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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위치 엔코더를 이용한 위치제어 알고리즘
Position Control Algorithm for using Absolute En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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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로봇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대하

여 검출하는 기법으로는 지자기 센서가 많이 이용

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기 센서는 주위 환경에 따라 

신호 잡음 등의 noise가 많게 된다. 또는 엔코더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크리멘탈 엔코더의 경

우 회전각의 변화에 따른 pulse를 출력하게 되어 

전원 재인가 시에는 회전각의 변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점 복귀 동작이 필요하게 되는데 비해, 

절대위치 엔코더는 회전각의 절대치가 출력이 되

므로 전원 재인가 시에도 현재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절대위치 엔코더를 이용하여 로

봇의 정확한 방향 측정과 액추에이터의 속도 제어

를 통하여 정확한 조향이 되도록 하였고, 지능형 

의지에서의 무릎 관절각의 각도를 측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절대위치 엔코더는 Autonics

사의 ‘EPM50S8-1013-B-S-24’이며, 분해능은 10 bit

로써, 약 0.35°이다.

2. 절대위치 엔코더의 위치 제어 알고리즘

절대위치 엔코더를 사용하여 목표 위치로 이동

할 때, 엔코더의 원점을 지나는 경로 즉, 30° 위치에

서 300° 위치로 이동을 하려면 일반적으로는 한 

방향으로만 회전을 하여 270°를 돌아서 300°의 위

치로 가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

은 엔코더의 원점을 지나갈 수 있도록 90°만 움직여 

목표 위치로 올 수 있게 하여 신속하게 로봇의 

방향을 제어하는 것이다.

절대위치 엔코더의 위치제어 알고리즘은 Fig.1

과 같이 현재 위치의 반대쪽에 해당하는 값(M)이 

목표 위치 값(T)과 현재 위치 값(C)과의 차의 절댓

값(D) 보다 작으면 액추에이터를 오른쪽으로 회전

시키고, 크게 되면 왼쪽으로 회전 시키며 지속적으

로 C와 D의 값을 갱신한다. 하지만 M<D일 때, 

T>C일 경우 회전 도중에 절대위치 엔코더의 원점

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때 순간 M>D이 되고, D값은 

비선형적인 값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식 (1)을 

사용하여 M>D일 경우를 없애주고, D가 선형적인 

값이 되도록 한다.

       (1)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회전 방향이 검출

되고, 목표 위치 값과 현재 위치 값의 차인 D에 

따라 액추에이터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목표 위치 값으로의 정확한 추종이 가능하다.

Fig. 1 Absolute Encoder의 회전 방향 설정

3. 전 방향 휠 로봇의 이동 방향 제어

2절의 절대위치 엔코더의 위치 제어 알고리즘을 

전 방향 휠 메커니즘을 사용한 장애물 회피 로봇에

서 로봇의 이동 오차를 보정하는 과정에 적용하였

다.

이동 로봇이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로봇을 현재 위치에서 목표점을 향해 회전 방향을 

수정해야한다. 로봇이 이동한 벡터를 V1이라 하고, 

보정해서 이동해야 하는 벡터를 V2라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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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회전해야할 각도 θ는 식 (2)와 같이 벡터의 

내적으로 구할 수 있다.

  cos
∙

 (2)

회전 각도를 검출한 뒤에는 회전 방향을 결정해

야 하는데, 2절의 절대위치 엔코더의 위치 제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식 (2)에서 구한 로봇이 회전

해야할 각도 θ로 회전을 하게 된다.

Fig. 2과 같은 실험 환경에서 목표 위치까지의 

경로를 추출한 뒤 실제로 로봇을 구동한 결과 Fig. 

3과 같은 결과가 검출이 되었으며, 추출된 경로와 

로봇이 실제로 이동한 경로의 오차는 ±5cm이다.

Fig. 2 경로 추적을 위한 전 방향 휠 로봇의 실험 환경

Fig. 3 추출한 이동 경로와 로봇의 실제 이동 경로

4. 의지장치의 무릎 관절각의 측정

의지 장치에서 무릎 관절을 안정적으로 움직이

려면 2절의 절대위치 엔코더의 위치 제어 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목표 위치 값에 따라 액추에이터의 

속도를 조절하여 안정적으로 위치 제어를 해야 

한다.

기존 의지장치에서는 가변저항으로 무릎의 관

절각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분해능이 작았었고, 

시스템의 noise에 의한 오차가 발행하였다. 본 논문

에서는 의지 장치에서의 무릎 관절각의 측정을 

절대위치 엔코더로 하여 보다 높은 분해능의 출력 

값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었다.

Fig. 4와 같이 무릎에 엔코더를 장착한 의지에서 

측정한 보행 시에 검출되는 무릎 관절각의 값은 

Fig. 5와 같다.

Fig. 4 엔코더를 이용한 무릎 관절각의 측정 환경

Fig. 5 엔코더를 이용한 무릎 관절각의 측정 결과

5.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절대위치 엔코

더를 이용한 간단한 알고리즘으로써, 제어 장치에 

부하를 적게 하며 신속한 방향 측정과 액추에이터

의 속도 제어를 통하여 오차 범위 내에서 조향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추후에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무릎 제어가 가능한 의지 장치에 대하여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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