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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가속도 센서에 의한 모바일 역진자 제어 

A Control of Mobile Inverted Pendulum using Single Accelerometer 

하 현 욱, 이 장 명
*
 

(Hyunuk Ha and Jangmyung Lee)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single accelerometer sensor control algorithm to mobile inverted pendulum, generally called 

‘Segway’, and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this system comparing to the conventional ones. The commercialized ‘Prototype 

Segway-PT’ is initially considered as a next-generation transport vehicle. However, this robot is operated by three gyroscopes and 

two accelerometers to control the posture and speed, and it requires the complex signal processing for fusing the two sets of data. As 

the result of this, the growth rate of market size of ‘Segway’ is slow because of its high price mainly. In this paper, the mobile 

inverted pendulum is operated by a single accelerometer to simplify the control system to lower the price. Low pass filter is one of 

the good sensors to reducing the variation of an accelerometer, but it has time delay. This time delay disturbs real-time mobile 

inverted pendulum control. Like this, other various algorithms are used for this system, but each one has its own weak point. So this 

paper proposes a new filtering method, median filter and EKF. Median filter is used to image processing to reject impulse elements 

like salt and pepper noise. As the major performance evaluation parameter for the accelerometer, the high-frequency to low 

frequency ratio from FFT (Fast Fourier Transform) is used.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algorithms has been verified through the 

real experiments and the results are demon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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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되어 있는 Segway는 2001년 Dean 

Kamen에 의해 개발된 이후로, 차세대 이동수단으로써 큰 반

향을 일으켰다[1]. Segway는 휠이 이동방향으로 배치되어 동

체 pitch 방향의 안정성을 하드웨어적 기본전제로 시작하던 

기존의 이동수단과는 달리, 동체의 양 옆에 바퀴를 배치함으

로써, pitch 방향으로 무게중심의 이동을 인지하여, 앞뒤로 넘

어지지 않게 제어함과 동시에 그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차세대 이동수단으로써 각광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1]. 그러나 상용

화되어 있는 Segway에는 다수의 자이로 센서(Gyroscope)와 

가속도 센서(accelerometer)의 센서 융합 알고리즘으로,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하며 높은 성능을 가진 하드웨어를 요구한

다[1]. 게다가 다수의 센서를 사용함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서 부담 없이 타기에는 비교적 고가의 이동수단이라는 생각

이 만연해 있다.  

Segway가 개발된 이후로 최근까지 근 10년 동안 되먹임을 

통한 부분선형화(partial linearization)에 의한 속도 및 위치 제

어 기법[4]이나, 반복 순시 제어법(iterative impulsive control)에 

의한 연구[5]를 비롯한 성능 최적화 연구는 다각도에서 활발

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항상 센서융합 

알고리즘의 전제하에서 연구되고 있는 한계로 인해[4-6], 차

세대 이동수단으로써의 보편성 및 사회성은 결핍되어 자전

거와 같이 특정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등의 장점을 두

고도 전동스쿠터의 상용화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가의 단일 가속도 센서에 의한 신호처리를 통

해, 본 연구실에서 직접 개발한 모바일 역진자에 적용해 보

고 그에 따른 성능평가를 함으로써, 단일 가속도 센서의 최

적의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적용된 알고리즘으로는 적응

필터의 잡음에 강인한 특성을 이용한 비선형 필터의 한 종류

인 확장 칼만 필터[14]와 영상처리 분야에서 임펄스 잡음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미디언필터[6,17,18]

를 사용하여 센서의 떨림을 줄이는 알고리즘이 있다. 필터링 

전후의 파형에 대해 주파수 대역에서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모바일 역진자에 적용되기 어려운 저역 통과 필터의 시정수

에 의한 시간지연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에 의한 시

간 지연을 비교하여 성능평가를 해보도록 함으로써, 단일 가

속도 센서에 의한 모바일 역진자를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

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논문은 서론 및 결론을 포함하여 총 V 장으로 구성되며, 

본문의 II 장에서는 앞서 말한 단순 저역 통과 필터를 적용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인 시간지연과 강인성이 고려 되

지않는 필터의 특성에 대해 소개하고, 가속도 센서의 신호처

리에 적용된 알고리즘의 이론적 바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III 장에서는 보정된 자이로 센서 신호와 단일 가속도 센서의 

신호 처리 과정의 파형을 나타내고, 성능평가 파라미터 로써 

FFT (Fast Fourier Transform)에 의한 스펙트럼 분석을 실시하였

다. IV 장에서는 실험 환경 및 기존의 구동 알고리즘과 제안

한 구동 알고리즘의 차이점에 대해 소개하고, V 장에서는 실

제 모바일 역진자를 단일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 실험하였을 

때의 정량적 성능을 도식화 하였다.  

 

II. 가속도 센서 필터링 알고리즘 

기존의 모바일 역진자는 사람 무게중심의 이동을 자이로 

센서에서 코리올리 효과에 의한 각속도의 변화를 감지하여 

제어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자이로 센서는 A/D변환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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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샘플링 주기나 제한된 비트 수에 따른 절단 오차, 환

산 계수의 비선형성, 온도에 따른 환산 계수 오차, G-

sensitivity에 따른 오차 등 모델링 할 수 있는 오차 정보와, 0

으로 정확하게 바이어스 되지 않은 각속도 신호성분에 대한 

적분 과정으로 인해 야기 되는 오차(바이어스 드리프트)가 

있고[2,4,7], 이러한 자이로 센서의 오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누적되는 성질이 있다. 이로 인해 상용화되어 있는 

‘Segway’에서는 기울기 센서와 센서 융합을 통해 보정하여 

사용한다. 자이로 센서와 같이 각도를 측정 할 수 있는 또 

다른 센서로는 가속도 센서가 있지만, 외란에 약하여 떨림이 

심하고, 일정 이상의 외란에 대해서는 모바일 역진자 기구부

가 하드웨어적 증폭기처럼 작용하여, 각도 값이 양과 음의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발산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떨림을 줄

이기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저역 통

과 필터가 있지만, 이는 필터 설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시정수로 인해 시간지연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모바일 

역진자의 실시간 제어를 방해하게 되어, 그림 1과 같이 본 

시스템에는 적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는 임펄스 잡음을 효과적으로 줄이는데 사용되는 미디언 필

터와 함께 실시간성을 잃지 않으면서 잡음없는 신호 값을 추

측하는 적응필터의 한 종류인 확장 칼만 필터를 사용하여 가

속도 센서의 실시간 필터링 신호처리를 통해 모바일 역진자

를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1. 미디언 필터(median filter) 

미디언 필터는 비선형 공간적 필터링 기법으로 분류되며, 

이는 이 필터가 영상처리에 적용 되었을 때 마스크 값과 입

력 픽셀의 값을 곱하여 선형 합으로 계산하는 필터가 아니기 

때문이다[6]. 또한 미디언 필터의 임펄스 응답은 0 이다[17]. 

이러한 특징은 미디언 필터를 강인하고, 잡음의 특징을 모를 

때 비교적 시간 지연 없이 신호를 매끄럽게 하는데 적합하게 

한다[18]. 미디언 필터는 주파수 대역에서 스펙트럼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AWGN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을 효율

적으로 제거하는 필터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영상처리 분야

에서는 임펄스 성분을 가지는 소금&후추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필터로 알려져 있다[18]. 미디언 필터의 윈도

우는 다양한 형태로 설정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바일 역진자 제어에는 단일 가속도 센서값이 사용 되고, 

이는 실시간 1차원 배열이므로 수평윈도우로 설정하게 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위의 배열은 프로세서

로 들어온 센서 값이라 가정하고 이것을 미디언 필터를 이용

하여 정렬하게 되면, 그림 2와 같이 정렬할 수 있다.  

그림 2의 위의 배열에는 1차원 수평 윈도우로 설정하였을 

때 한 윈도우 내에 들어오는 데이터 값이라고 가정하면, 그

림 2의 아래 배열에는 미디언 필터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재

배열 하였을 때의 한 윈도우 내의 데이터에 대하여 나타내었

다. 미디언 필터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구현하였다. 

알고리즘내의 N1은 창의 크기라 설정하고 각 인덱스마다의 

크기를 비교하여,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재정렬하였다. 

위의 알고리즘을 모바일 역진자의 가속도센서에 각각 다

른 창 크기(5, 10, 20)에 대해 적용해 보면, 그림 4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2. 확장 칼만 필터(extended Kalman filter) 

확장 칼만 필터는 비선형 시스템을 테일러 시리즈 전개에 

의해 부분적으로 선형화 하고 선형화 된 구간에 대하여 칼만 

필터를 적용하여 비선형 시스템에서 추적 기법을 이용한 최

적의 해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다[14,15]. 모바일 역진자 시스

템은 각 상태(state)가 시간에 따라 변동이 크고 미래추정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크게 변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항공 분야에서 계가 일정 궤도에 머물고 있는 정상상태 영역

처럼 상태변수의 공칭 값을 미리 알 수 없다[19]. 그러므로 

그림 1. 모바일 역진자 제어시 저역 통과 필터의 문제점. 

Fig.  1. Weak point of low pass filter for mobile inverted pendulum.

그림 2. 미디언 필터링 전후의 데이터 배열에 대한 예. 

Fig.  2. An example of data array for before & after of median 

filtering. 

 

For cnt1=0,…
1

N  // 
1

N 은 window 사이즈 

For cnt2=cnt1+1,…
1

1N +  

If ( accelerometer[cnt1] > accelerometer [cnt2] ) 

temporary value = accelerometer[cnt1]; 

accelerometer[cnt1] = accelerometer[cnt2]; 

accelerometer[cnt2] = temporary value; 

End if 

End for 

End for 

그림 3. 미디언 필터 알고리즘. 

Fig.  3. Median filter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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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값으로부터 현재 상태를 추정하고(time update) 측정한 

값으로부터 칼만 이득 및 현재 상태를 추정함(state update)을 

반복함으로써, 시스템이 확정적이지 않지만 잡음이 가우시안

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 최적의 현재 값을 추정 할 수 있는 

비선형 필터인 확장 칼만 필터를 적용하였다. 

Time update equation(predict) 

           ˆ
k
x− =

1
ˆ( , ,0)
k k

f x u
−

 (1a) 

1 1

T T

k k k k k k k
P A P A W Q W−

− −

= +  (1b) 

Measurement update equation(correct) 

           1( )T T T

k k k k k k k k
K P H H P H V RV− − −

= +  (1c) 

           ˆ
k
x = ˆ

k
x
−

+ ˆ( ( ,0))
k k k

K z H x
−

−  (1d) 

           ( )
k k k k
P I K H P

−

= −  (1e) 

식 (1)에서 x 는 각 상태(state)를 의미하고, 
k

u 는 제어 신

호 입력, 
k

A 와 
k

W 는 k 번째 프로세스 자코비안, 
k

Q 는 k

번째의 프로세스 잡음의 공분산 행렬이다. 
k
z 는 측정값, 

k
H

와 V 를 k 번째의 측정 자코비안이라 하고, 
k

R 는 k 번째의 

측정 잡음 공분산 행렬이다. 식 (1a)와 식 (1b)에서는 각각 이

전 값으로부터 현재 값의 상태를 추정하고, 오차에 대한 공

분산을 추정한다. 식 (1c), 식 (1d), 식 (1e)에서는 k 번째 프로

세스의 칼만 이득을 계산하고, 측정치로부터 k 번째의 상태 

추정치를 예측하고, 오차 공분산 행렬을 업데이트 한다. 

모바일 역진자의 상태 방정식 모델링[2,4,5,8,13,20,21]은 이

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그 결과로 아래 식 (2)에 모바일 

역진자의 가장 단순화된 모델링 상태 방정식이 나타나 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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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창의 개수(0,5,10,20)에 따른 미디언 필터링의 결과

파형. 

Fig.  4. Results of median filtering for the various window

size(0,5,10,20). 

 

 

표   1. 모바일 역진자 파라미터. 

Table 1. Mobile inverted pendulum parameter. 

의미 용어 값 단위 

중력 g  9.8 2
/m s

카트의 무게 M  20 kg 

진자의 무게 m  3 kg 

폴의 관성 모멘트 J  0.25 kg 

바퀴의 반지름 r  0.22 m 

폴의 회전마찰 계수 p
f

 
무시가능 /Ns m

카트의 마찰 계수 c
f

 4.5 /Ns m

 

 

그림 5. 모바일 역진자의 기구학 및 동역학 해석. 

Fig.  5. Kinematic and dynamic analysis of mobile inverted 

pend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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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성능 분석  

1. 실험 결과 

그림 6에서는 모바일 역진자를 임의로 외부에서 외란을 

가하여 앞뒤로 약 30도의 각도로 흔들었을 때, 필터를 통과

하지 않았을 때의 가속도 센서 파형과 미디언 필터만을 통과 

하였을 때의 파형, 그리고 미디언 필터와 확장 칼만 필터를 

같이 사용하였을 때의 파형 및 이 모든 파형과 함께 10차 저

역 통과 필터를 나타내었다.  

그림 6(e)에서는 자이로 센서의 신호와 가속도 센서의 필

터링 전 후의 신호와 함께, 10차 저역 통과 필터를 통과한 신

호를 같이 나타내었다. 자이로 센서 신호와 제안한 알고리즘

에 의한 가속도 센서의 필터링을 한 신호는 거의 일치 하는 

반면에, 저역 통과 필터를 거친 신호는 시간지연으로 인한 

차이를 볼 수 있다.  

2. FFT (Fast Fourier Transform)에 의한 주파수 분석 

FFT는 이산 데이터 값들의 퓨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 

계산을 위한 알고리즘이다. 퓨리에 변환이란 시간 영역의 신

호를 주파수 영역에서의 스펙트럼을 봄으로써 신호가 가지

고 있는 신호의 주파수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이다[12]. 본 실

험에서는 앞서의 실험중 필터링을 하지 않았을 경우와 미디

언 필터링을 하였을 경우, 그리고 미디언 필터링과 확장 칼

만 필터링을 하였을 경우의 주파수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그림 7에서는 가속도 센서에 대한 필터링을 했을 때의 

FFT에 의한 주파수 도메인의 스펙트럼 파형을 나타내고 있

다. DC값으로부터 0.01Hz 정도 까지는 각도 정보를 가지는 

신호성분으로 세 파형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미디언 필터

에 의해 AWGN을 포함한 비교적 고대역 주파수 성분을 제

거하고, EKF 필터에 의해 이 신호에 대해서는 0.02Hz 성분이 

제거 됨과 동시에 적응 필터링에 의한 강인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 6. (a) 자이로센서 신호, (b) 필터링을 하지않은 가속도센

서 신호, (c) 미디언 필터링(창의 개수=20)만을 한 가

속도센서 신호, (d) 미디언 필터링과 확장칼만 필터링

을 한 가속도센서 신호, (e) 위 4개의 파형과 10차 저

역 통과 필터를 거친 신호. 

Fig.  6. (a) Gyroscope signal, (b) Accelerometer signal without

filtering, (c) Accelerometer signal after median filter

only(Window size = 20), (d) Accelerometer signal after

median filter and EKF, (e) Above 4 signals and 10th order

LPF signal. 

 

그림 7. (a) 필터링하지 않은 가속도 센서의 FFT 신호, (b) 창

의 크기를 20으로 가지는 미디언 필터링을 하였을

경우의 FFT 신호, (c) 미디언 필터와 확장 칼만 필터

를 같이 수행하였을 경우의 FFT 신호. 

Fig.  7. (a) FFT signal of without filtering, (b) FFT signal of median

filtering with 20 window size, (c) FFT signal of median

filtering & Extended Kalman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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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SIMULATION & EXPERIMENT 

1. 실험 환경 

1.1 모바일 역진자 로봇 설계  

실험을 위한 모바일 역진자 로봇은 그림 8과 같이 제작하

였다[16]. 사용된 센서는 ‘Analog Devices’사의 PWM 타입의 

‘ADXL210E’를 사용하였고, 프로세서는 Microchip 사의 

dsPIC30f series 프로세서 8개를 SPI 통신을 이용한 분산제어

를 통해 사용한다. 구동부는 60V 배터리를 사용하여 200W-

BLDC 모터를 상 제어 하고, 방향 전환을 위해 knob을 사용

하였다. 필터링 시뮬레이션 툴로써 Matlab 내장 툴박스인 

‘fdatool (Filter Design & Analysis Tool)’을 사용하였다. 

2. Mobile inverted pendulum 구동 알고리즘 

그림 9에서는 PID 제어기를 장착하였을 때의 기존 모바일 

역진자 구동 알고리즘을 도식화 하였다[16]. 

그림 9의 A 부분은 기존의 칼만 필터를 이용한 자이로 센

서와 가속도 센서의 융합하는 블록으로 자이로 센서 신호는 

DC값이 제거된후 적분을 하게 되고, 가속도 센서는 자이로 

센서의 레퍼런스 값으로 추적오차를 보상함으로써 모바일 

역진자의 각도를 반복적으로 추정하여 구동되고 있다. 아래 

그림 10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에 대한 각도 추

정 알고리즘으로 대체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 가속도 센서에 의한 최적의 각도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한 여러 가지 

성능분석을 통해 검증하여 그림 9의 A 부분을 그림 10의 A 

부분과 같이 대체하였다. 

 

V. CONCLUSION 

기존의 모바일 역진자는 수평유지를 위해 기울기 센서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처음에는 쉽게 균형을 유지하지만 이

내 몸체가 심하게 진동을 하면서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되며, 

자이로 센서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누적 오차가 심해져 지속적인 역진자의 제어가 어려웠고

[16],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센서융합 기술을 사용하였다. 모

바일 역진자에 대한 미래의 연구 방향은 기존의 센서 융합 

기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단일 센서에 의한 신호처리를 

통해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가속도 센서에 다양한 신호 

처리 방법을 적용해 보고, 모바일 역진자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실제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향

후 연구 분야로는 1. 단일 가속도 센서를 사용했을 때 최적

의 제어기 설계 2. 가속도 센서 신호 값에 대한 예측 알고리

즘을 통해 반응속도 향상 및 외란 강인성에 대한 연구 3. 모

바일 역진자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협동 제어 등이 있고, 성

능분석 방법으로는 상호 상관 기법(cross-correlation algorithm)

및 RLMS에 의한 보정된 자이로 센서 신호와 제안한 알고리

즘에 의한 단일 가속도 센서 필터링 신호와의 유사성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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