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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have developed a multi-attitude monitoring system for running farm robots for field farming. 

There are many agricultural robots that can select work modules for various tasks. In order to control the stable 

attitude of agricultural robots connected to each other, we developed a system for monitoring the roll angle and pitch 

angle difference by fusing the information of the attitude monitoring system mounted on the robot mainframe and the 

work module. The developed attitude monitoring system showed resolution below 1 degree. In this paper, roll angle 

difference of 20 degrees and 60 degrees is measured with a multi - attitude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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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다양한 분야에서 주행 형 로봇을 응용한 시스템 개발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상용화되

어 산업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도 농업 인들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부족해진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 로봇을 이용한 농업을 주시하고 있다[1]. 

가능하면 다양한 농업 관련 작업을 소화하기 위하여 제

어 및 에너지 제어를 총괄하는 로봇 본체에 다양한 작업 

모듈 교체가 가능한 형태의 농업 용 로봇 개발에 관련 분

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행 형 농업 로봇의 경우 

불규칙한 진동 및 경사의 변화가 심한 농업 환경에서 안

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급격한 경사

에 의한 전복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사를 빠르

고 정확하게 모니터링 하여 로봇 자세 제어 시스템에 제

공할 필요가 있다. 농업 로봇은 밭과 같은 불규칙한 노면

                                                                                                          
†
E-mail: ytlee@anu.ac.kr 

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 변화의 빈도가 높고, 그 

패턴 또한 복잡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계 시에 다

양한 주파수의 진동에 대해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로봇 본체와 작업 모듈이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이

동하기 때문에 각각의 진동의 위상이 다른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로봇 본체와 작업 모듈의 진동 위상이 다를 

경우 복잡한 진동 또는 공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되며, 위상 차가 클 경우 로봇이 심각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본체와 작업 모듈로 구성되는 농업 용 

로봇의 자세를 제어하기 위하여 롤 각(roll angle) 및 피치 

각(pitch angle)의 측정이 가능한 자세 모니터링 시스템 두 

개가 CAN으로 연결되는 다중 자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은 연동되어 있는 복수의 로봇 이

동체의 정밀한 자세 제어를 위한 시스템으로 다양한 분

야의 응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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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 자세 모니터링 시스템 
 

2.1 자세 모니터링 시스템 
Fig. 1(a)에 나타낸 것과 같이 주행 형 로봇의 자세를 제

어하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롤 각(roll angle) 및 피치 

각 (pitch angle)을 모니터링 하여 제어 시스템에 정보를 제

공한다. 

 

 
(a) 

 

 
(b) 

Fig. 1. Robot attitude monitoring system. 

 

일반적으로 롤 각과 피치 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이

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한다

[2,3]. 본 논문에서는 Fig. 1 (b)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각속도

를 측정하기 위하여 3-축 자이로 센서(gyro-sensor: ADXRS 

453)와 3-축 가속도 센서(ADXL345) 및 마이크로프로세스

(PIC18F26K83)를 사용했다. Fig. 2에 제작된 자세 제어 시스

템 보드의 사진을 나타냈다.  

 

 
Fig. 2. Robot attitude monitoring system board. 

본 연구에서는 상보 필터(complementary filter)의 개념을 

이용, 자이로 센서 및 가속도 센서의 출력 정보를 융합하

여 롤 각 및 피치 각을 특정 하였다[4,5]. 상보 필터는 자

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의 단점을 서로 보완하여 더욱 

정확한 회전각 측정이 가능하다. 상보 필터를 이용하여 

회전각을 얻기 위한 식을 식(1) 나타냈다. 식(1)에는 롤 각

을 얻기 위한 식을 나타냈으며, 피치 각도 동일한 방법으

로 얻을 수 있다. 

 

Roll angle = W×AngleGyro + (1-W)×AngleAccel        (1) 

 

식(1)에서 AngleGyro는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된 

각도 성분이고, AngleAccel은 가속도 센서로부터 획득된 각 

성분을 나타낸다. W는 가중치로 0.95~0.98의 값을 사용한

다.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0.98을 사용했다. 

 

2.2 다중 자세 모니터링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Fig. 1(a)와 같이 로봇 본체에 작업 모듈

이 연결된 형태의 농업 용 로봇의 다중 자 

세 제어를 위한 다중 자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

다. Fig.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로봇과 작업 모듈의 중심 축

(y’ 및 y’’) 사이의 진동 각(roll & pitch angle difference)이 클  경

우 복잡한 패턴의 진동 또는 공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결 부 등에 비교적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작

업 모듈이 연결된 주행 로봇의 자세 제어를 위한 다중 자

세 모니터링 시스템을 Fig. 4에 나타냈다. 
 

 
(a) 

  
(b)                                  (c) 

Fig. 3. Multi-attitude monitoring system, (a) robot-work 

module, (b) roll angle difference, (c) pitch angl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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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ulti-attitude monitoring system. 

 

다중 자세 모니터링 시스템은 복수 개의 자세 모니터

링 시스템을 CAN버스로 연결하고 각 모니터링 시스템의 

자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복수 개의 장치를 연계하여 

다중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Fig. 4에서 로봇과 작업 모듈

에 각각 장착된 자세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보는 로봇 및 

작업 모듈의 자세 제어에 활용되고, 각각의 자세 모니터

링 정보를 융합하여 로봇과 작업 모듈 사이의 진동 각(roll 

& pitch angle difference) 정보를 제공하여 로봇과 작업 모듈

이 연계된 다중 제어가 가능하도록 했다.  

 

3. 측  정 
 

3.1 자세 모니터링 시스템 
자세 모니터링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하여 Fig. 5에 나타

낸 것과 같은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측정 시스템은 

자세 모니터링 시스템에 정확하고 정밀한 회전각을 인가

하기 위하여 로터리인덱스와 모터 제어 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용 소프트웨어로 회전 각 및 회전 속도를 자유

롭게 제어할 수 있다. 

 

 
Fig. 5. Measurement system. 

 

Fig. 5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개발된 자세 제어 시스템을 

측정 시스템의 스테이지에 고정하고 특정 회전각을 인가

하면서 출력 특성을 측정하였다. Fig. 6에 1도, 45도 및 90도

의 롤 각을 인가했을 경우의 자세 제어 시스템의 출력 특

성을 나타냈다. Fig. 6(a)는 1도의 롤 각을 연속적으로 인가 

했을 때의 측정 값으로, 최소 1도 정도의 분해능으로 롤 

각 또는 피치 각을 측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

으로 1도 정도의 분해능으로 롤 각 또는 피치 각을 측정 

가능하다면 농업 로봇 용으로 응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a) 

 
(b) 

 
(c) 

Fig. 6. Measurement results of attitude monitoring system, 

(a) 1 degree, (b) 45 degree, (c) 90 degree. 

 

Fig. 6(b), (c)에 나타낸 45도, 90도의 비교적 큰 롤 각도 정

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다. 피치 각의 측정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 Fig. 6에 나타낸 측정 결과로부터 

주행 형 로봇의 정확한 자세 (roll angle, pitch angle) 모니터링

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다중 자세 모니터링 시스템  
다중 자세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을 위하여 로봇 및 작

업 모듈에 장착될 두개의 자세 모니터링 시스템을 CAN

버스로 연결하였다. Fig. 7에 다중 자세 모니터링 시스템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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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ulti-attitude monitoring system. 

 

컴퓨터에 연결된 CAN 버스에 로봇 본체 및 작업 모듈 

용 자세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결하고 각 시스템으로부터 

획득된 자세 제어 정보를 융합하여 로봇과 작업 모듈의 

상대적인 롤 각 차(roll angle difference) 또는 피치 각 차(pitch 

angle difference)를 측정할 수 있다. 롤 각 차 측정 결과를 

Fig. 8에 나타냈다. 

 

 
(a) 

 
(b) 

Fig. 8. Measurement results of multi-attitude monitoring 

system, (a) 20degree difference, (b) 60degree 

difference. 

 

Fig. 8에서 로봇 본체의 중심 축(y’)과 작업 모듈의 중심 

축(y’’) 사이의 롤 각 차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냈다(Fig.3(a) 

참조). Fig. 8에서 출력 신호 파형에 포함되어 있는 잡음과 

스파이크 신호들은 롤 각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에서 

발생하는 진동 및 가속도 잡음으로 롤 각 성분과는 무관

한 잡음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측정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Fig. 8(a)는 로봇 본체와 작업 모듈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10도의 롤링(rolling)이 발생했을 때의 측정 

결과로 20도의 롤 각 차를 나타내고 있다. Fig. 8(b)는 60도

의 롤 각 차를 측정한 결과로 비교적 정확한 측정이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과 및 고찰 
 

노지의 밭과 같이 경사도가 심하고 장애물이 많은 환

경에서 사용하는 농업 용 로봇의 수평 자세 제어는 매우 

중요하다. 자세 제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세 정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로봇의 자세 제어

에 필요한 롤 각 및 피치 각을 정확하게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자이로 센서 및 가속도 센서를 응용하여 자세 모

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자이로 센서에서 획득되는 

각도 정보와 가속도 센서에서 획득되는 각도 정보를 각 

센서의 단점의 보상이 가능한 상보 필터를 활용하여 비

교적 정확한 롤 각 및 피치 각의 획득이 가능했다. 롤 각 

및 피치 각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이 개발되

어 있으나 상보 필터는 정확한 결과 값을 획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비교적 가벼워서 정보량이 매우 

적은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자세 모니터링 시스템을 로봇 

본체 및 작업 모듈에 장착하여 자세 정보를 공유하는 방

법으로 각각의 자세 정보뿐 아니라 로봇과 작업 모듈 사

이의 상대적 자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로봇과 

작업 모듈 사이의 상대적 롤 및 피치 각도 정보를 모니터

링 하여 다중 자세 제어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중 자세 

제어를 통하여 로봇과 작업 모듈의 진동 패턴을 단순화

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자세 유지가 가능하도록 한다. 상대

적인 롤 또는 피치 각이 너무 커질 경우 연결 부위에 과

도한 비틀림 힘이 인가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할 수 있음

으로써 다중 자세 제어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로봇 본체에 작업 모듈을 연결하는 형

식의 주행 형 로봇의 안정적인 자세 제어를 위하여 다중 

자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다. 자이로 센서 및 가속

도 센서를 응용한 자세 모니터링(롤 각 및 피치 각) 시스

템을 개발했다. 다중 자세 모니터링 시스템은 로봇 본체

와 작업 모듈에 각각 장착된 자세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부터 획득된 자세 정보를 융합하여 롤 각 및 피치 각의 

차(중심축의 각도 차)를 모니터링 하여 로봇 본체와 작업 

모듈의 상대적인 자세 정보를 제공한다. 로봇 본체 및 작

업 모듈 각각의 자세 정보 및 융합된 자세 정보를 활용하

여 안정적인 다중 자세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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