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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IMU를 이용한 6자유도 모바일 로봇을 설계하고 성능을 평가해 보았다. IMU를 이용하여  로봇의 Roll과 Pitch 
각을 측정하여 모바일 로봇의 이동경로 경사각을 측정하여 지면이 수평 일 때 모바일 로봇의 6바퀴 모두 항상 지면과 닿아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또한 오르막과 내리막일 경우 로봇의 동역학에 의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유지하여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로봇의 제어기를 설계하고 그 성능을 평가해 보았다. 

키워드: 6자유도(6 DOF), 이동로봇(mobile robot), Roll각(Roll Angle), Pitch각 (Pitch Angle)

I. 서 론

본 연구에서는 6자유도 모바일 로봇의 제어기를 구성하여 실험

하였다. 운동 재현기는 6개의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공간상의 6
자유도 운동을 재현하는 상조 운동방식의 기구이다. 6자유도 운동

은 6개의 링크의 길이의 조합으로 나타내며 이 병렬형 매니퓰레이

터(Parallel Manipulator)는 스튜어트 플랫폼(Stewart Platform)
이라고 불린다[1]. 본 연구에서는 6자유도 모바일 로봇의 3대 구

성요소인 동력학 프로세서, Roll각도와 Pitch각을 획득할 수 있는 

프로세서와, 플랫폼 제어기를 상호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구성하

였다. 조정장치의 조작에 대응하는 신호를 출력하기 위하여 각각

의 조정 장치에 부착할 센서인 IMU를 결정하고, 각각의 센서들로

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제어기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구동회로 및 

제어기간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회로들을 설계하여 성능을 평가하

였다. 플랫폼 제어기와 동력학 해석용 컴퓨터와의 인터페이스는 

전용 인터페이스 보드로 구성하였으며, 전용제어를 위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DSP로서 PIC30F4012를 사용하여 플랫폼 제어기에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2]. 플랫폼으로부터 수집된 로봇의 상태 

정보에 따라 동력학 해석에서 계산되는 모바일 로봇의 실제 운동

에 대응하는 플랫폼의 롤, 피치, 요, 히브, 스웨이, 서지 값을 플랫

폼 제어기로 전송한다.  플랫폼 제어기에서는 수신한 롤, 피치, 요, 

히브, 스웨이, 서지 값을 6개의 유압 실린더의 변위 값으로 환산하

여 각 실린더 제어기로 출력 신호를 발생시킨다.  플랫폼 제어기는 

DSP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구성되며, 각 유압 실린더 변위 

명령과 측정된 변위값에 따라 PID제어알고리즘을  실행하여 고속 

정밀제어가 되도록 하는 명령 값을 유압 실린더로 보낸다. 플랫폼

과 유압구동장치의 제작 및 평가를 위한 구동장치인 6자유도 스튜

어트 플랫폼 구동장치의 사양은 최대부하 500㎏, 최대가속도 1㎝

/sec2, 최대속도 61㎝/sec, 실린더 스트로크 250㎜, 사용압력 70
㎏․f/㎠, 공급압력 100㎏․f/㎠, 실린더 크기 Φ40×Φ30×500 ㎜이다.

II. 매니퓰레이터

병렬형 매니퓰레이터의 형상을 그림 1에서와 같이 나타내었다. 
이 매니퓰레이터의 구성 요소는 하판(Base plate), 상판(Payload 
plate), 그리고6개의 구동기로 구성되어 있다. 6개의 구동기는 유

압서보시스템으로 실제로 제어하는 것은 각 실린더의 서보밸브를 

제어하여 유량을 조절하여 실린더의 길이를 제어하는 것이다[3]. 
따라서 하나의 실린더에 대하여 비선형적인 요소를 제외한 전달함

수를 구해보면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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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병렬형 매니퓰레이터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parallel manipulator

   

 




 


 





   (1)

여기서 

   719㎤ (유압실린더의 등가용적)

 
 

 
  50㎝(실린더최대행정)

  


 


0.51㎝(좌우 양실의 유량비)

 

 
12.305㎠(평균피스톤 단면적)

 8433.9535 ㎏f/㎠(작동유 체적탄성계수)
 116585 ㎤/s/㎝(서보밸브의 유량이득)
 2.2528 ㎝5/㎏f․s
     (서보밸브의 유량압력계수)
 165㎏ (편로드실린더의 상당부하질량)

 16㎠ (실린더 로드 하부 단면적)
 8.16㎠ (실린더 로드 상부 단면적)

따라서 계수를 대입하여 전달함수 형식으로 나타내면 식 (2)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2)

매니퓰레이터 각각의 위치와 속도 제어는 PID 알고리즘을 사용

하였다. PID 알고리즘에는 실린더의 출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비

례, 적분, 미분 궤환을 이용하였다[4]. PID 제어 알고리즘은 

Motor의 중요한 시스템 특성, 즉 샘플링 타임, 정상상태 오차, 시
스템 안정도 등을 제어한다. 제어 알고리즘의 각 항은 서로 다르게 

시스템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3개의 gain상수의 설정은 좋은 

시스템 특성을 갖고 빠른 시스템 응답을 만드는데 중요하다. 미세

하게 조정된 PID 알고리즘은 시스템응답을 빠르게 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인다. 제어 알고리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2가지의 

조정이 필요하다. 첫째는 상당히 큰 적분상수에 의하여 오랜 시간 

후에 큰 오차를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막기 위하여 적분항의 크기

를 적당한 값으로 고정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시스템 안정성을 높

이기 위해 오차의 부호가 바뀔 때 적분항을 제거하는 것이다[5]. 
PID제어는 비례(P), 적분(I), 미분(D)제어기의 각 장점만을 취합

한 방식이다.

III. IMU 보정

본 논문에서 사용한 IMU는 3축의 가속도값(X축, Y축, Z축)과 

2축의 자이로 값을 출력한다. 가속도센서출력으로 각도를 계산하

기위한 모델은 그림 2와 같다  

q

x

q

q

X

Z

Accelerometer

Z

<그림 2> 가속도센서 모델

Fig. 2. Acceleration sensor model

가속도센서가 기울어져 Roll 각을 형성하면 중력의 크기는 X축

과 Y축으로 분산된다. 3축 가속도이므로 X, Y, G의 가속도 출력

을 얻을 수 있다. 그림 3에서 X방향으로 기울어졌을 때 가속도 x
의 출력 값, y는 Y축 방향으로 기울어졌을 때 출력 값, z는 가속도 

센서의 z출력 값이라 할 때  는 식 3과 같이 나타난다.
 

           tan  
                           (3)

식 3과 같이 가속도센서는 회전체의 중심에 있다는 조건이어야 

하며 중심에서 벗어나서 병진운동을 한다면 방향의 가속도성분이 

같이  측정되므로 정확한 각도를 얻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된 ARS는 식 4와 같이 의 단위의 실험에 의한 가중치를 적

용하므로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a = V * 0.105 [m/s 2]                  (4)

또한 자이로센서의 보정은 실험에 의한 deg/s 단위의 각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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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와 같이 보정하였다.     

           ∗  deg                   (5)

IV. 시스템 운용

시스템 운용은 그림 4와 같이 원하는 실린더의 위치 및 속도의 

상태를 만들기 위하여 Program에 의한 제어 신호를 만들어 Drive 
단에 보내주며 또한 LVDT로부터 실린더의 위치 및 상태를 받아 

비교하여 오차를 보상하여 안정된 제어 신호를 만들어 보내며 각

각의 모듈화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시스템의 동작 및 성능을 평가

하게 된다. 시스템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모듈을 가

진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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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 Communication
Mode 2 / Mode 3

PID Algorithm

A/D Conversion

D/A Conversion

S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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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2

Serial Communication
Mode 2 / Mode 3

PID Algorithm

A/D Conversion

D/A Conversion

S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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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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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Conversion

D/A Conversion

Cylinder1 Cylinder2 Cylinder3 Cylinder4 Cylinder5 Cylinder6

M
A
S
T
E
R Serial Communication Mode 3

EPP Mode Communication

P
C

EPP Mode Communication

TCP/IP Communication for LAN

<그림 3> 시스템 블럭도

Fig. 3. System Block Diagram

1. PC 프로그램

PC 프로그램의 내용은 LAN과 전용제어기의 통신매체인 양방

향 페러럴포트를 연결시켜주고, 또한 시스템의 성능평가와 제어 

알고리즘 개발, 그리고 전용제어기의 상태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한다. LAN은 10baseT급의 10Mbps의 속도로 라우터나 호스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HUB를 통하여 PC와 워크스테이션에 연결이 

되어 있고, EPP Mode의 양방향 페러럴 통신은 interrupt 신호를 

이용하여 약4Mbps정도의 속도로 data를 전송한다.

2. Master 프로그램

Master 제어기 프로그램은 dsPIC30F4012의 주변기능들에 대

한 기능설정과 하드웨어의 초기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통신 프로그

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Master 제어기의 통신은 PC와는 페러럴 

통신, 각각의 Slave와는 시리얼 통신을 사용한다. 시리얼 통신은 

dsPIC30F4012가 지원하는 멀티프로세서통신을 사용하여 각각의 

Slave에 어드레스를 인가하여 폴링방식의 데이터전송을 구축한다. 
여기서 Master는 비동기 시리얼 모드 중 Mode3를 사용하고, 
Slave는 Mode2를 사용한다[6].

3. Slave 프로그램

Slave 프로그램은 Master에서 받은 실린더의 길이 값과 PID제

어상의 PID Gain값으로 실제 실린더의 길이를 제어하고 제어된 

결과를 Master쪽으로 보낸다. Slave는 3개의 독립된 Board로 구

성되어 있고, 각각은 12bit 4CH A/D (AD7874), 12bit 2CH 
D/A(AD7237)가 있으며, 8개의 Digital IN / OUT Port가 있다

[7]. 

V. 실험

실험결과는 각각의 6개의 축에 모두 Step 입력을 인가하여 실

린더 1축과 2축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PID Gain은 P=4 I=0.01 
D=2로 정하였고, 공급압력은 공통적으로 500PSI의 압력으로 실

험을 하였다. 실험은 실린더 1축과 2축을 300mm 상승과 하강을 

시켜서 오실로스코프로 제어기의 D/A 출력과 LVDT값을 나타내

었다. 

1. 300mm 실린더 상승 ( 2V/div, 500ms/div )

그림 4.1은 실린더 1축의 제어기출력(U), 그림 4.2는 실린더의 

LVDT 위치출력(Y)이다. U는 최대 -7.13V이고, 정상상태에서는 

-600mV~-167mV의 출력을 낸다. 실린더가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Y값은 5.6V 시간은 2.63sec이다.

<그림 4.1>

실린더1의 제어기출력

  <그림 4.2>

실린더1의 위치출력

그림 4.3은 실린더 2축의 제어기출력(U), 그림 4.4는 실린더의 

LVDT 위치출력(Y)이다. U는 최대 -7.47V이고, 정상상태에서는 

-800mV～-433mV의 출력을 낸다. 실린더가 정상상태에 도달하

는 Y값은 5.4V 시간은 2.82sec이다.

<그림 4.3>

실린더2의 제어기출력 

  <그림 4.4>

실린더 2의 위치출력

이처럼 같은 상황에서도 실린더 1축과 2축이 차이를 보이는 것

은 각각의 실린더에 걸리는 상판의 하중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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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MU를 이용하여 6자유도 모바일 로봇의 제어와 

Data의 송수신을 구현하여 실현하였다. PC에서는 전송된 IMU값

에 의한 계산된 Data를 LAN과 EPP을 통해 제어기에 전달하고 

제어기 내에서는 각각의 독립된 프로세서들이 실린더 2개씩 담당

하여 고속의 정밀제어를 구현하였고, 또한 제어된 결과를 PC에 전

달할 수 있었다. 매니퓰레이터의 모델링은 많은 오차를 가지고 있

지만 제어 알고리즘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었고, 통신에서는 최소

한의 데이터를 충돌 없이 최대한의 속도로 전송하여 시간지연을 

최소화하였다. 앞으로의 시스템 개선에 대한 연구는 모델링 오차

에 강인한 제어알고리즘 개발과 시간지연을 줄일 수 있는 통신과 

시간지연에 강인한 제어알고리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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