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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robot technology advances, research on the driving system of mobile robots is actively being conducted. The driving

system of a mobile robot configured based on two-wheels and four-wheels has an advantage in unidirectional driving such as

a straight line, but has disadvantages in turning direction and rotating in place. A ball robot using a ball as a wheel has an

advantage in omnidirectional movement, but due to its structurally unstable characteristics, balancing control to maintain attitude

and driving control for movement are required. By estimating the position from an encoder attached to the motor, conventional

ball robots have a limitation, which causes the accumulation of errors during driving control. In this study, a driving control

system was proposed that estimates the position coordinates of a ball robot through image processing and uses it for driving

control. A driving control system including an image processing unit, a communication unit, a display unit, and a control unit

for estimating the position of the ball robot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Through the driving control experiment applying

the driving control system of the ball robot, it was confirmed that the ball robot was controlled within the error range of

±50.3mm in the x-axis direction and ±53.9mm in the y-axis direction without accumulating errors.

요 약

로봇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모바일 로봇의 주행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륜 및 4륜의 휠을 기반으로 구성되

는 모바일 로봇의 주행 시스템은 직선과 같은 단반향 주행에 장점이 있으나 방향 전환 및 제자리 회전에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볼을

휠로 사용하는 볼 로봇은 전방향 이동에 장점이 있으나, 구조적인 불안정한 특성에 의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자세 제어 및 이동을

위한 주행 제어가 요구된다. 기존의 볼 로봇은 모터에 부착된 엔코더를 이용하여 주행제어를 위한 위치를 추정함으로써 오차가 누적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처리를 통해 볼 로봇의 위치 좌표를 추정하고, 이를 주행 제어에 사용하는 주행 제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볼 로봇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영상처리부, 통신부, 표시부 및 제어부를 포함하는 볼 로봇의 주행 제어 시스

템을 설계 및 제작하고, 주행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볼 로봇의 주행 실험을 통해 x축 방향 ±50.3mm 및 y축 방향 ±53.9mm의 오차범

위 이내에서 오차의 누적 없이 제어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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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로봇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모바일 로봇의 주행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모바

일 로봇의 주행 시스템은 대부분 2륜 및 4륜의 휠

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직선과 같은 단반향 주행에

장점이 있으나 방향전환 및 제자리 회전에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 형

태의 바퀴를 사용하는 볼 로봇에 대한 연구가 다양

하게 수행되고 있다[1-11].

볼 로봇은 공 모양의 로봇 혹은 볼을 이동 수단

으로 사용하는 로봇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타이어

를 사용하는 이동수단이 갖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

다[1]. 볼 로봇은 협소한 공간에서의 방향전환에 유

리하지만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정한 특성

에 의해 이동을 위한 주행 제어 이외에 균형을 유

지하기 위한 자세 제어가 요구된다. 따라서, 볼 로

봇의 제어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

다[2-11]. Seo 등은 메카넘휠을 적용한 볼봇의 주

행 제어 조건에 따른 휠과 볼 사이의 슬립량을 비

교하였으며, 슬립량에 의해 엔코더의 위치 오차가

누적되어 정확한 주행이 어려움을 확인하였다[10].

Lee 등은 자세 제어에 사용하는 모터의 엔코더 정

보를 이용하여 이동을 위한 주행 제어 시에 휠과

볼의 슬립현상을 위치 오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였다[11]. 따라서 주행 제어에서 모터의 엔코

더 정보를 대체하기 위한 볼 로봇의 위치 측정 방

법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볼 로봇의 영상처리를 통해 볼 로

봇의 위치 좌표를 측정하고, 측정된 좌표를 주행

제어에 사용하는 주행 제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Ⅱ장에서는 볼링 공, 옴니 휠, 모터, 센서 및 제어

회로부를 포함하는 볼 로봇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해

분석 하였으며, Ⅲ장에서는 볼 로봇의 위치를 측정

하기 위한 영상처리부, 통신부, 표시부 및 제어부를

포함하는 볼 로봇의 주행 제어 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Ⅳ장에서는 제작된 볼 로봇의 주행 제

어 시스템을 적용한 주행 실험을 통해 주행 제어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Ⅱ. 시스템 구성

볼 로봇은 그림 1과 같이 엔코더(512P/R)가 부착

된 DC 모터(IG-42GM)에 연결된 옴니 휠(NEX)이

4방향으로 볼링 공에 접해 있으며, 모터 드라이버

(Cytron MD30C), 리튬 폴리머 배터리(22.2Vㆍ5Ah),

AHRS 센서(EBIMU-9DOFv4), 블루투스 모듈(HC-

06), MCU(NUCLEO-F429ZI)와 제어 회로가 배치

되어 있다. 볼링공을 구 형태의 타이어로 사용하며,

볼링공 측면에 90∘ 간격으로 배치되는 모터에 연

결된 옴니 휠이 볼링공을 회전하여 롤 및 피치 각

도와 x 및 y 축 위치를 제어할 수 있다. 볼 로봇 차

체의 중앙에 AHRS 센서를 배치하고, 센서의 x 및

y 축 방향을 차체의 x 및 y 축 방향과 동일하게 배

치하여 롤 및 피치 각도를 측정하고 이 값을 이용

하여 자세 제어를 수행 하도록 구성하였다.

Fig. 1. Configuration of ball robot.

그림 1. 볼 로봇의 구성도

Fig. 2. Functions and signal flow of ball robot parts.

그림 2. 볼 로봇 부품의 기능 및 신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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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볼 로봇 구성품의 기능 및 신호의 흐름

도를 나타낸다. AHRS센서를 통해 볼 로봇의 기울

어진 각도를 측정하고, PC에서 영상처리를 통해 볼

로봇의 위치 좌표를 측정한다. MCU 제어보드에서

설정된 위치 좌표와 측정된 위치 좌표의 차이값을

이용하여 모터를 동작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생성

한다. 제어신호가 모터 드라이버를 통해 모터를 구

동함으로써 볼 로봇의 자세 제어와 주행 제어가 가

능하도록 하였다.

Ⅲ. 주행 제어 시스템 설계

1. 영상처리부

그림 3과 같이 프레임에 웹 캠(HD-3000)을 부착

하여 볼 로봇의 영상을 취득하고, 취득된 영상을

PC에서 OPENCV를 이용한 영상처리를 통해 볼

로봇의 현재 위치값(PXY)을 측정하고, 해당 값을

블루투스 UART 통신을 통해 볼 로봇의 MCU 제

어보드로 전송하는 영상처리부를 구성하였다.

Fig. 3. Configuration of image processing system.

그림 3. 영상처리부의 장치 구성도

프레임 상단 중앙에 웹 캠을 설치하고 선반에는

영상처리를 위한 PC를 배치하였다. 지면으로부터

1.5m의 높이에 배치된 웹 캡에 촬영되는 영상의 범

위는 가로 1.4m 및 세로 1.0m이다. 이 범위에 대해

볼 로봇의 위치 측정이 가능하며, 640*480 픽셀의

해상도를 갖는 영상으로부터 계산되는 위치 좌표

분해능은 가로 2.2mm 및 세로 2.1mm이다.

그림 4와 같이 볼 로봇의 최상단에 직경 15mm의

청색 원판을 부착하고 웹 캠에서 촬영한 영상을 이

용하여 OPENCV에서 원판 색상을 인식하고, 인식

한 색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중심 좌표를 계산하고,

이 값을 볼 로봇의 위치로 설정하였다.

Fig. 4. Circular plate for position measurement of ball robot.

그림 4. 볼 로봇의 위치 측정용 원판 배치도

영상처리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 볼 로봇의 주

행 환경에서 웹 캠에 촬영되지 않는 청색을 원판의

색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빛의 반사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노이즈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물

체로 인식하는 최소 크기에 대한 제한값을 설정하

여 작은 노이즈 성분은 물체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

였다.

2. 통신부

볼 로봇의 통신부는 그림 5와 같이 총 4개의

UART 통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AHRS 센서와

MCU 제어보드 사이의 유선통신은 115,200bps, 영

상처리용 PC 및 어플리케이션용 테블릿 PC와

MCU 제어보드 사이의 무선통신은 9,600bps의 통

신속도로 설정하였다.

Fig. 5. Block diagram of communication system.

그림 5. 통신부의 블록 다이어그램

영상처리용 PC에서 볼 로봇의 MCU 제어보드로

위치 좌표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주기와 볼 로봇의

MCU 제어보드에서 어플리케이션용 테블릿 PC로

위치 좌표 및 각도 데이터를 전송하는 주기를 0.3sec

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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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시부

볼 로봇의 제어 상태를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주

행 목표 좌표를 MCU 제어보드로 전송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표시부에 적용하였다. 그림 6과 같

이 표시부는 볼 로봇의 주행 위치 좌표 표시창, 주

행 목표 좌표 입력창, 및 자세 각도 표시창으로 구

성되었다. 주행 위치 좌표 표시창은 주행 범위인

가로(x축) 1.4m 및 세로(y축) 1.0m를 640*480 픽셀

을 갖는 웹 캠의 영상으로 측정하여 태블릿 PC의

화면에서 16*12 칸의 격자로 나타내고, 격자 1칸은

가로 87.5mm 및 세로 83.3mm를 표시한다. 볼 로

봇의 위치를 점으로 표시하고, 직전 위치와 현재

위치를 선으로 연결하여 이동 궤적을 나타낸다. 어

플리케이션에서 주행 목표 좌표를 입력하면, 블루

투스 통신을 통해 MCU 제어보드로 볼 로봇의 목

표 위치값(Pd_XY)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또한 MCU

제어보드에서 0.3초 주기로 볼 로봇의 롤, 피치, 및

요 각도 값을 어플리케이션용 테브릿 PC로 전송하

고, 전송된 데이터를 자세 각도 표시창에 표시하여

현재 볼 로봇의 자세 제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였다.

Fig. 6. Screen arrangement of display system.

그림 6. 표시부 화면 배치

4. 제어부

자세 제어를 위한 목표 각도값(φd_RP)과 주행 제

어를 위한 목표 위치값(Pd_XY)을 모두 0으로 설정

하여 볼 로봇이 자세와 초기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

였다. AHRS 센서의 롤 및 피치 축 방향과 차체의

x 및 y 축 방향이 정렬 되도록 설계하여, 롤 자세

제어와 x축 위치 제어를 수행하기 위한 모터 제어

시스템과 피치 자세 제어와 y축 위치 제어를 수행

하기 위한 모터 제어 시스템을 서로 분리하였으며,

각각 분리된 제어 블록선도는 동일하며 그림 7과

같다.

Fig. 7. Block diagram of control system.

그림 7. 제어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

AHRS 센서로 측정되는 자세 제어용 각도값(φ

RP) 및 웹 캠으로 취득한 영상의 영상처리를 통해

계산되는 주행 제어용 위치값(PXY)을 목표 각도값

(φd_RP) 및 목표 위치값(Pd_XY)과 비교하여 식 (1)

및 식 (2)와 같이 각도 및 위치 오차(eφRP, ePXY)를

생성한다.


   (1)


   (2)

각도 및 위치 오차에 대해 PID 제어를 통해 생성

되는 제어신호는 식(3) 및 식 (4)와 같다. 생성된

두 제어 신호를 통합하여 PWM 신호 형태로 모터

드라이버를 통해 볼 로봇의 각 방향 모터의 제어

신호로 사용한다.


  

 
∆

∆


 

 (3)


  

 
∆

∆


 

 (4)

여기서, UφRP, Kpφ, Kiφ, Kdφ는 자세 제어를 위한

제어 신호 및 PID 게인, UPXY, KpP, KiP, KdP는 주행

제어를 위한 제어 신호 및 PID 게인, ᐃt는 제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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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나타낸다.

볼 로봇의 구동축은 x 및 y 축으로 구성되며, 각

축당 2개의 모터에 의해 동작한다. 각 축은 자세 제

어를 위한 PID 게인과 주행 제어를 위한 PID 게인

으로 총 6개의 제어 변수(Kpφ, Kiφ, Kdφ, KpP, KiP,

KdP)를 가지며, 각 축의 제어 게인 값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자세 및 주행 제어에 총 6개의 제어 변수

를 사용하였다.

Ⅳ. 실험 및 고찰

그림 8은 영상처리를 사용하는 주행 제어 시스템

을 적용한 볼 로봇의 주행 제어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장치도를 나타내며, 시험에 사용한 볼 로봇의

구동부 사양을 표 1에 나타낸다[10]. 그림 9는 영상

처리를 통해 볼 로봇의 위치 (334, 158) 픽셀 좌표

가 생성된 화면을 나타내며, 영상에서 1번 위치는

(0,0) 픽셀 좌표, 2번 위치는 (0, 480) 픽셀 좌표, 3번

위치는 (640, 0) 픽셀 좌표, 4번 위치는 (640, 480)

픽셀 좌표 값을 나타낸다.

Fig. 8. Experimental appratus for performance test of

driving control.

그림 8. 주행 제어 성능 평가를 위한 장치도

그림 10은 볼 로봇의 주행 제어 실험에서 영상처

리를 통해 측정된 볼 로봇의 위치 궤적을 나타낸

다. 볼 로봇의 주행 목표 위치(x, y)는 픽셀 좌표로

표시하면 ① (120, 240), ② (520, 240), ③ (320,

240) 픽셀이며, 위치 좌표로 표시하면 ① (262.8,

499.2), ② (1,138.8, 499.2), ③ (700.8, 499.2) mm이

다. 그림 11은 볼 로봇이 주행 목표 위치 ①, ②, ③

으로 이동 및 유지 시에 볼 로봇의 각 방향 위치를

시간 축에 대해 나타낸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driving system of ball robot.

표 1. 볼 로봇의 구동부 사양

Parameters Value Unit

Rated torque 9.2 kgf-cm

Rated speed 152 rpm

Rated voltage 24 V

Reduction rate 1/49 _

Encoder resolution 512 ppr

Fig. 9. Image processing screen.

그림 9. 영상처리 화면

Fig. 10. Position locus according to driving control.

그림 10. 주행 제어에 따른 위치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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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osition coordinates in each direction when the ball

robot moves to and holds the target driving position.

그림 11. 볼 로봇이 주행 목표 위치로 이동 및 유지 시의

각 방향 위치 좌표

그림 11에서 이동 및 유지 시에 주행 목표 위치

대비 x축 방향 ±50.3mm 및 y축 방향 ±53.9mm의

오차 범위에서 제어되며, 오차가 누적되지 않고 비

슷한 값을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볼 로봇의 위치 정보를 구동 모터에 장착된 엔코

더의 값을 이용하는 주행 제어[11]와 비교하여 x축

방향 오차는 기존 ±100mm의 50.3%로 감소되었으

며, y축 방향 오차는 기존 ±80mm의 67.4%로 감소

되었다. 볼 로봇의 위치 좌표를 측정하기 위해 영

상처리를 이용하는 주행 제어 시스템을 적용함으

로써, 구동 모터에 부착된 엔코더를 사용함으로써

휠과 공 사이의 미끄러짐 및 공과 지면 사이의 미

끄러짐에 의한 위치 오차의 누적 현상의 발생[10]

이 개선됨을 확인 하였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90∘ 간격으로 배치된 4개의 옴니

휠이 부착되는 모터, 볼링공, 제어를 수행하는 MCU

제어보드로 구성된 볼 로봇의 주행 제어를 위해 구

동 모터에 부착된 엔코더를 사용하지 않고 웹 캠으

로 취득한 영상의 영상처리를 통해 볼 로봇의 위치

좌표의 측정이 가능한 주행 제어 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고, 볼 로봇의 주행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주

행 실험을 통해 볼 로봇의 제어 성능을 확인하였다.

볼 로봇의 위치 좌표를 측정하기 위한 영상처리부

설계에서 640*480 픽셀의 해상도를 갖는 웹 캠 영상

을 취득하고, OPENCV를 이용한 영상처리를 통해

1.4*1.0m의 측정 범위에 대해 x축 2.2mm 및 y축

2.1mm의 위치좌표 분해능을 확보하였다. 영상처리

로 측정된 볼 로봇의 위치 좌표는 영상처리용 PC

에서 무선통신으로 MCU 제어보드로 전달되어 주

행 제어에 사용되고, MCU 제어보드에서 어플리케

이션용 테블릿 PC로 전달되어 표시부에서 위치 좌

표를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연산 과정 없이 각 구

동 축에 대한 PID 제어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AHRS

센서의 롤 및 피치 축 방향과 차체의 x 및 y 축 방

향이 정렬이 되도록 설계하여, 롤 자세 제어와 x축

위치 제어를 수행하기 위한 모터 제어 시스템과 피

치 자세 제어와 y축 위치 제어를 수행하기 위한 모

터 제어 시스템을 서로 분리하였다.

영상처리부, 통신부, 표시부 및 제어부로 구성되

는 주행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주행 실험을 통해

볼 로봇이 오차의 누적 없이 x축 방향 ±50.3mm 및

y축 방향 ±53.9mm의 오차범위 이내에서 제어됨을

확인하였다. 볼 로봇의 위치 좌표를 측정하기 위해

영상처리를 이용하는 주행 제어 시스템을 적용함

으로써, 구동 모터에 부착된 엔코더를 주행 제어를

위한 위치 좌표로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위치 오

차의 누적 현상을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영상처리 기법을 적용하는

주행 제어 시스템은 휠과 공 사이의 미끄러짐 및

공과 지면 사이의 미끄러짐에 의해 발생하는 위치

오차의 누적 현상을 개선하여 볼 로봇의 주행 제어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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