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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V 수동화를 기반으로 한 굴삭기 자동정지 제어 
 

김광민† · 김민지* · 김동목** · 이동준* 
 

Auto-Stop of Excavator using Passivity-based control of MCV 
 

Kwangmin Kim, Minji Kim, Dongmok Kim and Dongjun Lee 
 

Key Words:  MCV(메인 컨트롤 밸브), Passivity-based control(수동성 기반 제어), 

Excavator(굴삭기), Safety control(안전 제어) 
 

Abstract 
We propose a passivity-based control framework for the excavator with main control valve (MCV). We first derive 

mathematical model of a 4-way valve, then develop a passivity-based control rule using spool actuation forces as control 
inputs. The passivity-based control is done in two steps: 1) MCV passifying control and 2) spool actuation control. First, 
the flow rate of each valve in MCV is decomposed into active flow source and a passive dissipation, and valve passifying 
control is presented based on this structure. Second, we present a spool actuation input to control the spool position to the 
desired value. In addition, we compensate the self-weight in order to make the passivity of the excavator less conservative. 
Finally, we propose a passivity-based auto-stop function of excavator when it collides with an underground obstacle. 
 
 

기호설명 
x : 스풀의 위치 

P  : 4 방향 밸브 공급압 

C  : 오리피스 유출계수 

w : 스풀 밸브 유효 개구면적너비 

ρ : 유체의 밀도 

m : i 번째 스풀의 질량 

b : i 번째 스풀의 댐핑 계수 

k : i 번째 스풀의 스프링 상수 

P : 자중에 의해 i 번째 실린더에 가해지는 압력  

P  : 외부 환경에 의해 i 번째 실린더에 가해지는 

압력  

1. 서 론  

굴삭기 등의 건설장비는 작업 시간 단축 및 

인력 절감 등을 위하여 꾸준히 자동화되는 추세에 

있다 [1]-[5]. 기존 굴삭기에서는 운전자가 주변 

작업자 혹은 안전 보조 시스템의 도움을 얻어 

작업환경 인식, 위험 여부 판단, 굴삭기 조종을 

모두 수행하였지만 자동화된 굴삭기에서는 이 

역할들을 센서와 제어기가 대신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 작업자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 보장 

제어는 자동화 굴삭기 제어 알고리즘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수동굴삭기의 경우에도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여 

장애물과의 충돌이나 지중물 파손과 같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업자 보조를 

위해서도 안전 보장 제어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굴삭기의 안전 보장 제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 가능하다. 첫 번째로는 외부 거리 

센서나 카메라 비전 알고리즘 등을 이용하여 

장애물을 인식, 회피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로는 굴삭기를 무한히 일을 할 수 없는 

수동적인 시스템(passive system) 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수동적인 시스템은 에너지 

생성이 불가능하고 저장 및 소산만 가능한 

시스템으로서, 

0 V V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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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외부환경에 할 수 있는 일이 초기 에너지 

값으로 상계 제한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때 

s(u,y) 는 공급률이며 함수 V는 에너지 함수이다. 

따라서, 굴삭기를 수동적인 시스템으로 만들면 

특정 값 이상의 에너지를 외부에 가할 수 

없으므로, 작업 중 단단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에너지를 소비한 후 자동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수동성을 기반으로 한 안전보장 

제어의 대표적인 장점은 굴삭기 외부의 

센서/카메라로 인식 불가능한 지중 장애물을 만난 

경우에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장점을 갖는 수동성 기반 

굴삭기 자동정지 제어 기법을 개발한다. 

한편, 굴삭기는 무한히 에너지를 발생하는 

동력원인 펌프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수동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따라서 굴삭기 시스템을 

수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것의 에너지원인 

펌프와 4방향 밸브 유압 시스템을 수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단일 4방향 밸브의 수동화는 

[6]에서 연구된 바 있다. 그러나 [6]은 압력 

공급이 일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일정 펌프유량 하에 

공급압력이 변화하는 굴삭기 MCV에 바로 적용 

시킬 수 없다. 굴삭기 MCV 내에는 붐/암/버켓에 

해당하는 4방향 밸브 3개가 일정유량 펌프 하나에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밸브 공급압력이 서로 

커플링 되어있고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4방향 밸브의 수학적 모델링을 

바탕으로, 공급압력이 변하는 상황에서도 MCV를 

수동화하는 제어를 제안한다. 그렇게 얻은 

수동성을 기반으로, 굴삭기가 일정 이상의 

에너지를 외부에 공급했을 때 자동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전략을 구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축된 제어 전략을 바탕으로 

굴삭기가 작업도중 단단한 지중물을 만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한다. 

2.  4방향 밸브 모델링 

본 장에서는 4방향 밸브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을 제시한다. 4방향 밸브의 개형은 Fig.1 과 

같다. 스풀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탱크는 

포트 A와, 펌프는 포트 B와 연결되며, 반대로  

 
Fig.1 4-way directional valve 

 

스풀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탱크는 포트 B와, 

펌프는 포트 A와 연결된다. Fig.1 과 같이 포트 

A와 B가 실린더의 두 쳄버에 연결돼 있을 때, 

Q  이며, P ∶ 로 정의 할 때 

유량 Q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7]. 

 

Q , ,        (2) 

 

P 0일 때의 유량을 Q 라고 하자. 이 때 

 

Q ,             (3) 

 

이며 K , , ∶ Q / 를 정의하면, Q 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성분으로 나뉠 수 있다.[6]. 

 

Q K , ,           (4) 
 

 

3. 수동성 기반 자동 정지 제어 

 

본 장에서는 앞에서 구축한 모델을 기반으로, 

스풀 작용 힘을 제어입력으로 하는 수동성 제어 

기법을 구축하고, 이를 굴삭기 자동 정지에 

적용시킬 것이다.  

3.2. 수동화 제어 

스풀 동역학은 (5)와 같이 모델링 할 수 있다 

가정한다. 

m           (5) 

위에서 제어입력 를 수동화를 위한 제어입력 

와 스풀 위치 제어를 위한 로 나누고, 

 

m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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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라 를 다음과 같이 입력할 때,  

√ √  

(7) 

 시스템(5)는 (8)로 정의되는 공급률 

s u , P , x , Q 에 대해 수동화 된다. 

s u , P , x , Q Q P     (8) 

이를 보이기 위해 에너지 함수 W를 (9)과 같이 

정의하자. 

W z             (9) 

z √         (10) 

(9)을 미분하여 관계식 (2),(3),(4),(7),(10)을 

적절히 대입하면 식 (11)이 얻어진다. 

W Q P    (11) 

W Q P s u , P , x , Q  (12) 

식 (12)를 적분하면 다음과 같이 수동성이 만족됨

이 보여진다. 

 

W 0 s u , P , x , Q0     (13) 

 

3.3. 스풀 위치 제어 

스풀 위치 제어 입력 는 를 상쇄시키고 

원하는 스풀위치 x 로 제어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u

	 	 	 	 	 	 	 	 	 	 	 	 	 	 	 	 	 	 	 	 	 	 	 	 	 	 	 	 	 	 	 	 	 	 √

√
       (14) 

이를 제어입력 +  에 대입하면, 식 

(5)는 (15)와 같이 되므로 x 는 x → x  으로 제어 

된다. 

m x 	 0 (15) 

 

3.4. 자동 정지 

W가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 되는 에너지 저장 

함수 W를 정의하자. 

W ∑             (16) 

총 에너지 함수 W를 (17)과 같이 정의하면, 

은 식 (18)을 만족하게 된다. 

W ∑ 	            (17) 

∑ Q P 	 Q P  (18) 

는 식 (9)에 의해 항상 양수이므로, 만약 

값이 항상 0보다 크도록 제어를 하면, W 또한 

항상 양수가 된다. 따라서 식 (19)가 성립한다. 

W 0 W 0 W Q P      (19) 

Q P  는 MCV가 실린더에 한 일이므로, 위 

식은 MCV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상계 제한됨을 

의미한다. 

이를 굴삭기 자동정지에 적용시키자. 굴삭기가 

안정적인 작업환경에서 작업할 때, 즉 MCV가 하는 

일의 양이 적당한 범위에 있을 때에는 (14)와 

같이 제어 입력을 준다. 만약 작업 중 단단한 

장애물을 만나면 작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MCV가 하는 일의 양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W 값이 0이 되는 순간 =0이 되도록 

제어입력을 넣으면(자동 정지), 시스템은 항상 식 

(19)를 만족하며, 과도한 에너지 공급으로 인한 

차량이나 환경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3.5. 자중에 의한 일 보완 

굴삭기 자동정지 제어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굴삭기가 외부 환경에 공급하는 에너지를 

상한 하는 것이다. 그런데 MCV 가 실린더에 하는 

일 중 대부분이 굴삭기 기구부 자체의 하중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정작 

외부환경에는 많은 에너지를 가하지 않았어도 

굴삭기가 자동정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항을 W 에 넣어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 룰을 

재정의 한다. 

W ∑ ∑ Q P       (20) 

P P P  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1686

서울대학교 | IP: 147.46.128.*** | Accessed 2017/03/07 11:40(KST)



∑ Q P 	 Q P    (21) 

W 0 W 0 W Q P      (22) 

에너지 식 (22)는 MCV가 하는 일 중 자체 

하중에 의한 일 Q P 은 제외하고, 외부 

환경에 가하는 에너지가 제한됨을 의미한다. 

4. 시뮬레이션 

앞 장에서 제시한 제어기법을 적용하여, 굴삭

기 작업 중 단단한 벽을 만나는 상황에 대한 시뮬

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스풀을 닫는 조건은 W가 

3800 이하가 될 때로 설정하였다. 정상 구동 조건

에서 스풀 입력은 10 ∗(1,0,-1)로 주었다. 

Fig.2 는 버켓 끝이 벽을 만난 후 에너지 소비

율이 높아져 W가 급격히 감소됨을 보인다. Fig.3

에서 W 3800 이 되는 순간(5 초) 스풀이 닫히

면서 더 이상 에너지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4 와 Fig.5 는 벽을 만난 후 굴

삭기의 작업이 중지됨을 보여준다. 

 
Fig.2 Energy function versus time 

 
Fig.3 spool position versus time 

 
Fig.4 bucket tip velocity versus time 

 
Fig.5 trajectory of bucket tip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동화 굴삭기의 안전성 보장

을 위해 수동성에 기반한 제어기를 설계하고, 

자동정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동정지 기능을 

검증하였다. 추후에는 제안된 제어기를 실제 굴

삭기에 적용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실험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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