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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nterest in baseball has been increasing as the level of international baseball games, the popularity of domestic

leagues, and the number of players entering the MLB has increas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pitching system that can

be applied to both professional and amateur baseball. The pitching system consists of a control module using MSB764T

PLC, a pitching mechanism including AC motors and a ball feed rail, an HMI using the CHA-070WR model, inverter, etc.

To pitch the breaking balls, the two AC motors each use an inverter to independently control the speed. The implemented

pitching system was experimented on, investigating ball speed and ball movement according to RPM using the BUSHNELL

Velocity Speed Gun. Experimental results on ball speed are similar to the theoretical data and the measured data. From the

experimental data, it is confirmed that the damping coefficient value for the pitching ball is about 0.98. In the case of the

breaking ball, the larg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speeds on the sides of the ball and the faster the ball speed, the larger

the bending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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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기 종목 중에서 경기 인원이 9명 또는 10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방망이와 공을 사용해 겨루는 야구의 경우 현대인들의 다

양한 놀이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취미로 직접 참여

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프로야구 관중은 약 871만

명으로 출범 첫해의 관중 수에 6배가 넘으며, 최고 인기 스포츠

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보던 야구에서 즐기는 야구

로 바뀌어 가고 있다. 또한,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orld Baseball

Classic, WBC), 올림픽(Olympic)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의

선전과 프로 야구의 인기 상승 및 국내 프로선수들의 메이저리

그(Major League Baseball, MLB)로의 진출 빈도가 높아지면서

야구 동호회 등을 통한 일반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야구에 대한 관심에 비해 관련된 타격 장비, 피칭머신, 각종 장

구 및 시설 등은 부족한 상황 이였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달로 스포츠 분야로

의 접목이 늘어나고 있으며, 야구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이 출

시되고 있다[1-4]. 

본 논문에서는 프로선수 및 아마추어인 일반인 모두에게 적

용 가능하며 커브 및 슬라이더 볼 등 변화구 구종의 투구가 가

능한 피칭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프로그램 가능한 논

리 제어 장치(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PLC)를 이용하여

볼 공급, 투구 시간 지연 및 교류전동기의 시작과 정지를 제어

한다. 또한, 인버터를 통해 2대의 교류전동기의 주파수를 각각

제어함으로써 회전속도 (Revolution per Minute, RPM)를 조절

하고 투구 속도 및 볼의 휨(Bending)을 발생시켜 변화구를 재현

해 낸다. 

구현한 피칭 시스템은 인간과 기계의 인터페이스(Human

Machine Interface, HMI) 장치, PLC를 포함한 제어모듈 및 피

칭을 위한 기구부로 구성되며, 각 장치 간에는 모드버스 (Modbus)

통신을 이용한다. 우선 HMI와 PLC 간에는 RS-232 통신, HMI

와 인버터 간에는 RS-485 통신을 이용하였으며, 인버터 제어는

HMI에서 독립적으로 제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한

피칭 시스템용 제어모듈은 PLC장치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작동

이 이루어지도록 구현하였고, 2대의 교류전동기를 인버터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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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함으로 기존 상용 제품에 비해 일정한 토크를 얻을 수 있고

정밀한 변화구 구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아래의 Fig. 1에서

는 구현한 전체 시스템의 개요를 보여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논문의 개요인 피칭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한 다음, 3장에서 제안 시스템

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세부 구현 내용에 대해서 다룬다. 여기

에서는 PLC를 포함한 제어모듈 및 제어 프로그램, HMI, 모드

통신, 볼 피칭 위한 기구부 대해서 순차적으로 서술한다. 그리

고 4장에서는 구현 시스템을 이용한 속도 및 볼의 휨 정도에 대

한 실험 결과를 지표로 성능에 대한 평가를 하고 5장에서 결론

을 맺는다.

2. 제안 시스템의 개요 

제안한 피칭 시스템은 COMFILE TECHNOLOGY 사에서 제

공하는 MSB764T PLC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제어모듈, 사용자

편의용 장치인 CHA-070WR을 사용한 HMI, LSIS 사에서 제공

하는 IG5A 인버터 2대, SKG-0.4-4 교류전동기 2대 및 볼 보급

레일(Ball Feed Rail)과 솔레노이드 엑츄에이터 등을 사용하여

구현한 피칭용 기구부로 구성된다. 특이점은 변화구 구현을 위

해 2대의 교류전동기들은 각각 인버터를 두고 독립적으로 속도

제어한다. 다음 Fig. 1은 4가지 모듈로 구성된 제안한 피칭 시

스템을 보여준다. 볼 피칭용 기구부를 제외한 각 구성요소들은

PLC와 제어기기 간의 통신을 위해서 시리얼 통신 프로토콜인

모드버스 통신을 이용한다[5]. 특히, HMI와 PLC 간에는 RS-

232 통신을 통해 입출력 신호를 제어하고 HMI와 인버터 간에

는 RS-485 통신으로 교류전동기의 실시간 속도 제어를 수행하

는데, 피칭용 기구부의 좌·우 회전 휠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여

볼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기존 대부분의 피칭 시스템들은 직류 전동기를 사용하여 제

작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속도 및 방향 제어 등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일정한 토크를 유지하면서 전동기의 RPM 조절이 어렵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정한 토크를 유지하면서 주파수에

의한 정밀한 속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인버터를 사용하여 교류

전동기의 RPM을 조절하였다. 또한, 1 Hz의 최소주파수 크기로

입력하여 RPM을 조절함으로써 볼의 속도에 대한 높은 분해능

을 얻을 수 있었으며, PLC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입·출력을 확

보할 수 있었다. 

3. 제안 시스템 분석

3.1 제어모듈 및 프로그램

제어모듈은 MSB764T PLC 모델을 기반으로 릴레이 및 출력

Fig. 1. Concept of pitching machine to implement.

Fig. 2. Schematic of control module including PLC, inverter, and

r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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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I/O 확장 모듈, 배선용 차단기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볼 보급의 시작과 종료 시점 및 볼 보급 레일에서 볼을 차례로

보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솔레노이드 엑츄에이터를 제어하며, 볼

개수 카운팅 등 그 외 부가기능을 부여하고 제어하는데 사용된

다[6]. 인버터는 HMI에서 설정한 파라미터 값에 따라 교류전동

기의 RPM을 제어하고, 2대의 교류전동기 RPM의 차이를 이용

하여 변화구 피칭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래 식 (1)은 교류전동

기의 RPM 관련 식으로 입력 주파수에 의해 제어되며, PLC

내부 데이터 레지스터를 이용하여 HMI에 입력 파라미터 값을

넣을 수 있도록 구현한다. 

 [rev/min] (1)

 : 유동전동기 회전속도

 : Input frequency

 : Pole number of AC motor

 : Slip of AC motor

솔레노이드 제어를 통한 볼 보급 및 카운팅, 인버터의 입·출

력 제어를 위해서 PLC 전용 래더(Ladder) 프로그램을 사용한

다. 아래 Fig. 3은 작성된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다.

3.2 HMI

HMI 모듈은 피칭머신의 작동을 위한 설정 및 RPM 조절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이다. 본 논문에서는 피칭용 기구

부의 회전휠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인버터와 RS-485 통신을 통

해 직접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화면에 표시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의 경우 교류전동기 2대

에 대한 RPM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이것에 의해 볼 속도의 변

화와 2대의 교류전동기의 회전속도를 달리함으로써 변화구 구

현도 가능하다. 위 Fig. 4는 HMI 내의 UI부분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인버터의 RPM을 설정하기 위한 버튼 및 교류전동기를 회

전시키기 위한 시작·정지 버튼으로 기본 구성되며, 이 외에도 솔

레노이드의 시간간격 및 컨베이어의 대기시간 등을 설정하기 위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3.3 피칭용 기구부

피칭용 기구부에는 볼의 투구를 위한 추진 장치인 2대의 회

전휠과 교류전동기, 볼 보급을 위한 솔레노이드 장치 및 볼 보

급 레일로 구성된다. 볼에 추진력을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회전

휠의 경우, 외경(D)이 0.45 m이고 2:3 벨트 감속에 의해 원 속

도에서 감속이 이루어진다. 관련 요소(Factor)를 반영한 볼의 속

도에 관한 식은 아래와 같다[7,8]. 

 [Km/h] (2)

 : Velocity of the ball

 : Reduction rate of belt 

 : Damping factor of air resistance

앞에 Fig. 5(a)는 피칭용 기구부에 대한 사진으로 피칭 볼

의 속도를 만들어내는 회전휠 및 볼 보급 레일, 교류전동기

등을 보여 준다. Fig. 5(b)는 볼 공급 및 공급 속도 등을 제

어하기 위한 솔레노이드 엑츄에이터 부분으로 볼 보급 레일

에 부착된다.

2대의 인버터에 입력주파수를 다르게 입력할 경우 2대의 회

전휠은 속도 차이가 나고 좌·우측 방향으로 변화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래 그림에 있는 과 의 속도 차이로 회전하는

볼 주변의 공기압 차이에 의해서 마그누스 힘이 발생되고 좌·우

로 볼은 휘어지게 된다[9]. 다음 Fig. 6은 변화구의 원리를 보여

주며, 관련 식 (3)에 의해서 변화구의 휨에 영향을 미치는 마그

누스 힘을 계산할 수 있다.

RPMAM

120 f×

P
--------------- 1 S–( )=

RPMAM

f

P

S

VB

πD RPMAM DG Df 60××××

1000
----------------------------------------------------------------=

VB

DG

Df

v1 v2

Fig. 3. Ladder program for PLC control.

Fig. 4. Photograph of UI implemented in H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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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 : Magnus force acting on the ball

 : Air density

 : Angular velocity of the ball

 : Radius of the ball

 : Ball speed

 : Sectional area of the ball

 : Magnus constant

4. 실험 및 고찰

구현한 피칭 시스템을 이용하여 설정된 RPM에 따른 볼의 속

도와 변화구의 휨 정도에 대해서 측정하였다. 

실험에서는 BUSHNELL 사의 Velocity Speed Gun 속도 측정

기를 사용하여 볼의 속도를 측정하였다. 우선 측정에 앞서서 이

론적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식 (2)에서 감쇠 계수를 1로 가정하

고 계산한 것이다. 실제적으로 공기 저항에 의한 감쇠 계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측정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

다. 속도측정기를 사용한 측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RPM 별로 각각 100개의 피칭 볼의 속도를 측

정하였고, 이것에 대한 전체 평균치를 구하였다. 또한, 측정 실

험에서 170 km/h 이상의 볼 속도는 속도측정기 측정 범위를 고

려하여 실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측정 데이터에 대한 결과는 Table 1에서와 같으며, 이론 데이

터와 측정 데이터의 비교를 통해서 실제로 피칭 볼에 대한 감

쇠 성분인 에 대한 계수 값을 구할 수 있었으며, 그 값은 대

략 0.98정도 이였다. 결과적으로 공기 저항 및 볼의 부력에 의

한 감쇠 계수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Fig. 7에서의 측정 데이터는 회전휠의 속도 차이에 의해

F
1

2
---ρωrBVBABl=

Table 1. Comparison of theoretical and measured data on

ball speed.

RPM

[rev/min]

Theoretical data

[Km/h]

Measured data

[Km/h]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2400

2500

2600

2700

2800

2900

84.8

90.5

96.1

101.8

107.4

113.1

118.8

124.4

130.1

135.7

141.4

147.0

152.7

158.3

164.0

83.1

88.7

94.2

99.7

105.3

110.8

116.3

121.8

127.4

133.0

138.5

144.1

149.6

155.1

160.7

ρ

ω

rB

VB

AB

l

Df

Fig. 5. Components of mechanism part (a) rotating wheel, (b) sole-

noid actuator.

Fig. 6. Principle of magnus effect on pitching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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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된 마그누스 힘을 이용하여 변화구를 구현하고, 실험적으로

어느 정도의 휨이 발생하는지 측정한 데이터이다. 앞 Fig. 6에

서 정의한 과 의 속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각속도

를 이용하였는데, 그림과 같이 오른쪽 휠의 속도인 보다 왼

쪽 휠의 속도인 의 속도를 높여 오른쪽으로 휘어지도록 측정

하였다. Fig. 7 (b)에서 보여주는 그래프의 데이터는 볼이 직선

으로 캐치되는 최종점에서 오른쪽으로 휜 거리를 측정한 값이

다. 또한, 두 개의 회전휠의 속도 차이는 100 rpm, 200 rpm 및

300 rpm 으로 제한하여 측정하였다.

위 실험 데이터를 통해 작은 변화율이지만 볼 양 사이드에 걸

리는 속도인 과  의 차이가 크고 볼 속도가 빠를수록 휨

정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최근 ICT 기술은 스포츠 분야로의 접목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심에 비해 관련된 장비, 각종 장구 및 시설 등은 부족한 상황

이다. 야구 종목의 경우 각종 국제 대회에서의 선전과 프로 야

구의 인기 상승 및 국내 프로선수들의 MLB로의 진출 빈도가

높아지면서, 야구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선수 및 아마추어인 일반인 모두에게 적

용 가능한 피칭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피칭 시스템은

COMFILE TECHNOLOGY 사에서 제공하는 MSB764T PLC 모

델을 기반으로 한 제어모듈, 사용자 편의용 장치인 CHA-070WR

을 사용한 HMI, LSIS 사에서 제공하는 IG5A 인버터 2대, SKG-

0.4-4 교류전동기 2대 및 볼 보급 레일과 솔레노이드 엑츄에이

터 등을 사용하여 구현한 피칭용 기구부로 구성된다. 2대의 교

류전동기들은 독립적 속도 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서 교류전동기 각각에 인버터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HMI와 PLC

간에는 RS-232 통신을 통해 입출력 신호를 제어하고, HMI와

인버터 간에는 RS-485 통신으로 교류전동기의 실시간 속도 제

어를 수행하는데, 피칭용 기구부의 좌·우 회전 휠의 회전 속도

를 제어하여 볼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구현한 피칭 시스템은 BUSHNELL 사의 속도측정기를 사용

하여 설정된 RPM에 따른 볼의 속도 및 변화구의 휨 거리에 대

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볼의 속도에 대한 실험 결과로 이론

데이터와 측정 데이터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피

칭 볼의 감쇠 성분인 의 값은 약 0.98이였으며, 공기 저항 및

볼의 부력에 의한 감쇠 계수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음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변화구에 대한 측정 데이터를 통해서는

볼 양 사이드에 걸리는 속도인 과 의 차이가 크고 볼 속

도가 빠를수록 볼의 휨 정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구현한 시스템에 대한 이론적, 실험적 결과는 해

외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 피칭머신에 대한 기술의 수준을 높

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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