RF 
communication and Wi-fi communication.

4. We apply remote systems by building a virtual excavator using the toolbox 
Simscape in MATLAB & Simulink.

5. The remote system was applied to a 1.5 ton excavator to verify the control and 
sensor data measurement of remote site equipment. And apply Kalman filter to 
reduce the noise of the sensor data.

6. Assuming that sensor data cannot be gathered correctly due to sensor failure, 
we applied a gradient boosting algorithm (a machine learning algorithm) to recover 
the data. And even if it is non-linear system,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recovered data is similar to the origin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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