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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eld robots operate in various areas, including construction, agriculture, forestry and manufacturing. 

Typical tasks of field robots used in various areas include excavation, flattening, and demolition. Such tasks are 

often accomplished in narrow alleys or indoors. In the case of field robots, there is a limit to working in a small 

space. Thus, to compensate for these shortcomings, many field robots equipped with Tiltrotators have recently been 

observed. The advantages of Tiltrotator are improved task efficiency and reduced operating time by reducing 

unnecessary behavior. We need simulation models that can improve the ability of new people to work and simulate 

tasks in advance. Thus,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simscape-based simulation model and modeling of 6DOF 

systems for field robots equipped with Tiltrotator. Dynamic modeling of field robot 3D models using Simcape 

multibody and hydraulic systems of field robots using Simcape Hydraulics were modeled. We applied a PID 

controller to create a control system that operates along the input angl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errors occur 

when comparing input and output angles, but overall, they move along input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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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필드로봇은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농업, 임업, 제

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최근

에는 해저영역으로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1,2) 여

기서, 필드로봇은 건설작업에 사용되는 로봇으로 건

설기계를 자동화한 로봇을 의미한다. 다양한 영역에

서 이용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건설기계의 메카트로

닉스화, 로봇화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필드로봇으로 Fig. 1과 같이 굴착기, 지게차, 휠로더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틸트로테이터가 장착된 

1.5톤 소형 굴착기를 필드로봇으로 표현하였다.3)

건설현장 필드로봇의 대표적인 작업으로는 평탄화 

작업, 굴착 작업, 철거 작업 등이 있다. 평탄화 작업

은 필드의 기초 다지기, 장비 진입에 필요한 진입로 

평탄화 작업으로 비교적 넓은 필드에서 작업을 수행

한다. 반면에 굴착 작업과 철거 작업은 필드의 용도 

변경, 배수로 및 관로 교체 작업, 매립된 토양을 걷

어내는 작업, 실내 외벽 철거 등 좁은 골목이나 실내

Fig. 1 Type of field robot: excavator, forklift, wheel 

loade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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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좁은 작

업 공간에서의 기존 필드로봇은 작업 자세에 대한 

한계를 가진다. 기존 필드로봇의 작업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최근에는 Fig. 2와 같이 손목 역할을 하는 

틸트로테이터를 필드로봇에 장착하고 있다.

Fig. 2 Tiltrotator example: Steelwrist, Engcon5,6)

틸트로테이터를 장착한 필드로봇은 불필요한 동작

이나 보조적인 이동을 상당부분 줄여주어 작업을 효

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필드로봇의 운용은 작업자

가 직접 탑승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 운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는 

필드로봇의 작업 방식은 더욱 복잡해지고, 난이도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복잡한 작업 방식과 높아지

는 작업의 난이도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작업자의 보다 정확하고 빠른 판단력과 순발력

을 요구받게 된다. 필드로봇 연구에는 작업자가 수행

할 작업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하고 훈련 해볼 수 있

는 가상 시뮬레이터 연구가 있다. 시뮬레이터 시스템

은 숙련된 운용자에 의해 수행되어야할 작업을 사전

에 가상 시뮬레이터 상에 재현해 봄으로써 작업 순

서나 경로 계획 그리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

를 모사하여 안전에 대한 운용감각을 익힐 수 있다. 

그리고 필드로봇 운용자의 양성을 위한 훈련의 목적

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최근 틸트로테이

터가 적용된 필드로봇의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에 대

한 연구로 Kim 등 6축 굴착기 3D 시뮬레이션 모델

에 대한 연구로 RecurDyn 환경 기반 동역학 시스템

을 구성하고 MATLAB/Simulink 기반 유압 시스템을 

구성하여 Co-Simulation 플랫폼 구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7,8) Sami는 굴착기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에 대한 연구로 MATLAB/Simulink 기반 굴착기 시뮬

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굴착 및 덤핑 작업에 대한 

궤적 제어와 버켓 엔드 이펙터의 위치와 힘 제어를 

하는 하이브리드 제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9) 

현재 국내, 외에서 굴착기에 대한 모델 기반 시뮬레

이션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터에 대해 상당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음을 연구동향을 통해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틸터로테이터가 장착된 6DOF 필드

로봇을 대상으로 가상 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한 필드

로봇 시스템의 수학적(순기구학 및 역기구학) 모델링

과 MATLAB/Simulink의 Simscape 기반 시뮬레이션 

모델에 대해 다루었다.

2. 필드로  시스템 모델링

2.1 순기구학(Forward Kinematics)

본 논문에서는 6자유도 매니퓰레이터인 필드로봇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필드로봇의 끝점 좌표를 구

하기 위해 각 관절의 좌표계를 Fig. 3과 같이 설정하

였다. 좌표계 {}는 원점 및 스윙, {}는 붐, {}

는 암, {}는 버켓, {}는 틸트, {}는 로테이터, 

{}는 끝점 좌표계를 각각 나타낸다. 끝점 좌표는 

각 조인트의 각도 값이 입력되었을 때 직교좌표 공

간에서 끝점 위치를 나타낸다. 식 (1)~(6)과 같이 변

환행렬을 이용하여 각 조인트의 위치를 구한다. 여기

서, 각 조인트 사이의 길이는 = 642.5 mm, = 596 

mm, = 1692 mm, = 851 mm, = 110 mm, = 88 

mm, = 50 mm, = 760 mm, = 500 mm이다.

Fig. 3 Coordinate system of field robot with tiltrot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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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기준 좌표계에서 바라본 끝단의 좌표

는 식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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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관절의 좌표계 사이의 변환행렬을 이용하여 기

준 좌표계로부터 끝점의 위치를 구하면, Table 1과 

같이 DH Table을 구할 수 있다.

Table 1 Modified D-H table of field robot 

Link ()    

1 


  

2    

3    

4 


  

5 


   




6    


 

본 필드로봇의 경우 6자유도를 가지며 각 조인트

에 대해 제한된 동작 각도를 가진다. 순기구학을 계

산하기 위해 필드로봇의 동작 범위를 Table 2와 같이 

설정하였다.

Table 2 Limit angle of field robot

Min (deg) Max (deg)

Swing () -180 (Left) 180 (Right)

Boom () -57 (Down) 65 (Up)

Arm () -133 (Down) -27 (Up)

Bucket () -108 (Down) 38(Up)

Tilt () -40 (Left) 40 (Right)

Rotator () -180 (Left) 180 (Right)

2.2 역기구학(Inverse Kinematics)

필드로봇의 역기구학은 작업기의 끝점 위치를 알

고 있을 때 각 관절의 각도를 구하는 것이다. 역기구

학을 구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변환행렬 방식을 

이용한다. 기준 좌표계에서 끝점의 위치는 각 관절의 

변환행렬을 곱한 것과 같다. 이 때 를 풀기 위해서

는 변수를 왼쪽 방정식에서 분리되도록 식 (7)을 역

행렬을 이용하여 풀어야 한다.9) 역행렬을 이용하여 

풀이를 하면 다음과 같이 식 (8)을 얻을 수 있다. 두 

식의 성분을 비교하여 각 조인트의 각도를 계산할 

수 있다.


 
  

  
  → 

 
  

   
    (8)

식 (8)로부터 A 행렬과 B 행렬의 성분을 비교하여 

각 관절의 각도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필드로봇 모

델의 경우 에서는 복수의 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

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하여 계산을 진

행하였다.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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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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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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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입하여정리하면

  

 
   

 

 

⑥ 

→  and 
    →  
  →  
   ⋯ 
   ⋯ 

를  로정리하면

 


  


⋯ 

→ 에대입하여최종  로정리하면

 



  



∴    

2.3 순기구학  역기구학 검증

앞에서 계산된 순기구학과 역기구학의 결과를 확

인하기 위해 MATLAB Guide Tool을 이용하여 순기

구학과 역기구학의 계산결과를 검증하였다. 검증하기 

위한 GUI는 Fig. 4와 같다.

Fig. 4 Forward/Inverse Kinematic verification of 

field robot: Home position

순기구학 검증은 각 조인트의 각도가 초기 위치일 

때와 최대각도일 때의 각도 값을 입력하여 필드로봇

의 작업기 끝점 위치 값을 확인하였다. 역기구학의 

검증은 작업기의 오리엔테이션과 끝점 위치 값을 입

력하였을 때 계산되는 출력 각도 값을 확인하였다. 

순기구학을 통해 확인한 오리엔테이션과 끝점 위치

를 역기구학 모델에 입력하여 계산된 각 관절의 각

도 값을 비교한 결과 모델의 계산식이 타당한 것을 

확인하였다.

3. 필드로  시뮬 이션 모델

3.1 3D 모델

시뮬레이션 모델은 틸트로테이터가 장착된 1.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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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ultibody model of field robot

굴삭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필드로봇을 설계 S/W인 

CATIA를 이용하여 필드로봇의 상부체(Cabin), 하부

체(Crawler), 붐, 암, 버켓, 각 액추에이터와 틸트로테

이터의 상부 고정부, 로테이터부, 틸팅부를 설계하였

다. 필드로봇 3D 모델은 Fig. 5와 같다.

Fig. 5 3D model of field robot

3.2 Multibody 모델

필드로봇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 각 관절에 적

용되는 실린더 힘과 조인트 토크 값을 나타낼 수 있

는 기구학 모델과 동역학 모델이 필요하다.10) 이런 

기구학적, 동역학적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MATLAB/Simulink의 Simscape Multibody를 이용하였

다. CATIA로 모델링된 필드로봇 3D 모델을 

Solidworks의 STP 파일로 import하여 XML 파일로 변

환하게 되면 Multibody model을 생성하고 Assembly에 

대한 정보인 Data file이 같이 생성된다. 이를 

MATLAB/Simulink에 import 하게 되면 Fig. 6과 같이 

모델이 생성된다.11)

3.3 유압 모델

필드로봇의 유압 모델은 MATLAB/Simulink의 

Simscape Hydraulics를 이용하여 메인펌프, 붐, 암, 버

켓, 스윙, 틸트로테이터 밸브와 각 조인트의 액추에

이터를 모델링하였다.12)

전체 유압 모델의 구성으로는 메인펌프는 Fig. 7 

(a)와 같이 고정형 펌프로 일정 유량을 토출하도록 

모델링하였다. 붐, 암, 버켓, 스윙, 틸트로테이터의 밸

브모델은 Fig. 7 (b)와 같이 오리피스를 이용하여 모

델링하였다. 밸브붐, 암, 버켓, 틸트의 실린더 모델은 

Fig. 7 (c)와 같이 힘 센서와 속도 센서를 적용하여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모델링하였다. 스윙모터

와 로테이터 모터 모델은 Fig. 7 (d)와 기계적 요소인 

브레이크는 마찰을 이용하였고 안전밸브를 포함하여 

모델링하였다. 필드로봇의 유압 모델은 Fig. 7 (e)와 

같이 구성된다.

(a) Pum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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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ield robot integrated model

(b) Valve model

(c) Cylinder model

(d) Motor model

(e) Hydraulic model

Fig. 7 Components of hydrauli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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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imulation model of field robot

3.4 필드로  통합모델

Multibody 모델과 유압 모델을 연동하여 Fig. 8과 

같이 필드로봇 통합모델을 모델링하였다. 최종 필드

로봇 모델은 각 조인트를 조종하기 위해 아날로그 

입력신호 값 –1 ~ 1을 받아 밸브의 스풀 변위 값 –

7 ~ 7mm로 변환하여 유압 모델로 입력 신호를 주게 

된다. 입력된 신호를 연동된 유압 모델과 Multibody 

모델을 거쳐 각 조인트의 각도를 출력하여 필드로봇

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동작하게 된다.

3.5 제어기 모델

본 논문에서는 필드로봇의 각 조인트의 입력 각

도와 출력 각도의 오차를 이용하는 피드백 제어기

를 구성하였다. 피드백 제어기 중 PID 제어기 방식

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조인트의 게인 값을 조정하

며 적절한 게인 값을 선정했다. 피드백 제어기의 입

력 값은 각 조인트의 각도를 입력받아 밸브 제어 신

호로 출력한다. 따라서 출력 값인 밸브 제어 신호 

값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필드로봇에서 유압 밸브 

스풀의 제어를 통해 필드로봇의 제어 동작 블록선

도는 Fig. 9와 같다. 

Fig. 9 Block diagram of field robot control operation

Fig. 10 PID controller of field robot

PID 제어기의 응답시간, 안정성 등 제어 성능을 만

족하기 위해 값을 조절하여 게인 값을 튜닝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게인 값 튜닝 방법은 시행착오 

방법을 사용하였다. 시행착오 방법을 통해 조정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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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값을 적용하여 Fig. 10과 같이 밸브 스풀을 제어

하기 위한 제어기를 모델링하였다.

3.6 최종 시뮬 이션 모델

모델링된 필드로봇 통합모델과 제어기 모델을 결

합한 최종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최

종 시뮬레이션 모델은 Fig. 11과 같다.

4. 시뮬 이션 방법  결과

4.1 시뮬 이션 방법

본 논문에서는 필드로봇의 굴착 동작에 대해 붐, 

암, 버켓, 틸트로테이터의 단독 동작과 붐, 암, 버켓

의 복합 동작의 입력 각도를 Fig. 12와 같이 입력하

고 시뮬레이션 시간은 0 ~ 10초로 설정하여 시뮬레

이션을 진행하였다.

Fig. 12 Input angle of the excavation operation

4.2 시뮬 이션 결과

1) 단독동작

Fig. 12와 같이 각도를 입력하였을 때 붐, 암, 버켓, 

틸트로테이터의 단독동작에 대해 Table 3과 같이 입

력각도와 출력각도를 비교하였으며 Table 4와 같이 

설정된 릴리프 압력 210 bar 내에서 동작을 수행하는

지 확인하였다.

Table 3 Angle comparison results

Angle [deg]

Input Output

Boom -20 ~ 60 -18 ~ 59

Arm -120 ~ -30 -119 ~ -30

Bucket -100 ~ 30 -100 ~ 29

Tilt -40 ~ 40 -40 ~ 40

Rotator -180 ~ 180 -180 ~ 180

Table 4 Maximum Pressure results

Max. Pressure [bar]

Head Rod
Boom 158 (up) 210 (down)
Arm 210 (in) 210 (out)

Bucket  105 (in) 210 (out)
Tilt 200 (right) 210 (left)

Rotator 186 (right) 185 (left)

(a) Boom

(b) Arm

(c) Bucket

(d) Tilt

(e) Rotator

Fig. 13 Simulation results of singl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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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Pressure [bar]

Head Rod

Boom 210 (up) 210 (down)

Arm 210 (in) 210 (out)

Bucket 191 (in) 210 (out)

단독동작에 대한 동작 형태와 출력 각도를 비교한 

그래프는 Fig. 13과 같다. 결과 그래프와 같이 단독 

동작에서는 일부 구간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제외하

면 전반적으로 입력각도에 대해 출력각도의 경향이 

유사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암

의 결과 중 0 ~ 0.5초 구간에서 오차가 많이 발생하

였는데 이는 초기자세에서 입력각도로 동작하면서 

발생한 차이이다.

2) 복합동작

단독동작과 마찬가지로 Table 5와 같이 필드로봇의 

동작 범위 내에서 굴착 동작을 모사한 입력각도와 

출력각도를 비교하였다. Table 6과 같이 설정된 릴리

프 압력 210 bar 내에서 붐, 암, 버켓이 복합 동작을 

수행하는지 확인하였다.

Table 5 Angle comparison results

Angle [deg]

Input Output

Boom -20 ~ 60 -19 ~ 60

Arm -120 ~ -30 -120 ~ -29

Bucket -100 ~ 30 -110 ~ 30

Table 6 Angle comparison results

붐, 암, 버켓의 동작을 이용한 굴착동작에 대한 출

력 각도를 비교한 그래프는 Fig. 14와 같다.

복합 동작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단독 동작과 

마찬가지로 동작 제한 각도 범위와 설정된 릴리프 

압력 210 bar 내에서 입력된 각도를 따라 최대 압력

에서 출력 각도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

만 실린더 로드부에서 릴리프 밸브에 의해 최대 압

력이 210 bar로 출력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실린더 

출력 force 값이 포화되는 현상으로 정상 제어가 되

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유압 제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Fig. 14 Simulation results of compound operation

전반적으로 입력각도와 출력각도의 진행 경향이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암의 결과 중 0 ~ 

0.5초 구간에서 발생한 차이는 단독 동작과 마찬가지

로 초기자세에서 입력 각도 값으로 동작하면서 발생

한 차이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틸트로테이터가 적용된 6자유도 필

드로봇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으로 시뮬레이

션 모델에 필요한 필드로봇의 유압, 기구, 제어 시스

템을 MATAB/Simulink의 Simscape를 사용하여 시뮬

레이션 모델을 구축하였다.

6자유도 필드로봇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모델에 대

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하였다. 기

존 필드로봇 시스템의 제한된 동작 범위로 인해 작

업 범위가 제한되어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해 필드로봇의 손목역할을 하는 틸트

로테이터 시스템을 적용한 6자유도 필드로봇 시스템

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6자유도 필드로봇 시스템에 

대해 좌표계 설정을 하고 수학적 모델을 정립하고 

수학적 모델 요소인 오리엔테이션과 버켓 끝단 위치

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필드로봇 모델은 1.5

톤 굴착기의 제원으로 설계 S/W를 이용하여 3D 모

델을 설계하였다. 필드로봇의 기구/동역학 요소인 

Multibody 모델은 설계 S/W의 변환기능을 사용하여 

3D 모델의 Assembly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파일과 

Multibody 모델을 생성하였다. 필드로봇의 유압시스

템은 1.5톤 굴착기의 유압 회로도, 유압 제원, 밸브 

개구면적 선도를 분석하여 모델링을 하였다. 필드로

봇 시스템의 제어 시스템은 피드백 구조를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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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 제어기를 사용하였다. 모델링된 최종 필드로봇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2가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

였다. 첫 번째로 붐, 암, 버켓, 틸트로테이터의 단독 

동작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로 

붐, 암, 버켓의 복합 동작으로 굴착 동작을 모사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단독 동작과 복합 동작 시

뮬레이션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입력 값에 대해 출력 

값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일부 구간 중 0 ~ 

0.5초 구간에서 암의 동작에 대해 차이가 크게 발생

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초기 자세에서 입력 각

도로 동작하면서 발생한 차이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복합 동작에서 일부 구간에서 진동이 발생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필드로봇의 동력원인 메인 

펌프가 고정형 타입으로 방향전환 시 일정시간 동안 

최대 압력을 토출함에 있어 불완전한 영역에서 발생

한 속도변화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발생한 진동과 오차에 대해 이

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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