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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사회가 발달하고 많은 도시들이 산업화되어 가면서 사, ,

람들은 이동할 때 좀 더 편리한 이동시스템을 찾고 있다.

집 근처의 가까운 거리 혹은 빌딩 내 사무실에서 다른 건,

물 혹은 다른 사무실로의 이동 혹은 도시 내에서의 인도,

혹은 차도에서의 이동을 위해 간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현재의 자전거는 커다란.

크기의 불편함과 사람이 이동하지 않는 별도의 도로를 필

요로 하므로 이러한 것을 모두 대체해주지는 못한다 개인.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간편하며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시스템을 개인이 소유하며 사용하려고 하는 욕

구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가볍고 작은 크기의 이동시스.

템으로 사람이 탑승하여 작은 공간도 쉽게 움직이며 계단,

이나 부정형 지형에서는 들고 다닐 수 있는 탑승(portable)

형 이동수단이 있으면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스,

마트폰제어에 의한 개인용 소형탑승로봇을 개발한다.

최근에 미국 애플사에서 개발된 아이폰은 통신 영상처,

리 로봇관련 연구에서 임베디드 플랫폼으로 사용되어오고,

있다 다양한 센서와 통신 모듈로 구성된 아이폰은 여[1-5].

러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 별도의 제어기 없이 아이폰으.

로 로봇을 무선 제어하는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의 연구에서는 이동로봇을 무선으로 제어하기 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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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음.

해 별도의 하드웨어 제작 없이 아이폰을 사용한다 탑승형.

이동 수단에서 제어를 위해 스마트폰이 사용된 경우는 아

직 연구논문으로 검색되지 않는다 하지만 로봇의 무선제어.

기능이 발전하면 점차 모든 곳에 스마트폰 제어의 사용은

점차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기기 자체는 많은.

센서와 통신장치 카메라로 구성된 소형의 완벽한 하드웨어,

이기 때문이다 본 과제에서는 사용자가 소형이동로봇 위에.

올라타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인터페이스로 소형탑승로봇을

제어하며 운용한다 연구 대상의 이동로봇 플랫폼. (platform)

은 크기가 노트북 컴퓨터를 펼친 크기 정도이고 높이는,

이하로 성인이 혼자 들을 수 있는 무게로 제한한다30cm .

스마트폰을 사용해 이동로봇을 원격 제어하는 연구는 저

자의 연구 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7]

지고 있다 하지만 세그웨이 같은 탑승로봇에 스마트[8-10].

폰을 제어기로 직접 사용하는 연구는 아직 많이 있지 않았

다 이것은 사람과 기계와의 인터페이스 방식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데서 비롯된다 저자는 에서 이동로봇을 원격. [10]

제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인터페이스 방식터치(

형 가속도센서 반응형 조그셔틀형을 제안하고 사용자 제, , ) ,

어에 의한 인터페이스 방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제어시스템을 제작하고 실,

제 탑승 가능한 로봇을 로 구현하려고 한다H/W .

이동로봇을 제작하고 구현하는데 있어 이동로봇이 원하

는 위치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동.

로봇은 이동로봇에 장착된 모터의 기계적 특성과 잘못된

바퀴의 정열위치 로 인하여 원하는 위치와(wheel alignment)

방향으로 이동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동로봇 구현.

연구에서는 센서의 도움을 받아 모터의 기계적 특성과 바

퀴의 정열위치를 보정한다 기존의 이동로봇 연구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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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로봇에 엔코더를 이용하거나 엔코더와 다른센서를 융합

하여서 보정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이동로봇 플랫폼[11-15].

에 엔코더를 장착하는 것은 기구적으로 어렵고 엔코더가,

장착된 모터는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본 연.

구에서는 지자기센서를 이용하여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고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장에서 개인용. II

탑승 시스템과 제안된 스마트 기반의 탑승로봇의 에H/W

대해 설명한다 장에서는 스마트폰과 탑승로봇과의 통신. III

방법 인터페이스 탑승로봇의 제어방법에 대해 제안, , H/W

한다 장은 사용자가 탑승로봇에 타서 스마트폰으로 탑. IV

승로봇을 제어하는 실험 내용과 결과를 보여준다 마지막으.

로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제V

시한다.

문제정의와 설계II. H/W

개인용 탑승 시스템은 미국에서 제작한 세그웨이 가[16]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다 세그웨이는 그림 과 같이 이륜형. 1

역진자 로봇의 형태로 사람이 폴 을 기울여 제어한다, (pole) .

휠 자체의 밸런싱을 제어하기 위하여 개의 자이로 센서와5

개의 기울기 센서를 사용한다 개의 센서와 알고리즘의2 . 7

도움으로 동적 안정도를 확보하여 세그웨이는 두 바퀴로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러한 기능이 세그웨.

이의 단가를 높여 개인용으로 세그웨이를 구입하여 사용하

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다 세그웨이의 방향전환을 위해서는.

제어기로 기계적인 폴을 사용한다 이러한 기계적인 폴은.

세그웨이의 플랫폼 크기와 무게를 증가시켜 혼자서 세그웨

이를 계단 등에서 옮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계적인 제어장

치인 폴을 없애고 그림 와 같이 스마트폰을 사용자가 들2

고 무선 제어할 수 있는 개인용 탑승 시스템을 개발한다.

스마트폰의 사용은 탑승로봇 플랫폼의 기계 전기적인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사용자편의의 조그셔틀 인터,

페이스를 사용하여 탑승로봇을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탑승한 사람의 밸런싱을 유지하기 위하여 로.

봇에 자이로센서를 사용하여 로봇의 이동속도를 제어한다.

로봇이 이동 중에 자이로센서로부터 로봇 몸체 두 방향의

각 속도를 측정하여 로봇의 양 쪽 모터의 속도를 제어한다.

로봇 몸체의 각 속도를 측정함으로서 로봇은 탑승한 사람

의 밸런싱 유지와 탑승자의 명령에 따라 로봇의 양 쪽 모

터가 구동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림 은 제안된 탑승로. 3

봇의 구조와 외관을 보여준다H/W .

표 과 는 탑승로봇의 크기와 무게 그리고 구성을1 2 H/W

나타낸다 탑승로봇의 는 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인. MCU 32

를 장착하여 통신패킷 분석과 모터 제어등과STM32F103zet6

같이 탑승로봇을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림 1. 세그웨이.

Fig. 1. Segway.

그림 2. 스마트폰기반의탑승로봇.

Fig. 2. Riding robot based on smartphone.

(a) The interior of H/W configuration.

(b) The exterior of H/W configuration.

그림 3. 제작된탑승로봇.

Fig. 3. Implemented riding robot.

표 1. 제안된탑승로봇의크기및무게.

Table 1. Size and weight of the proposed riding robot.

구분 단위

가로 600 [mm]

세로 482 [mm]

높이 253 [mm]

무게 3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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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통신을 위하여 블루투스 무선통신 모듈이 장착

되었다.

개발환경 구축 및 통신 방법III.

본 연구에서는 탑승로봇을 제어하기 위하여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탑승로봇을 제어하기위한OS .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을 개발하기 위해서는(application)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툴SDK (Software Development Kit),

인 이클립스 그리고 가 필(eclipse) JDK (Java Developer's Kit)

요하다 안드로이드 이클립스 를 기본으로 한[17]. SDK, , JDK

개발환경은 그림 와 같다 그림 와 같이 탑승로봇 제어용4 . 4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윈도우 혹은 리(Windows)

눅스 와 같은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Linux)

그리고 프로그래밍 통합개발환경인 이클립스가JDK, SDK,

설치되어있는 개발환경에서 개발한다 탑승로봇 제어 안드.

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 에 포함되어 있는 터치 블루투스, SDK (touch), (blutooth),

그리고 그래픽 과 같은 탑승로봇 제어와 관련된(graphics)

들을 사용하여 코드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를 작성하고 컴파일 한다 컴파일을 통하여 생성된(compile) .

실행 파일은 데이터 케이블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전송

한다 실행파일인 탑승로봇 제어용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

여 스마트폰과 탑승로봇 간의 통신은 블루투스 무선통신을

사용하여 스마트폰에서 탑승로봇에 명령패킷을 주기적으로

전송한다 안드로이드 이클립스 를 이용한 안드. SDK, , JDK

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환경 구축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 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18] .

터치 센서 기반의 조그셔틀 제어1.

탑승로봇에 서있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로봇을 제어

할 때에는 스마트폰의 화면에 표시되어진 조그셔틀 스위치

에 손가락을 놓고 원하는 방향대로 손가락을 움직이면 스,

마트폰은 블루투스 무선통신을 통하여 로봇에 제어명령을

전달한다 아이폰의 경우 블루투스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는 불법으로 소프트웨어 개조를 해야 하지만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는 이러한 개조 없이 블루투스 무선통신

을 사용할 수 있다 로봇은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신받은 명.

령 패킷을 분석하여 로봇의 양쪽 모터를 구동시킨다.

에서 사용자는 로봇을 제어 할 때 손 터치 인터페이[19]

스가 가장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연구되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한손으로 스마트폰을 쥐고 원하는 방향으로

조그셔틀을 이동하는 인터페이스를 제안 한다 그림 는 터. 5

치 센서 기반의 조그 셔틀을 보여준다 사람의 손가락에 의.

해 터치된 위치는 검정색으로 채워진 원에서 빈 점선 원으

로 이동하게 된다 스마트폰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동.

된 터치 위치와 원점사이의 각도 를 측정하여 다섯 영역

으로 나눈다 다섯 영역은 각각의 영역에 대한 명령이 정해.

져 있다 스마트폰은 터치된 영역의 명령을 포함한 통신 패.

킷을 탑승로봇에 블루투스 무선통신을 통하여 초 간격으0.1

로 송신한다.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선택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원하

는 위치로 이동한 후 스마트폰에서 손가락을 떼면 바퀴가

움직이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탑승하여 구동하는 것을 막

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제어기로 사용함으로서 얻어. ,

지는 플랫폼 공간의 축소화와 경량화의 장점 이외에도 이

동 중에 기록된 좌표와 마지막 시점의 위치가 스마트GPS

폰에 기록되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준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에서 탑승로봇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

로 명령을 송신하여 탑승로봇을 제어한다 탑승로봇을 제어.

하는 통신패킷은 그림 와 같이 구성된다 여기서 사각형6 .

한 개는 바이트를 의미한다 첫 번째 바이트는 또는1 . “#”

또는 문자로 동작모드를 의미한다 은 숙련자모“$” “!” . “#”

표 2. 제안된탑승로봇의 구성H/W .

Table 2. H/Wconfiguration of the proposed riding robot.

구분 제품명 사용 목적

MCU STM32F103zet6 모터제어 및 상황판단

모터BLDC BG90-S024300 바퀴 구동

모터 드라이버 SBDM-25A 모터 구동BLDC

블루투스 모듈 ESD110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통신

모듈IMU EBIMU-9 DOF 방향 및 각속도 측정

그림 4. 탑승로봇제어용안드로이드어플리케이션개발환경.

Fig. 4. Android application development environment for controll-

ing a riding robot.

그림 5. 터치센서를이용한인터페이스.

Fig. 5. Interface based on a touch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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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이고 는 초보자모드이고 그리고 는 정지모드이다, “$” , “!” .

초보자모드와 숙련자모드는 탑승로봇의 이동속도가 다르다.

나머지 바이트는 터치 각도인1 를 이용하여 다섯 영역

으로 나누어진 명령을 의미한다.

그림 은7 에 의해 나누어진 명령영역을 나타낸다 통.

신패킷의 명령부분은 탑승자가 스마트폰의 스크린위에 터

치한 위치와 원점사이의 각도인 를 측정하여 에서0( )→→

까지 바이트의 정수로 나타낸다 첫 번째 영역의 명령인4 1 .

은0( )→→ ∼사이의 범위이고 탑승로봇을 우측으로,

급하게 회전하며 전진시키는 명령이다 탑승로봇이. 0( )→→

명령을 처음 수신하였을 때 정지상태이면 탑승로봇은 제자

리에서 우측방향으로 회전한다 두 번째 영역의 명령인. 1

은( )→ ∼사이의 범위이고 탑승로봇을 우측으로,

전진시키는 명령이다 세 번째 영역의 명령인 는. 2( )↑

∼사이의 범위이고 탑승로봇을 전진 시키는 명,

령이다 네 번째 영역의 명령인 은. 3( )← ∼사이

의 범위이고 탑승로봇을 좌측으로 전진시키는 명령이다, .

다섯 번째 영역의 명령인 는4( )←← ∼사이의

범위이고 탑승로봇을 좌측으로 급하게 회전하며 전진시키,

는 명령이다 탑승로봇이 명령을 처음 수신하였을. 4( )←←

때 정지상태이면 탑승로봇은 제자리에서 좌측방향으로 회

전한다.

사용자가 스마트폰 화면에서 다섯 가지의 방향제어 영역

이 아닌 정지 영역을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스마트폰은(Stop)

탑승로봇에 강제정지명령인 을 송신한다 강제정지명령“!1” .

을 수신한 탑승로봇은 모터에 전압이 입력되어 즉 토크가,

인가되어 정지하게 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탑승로봇에 탑승.

하여 스마트폰 조작시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사용자가 스마트폰의 화면에서 손가락이 떼어.

진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탑승로봇에 정지명령인 를 송“!2”

신한다 정지명령을 수신한 탑승로봇은 모터에 전압을 인가.

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정지하게 된다.

그림 8. 차등구동로봇모델.

Fig. 8. Differential drive robot model.

탑승로봇 제어2.

본 연구에서 구현된 탑승로봇은 그림 과 같이 차등 구8

동 로봇 모델로 구성되어져 있다 차등 구동 로봇모델은 세.

개의 벡터로 표현 된다 여기서 세 개의 벡터는 현재 위치.

와 기준 프레임에 대한 방위각이다 점에서 로봇의 바퀴가.

지면에 대해 미끄러짐이 없다고 가정할 때 수식은 다음과

같다[20].

sincos  (1)

여기서 는 양쪽 바퀴사이의 중심이고, 는 탑승로봇의

회전각을 의미 한다 이 자연적 제한은 적분 불가능하다. .

즉 로봇 모델은 논홀로노믹 제한이 있다 다시 말해 로봇은.

곧 바로 한번에  또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없다 로봇.

의 선속도 와 각속도 는 다음과 같다[20].

cossin ,   (2)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os
sin









 (3)

와 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 


 
(4)

여기서 과 은 각각 왼쪽과 오른쪽 모터의 PWM (Pulse

값이고Width Model) 는 탑승로봇의 양쪽 바퀴 사이의

수평거리이다.

스마트폰에 의해 제어되는 탑승로봇은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신한 통신패킷에 포함된 명령에 의해 탑승로봇에 장착된

양쪽 모터를 제어한다 탑승로봇의 양쪽 모터를 센서의 도.

움없이 명령에 따라 고정 값으로 제어하면 탑승로봇은 양,

쪽모터의 기계적인 특성 차이와 장착의 부정확성에 의해

탑승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쪽 모터의 속도제어를 위하여 탑승로봇에 IMU (Inertial

를 장착하였다 는 탑승로봇의 방향각Measurement Unit) . IMU

의 변화값인 와 몸체의 기울어진 각도 변화값인 를

그림 6. 통신패킷.

Fig. 6. Communication packet.

그림 7. 명령영역.

Fig. 7. Range of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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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다 그림 는 탑승로봇의 측면도를 보여준다 탑승로. 9 .

봇은 로부터 측정되어진IMU 와 를 비교하여 양쪽

모터의 속도인 과 을 정하여 탑승자가 원하는 방향으

로 이동한다. 과 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5)

여기서 은 로봇몸체의 앞으로 기울어진 정도에 따른 상수

의 속도값이고 
±는 탑승로봇의 방향각에 대한

비례제어기이다. 는 로봇의 방향에 대한 비례상수이다.


는 각각의 명령에 따른 원하는 방향 각도변화 값이다.

절에서 설명되어진 탑승자의 손가락 터치에 의한 각3.1

각의 방향명령에 따른 
는 표 과 같다3 . 는 탑승로

봇이 향하고 있는 각도 변화 값이다 그리고. 는 로봇의

고정된 속도이고, 는 로봇 몸체의 앞으로 기울어진 각도

에 대한 비례상수이다. 
는 로봇몸체의 수평을 기준으로

원하는 각도 변화이고 으로 설정하였다, 0 . 는 로봇몸체

의 수평을 기준으로 변화한 각도이다.

탑승로봇은 양쪽 모터를 이용하여 이동방향을 제어하는

것 뿐만아니라 로봇 몸체의 수평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탑승

자에게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탑승자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이로센서를 장착하여 평면XY

을 기준으로 로봇 몸체의 각속도를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측정한다 로봇 몸체의 수평을 기준으로 측정된 각속도는.

이다 탑승로봇의 뒤쪽에 장착된 캐스터 휠은 탑승로봇.

이 뒤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탑승로봇은 앞쪽으.

로 기울어진 각도 변화값인 를 간격으로 측정30[msec]

하여 이동속도를 제어한다 탑승로봇이 앞쪽으로 기울어 질.

경우 는 작아진다. 는 음수가 되어 수식 에 의해(5)

모터의 속도는 증가하게 되어서 탑승로봇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알고리즘3.

본 연구에서 제작된 탑승로봇은 그림 과 같은 알고리10

즘으로 구동된다 탑승자가 장에서 설명되어진 것과 같. III

이 터치기반의 조그셔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방

향으로 탑승로봇에 명령을 블루투스 무선통신을 통하여 송

신한다 탑승로봇은 탑승자의 스마트폰에서 송신된 명령패.

킷을 파싱하여 그림 의 알고리즘과 같은 과정에 따라 동10

작한다 탑승자가 정지명령이 아닌. “ ”, “ ”, “ ”, “ ”,→→ → ↑ ←

그리고 명령을 송신하면 탑승로봇은 탑승로봇에 장“ ” ,←←

착된 를 통하여IMU 와 를 측정한다 측정된. 

는 탑승로봇의 이동속도를 정하고, 는 표 과 같이 정3

해진 원하는 각속도와 비교하여 왼쪽과 오른쪽 모터의 속

도차이를 주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

탑승로봇이 탑승자의 명령을 수신하여 좌 ․우측의 모터를

구동할 때 탑승자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좌, ․우측의 모터속

도는 여덟 단계로 나누어서 증가하고 정지할 때에도 여덟,

단계로 나누어서 정지한다.

실험 결과IV.

탑승로봇은 로부터 측정된IMU 를 이용함으로써 탑

승로봇의 기계적 특성으로 인한 부정확한 이동을 보정한다.

그림 은 탑승로봇이 전진할 때 로부터 측정된11 , IMU 

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그림 와 이용한 경우 그림11(a)

의 이동궤적을 보여준다 탑승로봇은 장에서 설명10(b) . III

된 스마트폰의 조그셔틀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탑승자의 명

령에 의해 이동하였다 그림 은 지자기센서로부터 측정된. 11

그림 9. 탑승로봇의측면도.

Fig. 9. The side of a riding robot.

그림10. 탑승로봇의알고리즘.

Fig. 10. Algorithm of the riding robot.

표 3. 명령에따른
.

Table 3. 
 of the command.

동작 우회전 우전진 전진 좌전진 좌회전

명령 0 1 2 3 4

기호 →→ → ↑ ← ←←


 -15° -5° 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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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였을 때 탑승로봇의 기계적인 특성으로 인한,

부정확한 이동 궤적을 보정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는 그림 의 화면에서 비숙련자 숙련자12 5 (biginner),

모드로 각각 실험한 탑승로봇의 이동궤적을 보여준(expert)

다 그림 에서는 자형 궤적 실험을 위해 거리에. 12 S 5 [m]

장애물 두 개를 설치하였고 동일 셔터 시간을 가지고 촬영,

되었다 그림 과 의 실험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된. 11 12

스마트폰을 이용한 탑승로봇이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제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V.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제어 가능한 소형,

경량화된 탑승로봇을 구현한다 개인용 탑승로봇을 소형화.

하기 위하여 사용자편의의 조그 셔틀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계적인 제어기 없이 스마트폰으로 탑승로봇을 제어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어기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계

적 제어장치인 핸들이나 폴의 하드웨어를 없앨 수 있다 이.

것은 탑승로봇의 크기 무게 비용을 상당히 줄여준다 따라, , .

서 제안된 탑승로봇은 사무실과 같은 건물안 실내 지하철,

역 평평한 바닥을 가지는 실외 공간에서 사용될 수 있다, .

실험의 결과로서 제안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반의 인터

페이스는 쉽고 편리하게 탑승로봇의 제어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 향후 연구계획은 스마트폰에서 지원하는 구글맵과.

를 사용하여 실외에서 사용자가 개입하여 제어가능한GPS

반자율 주행모드를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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