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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trol Configuration of Omni-Directional 
Mobile Stage

1. 서론

산업 현장에서는 부품 및 자재 등을 무인으로 

운반할 목적으로 AGV(Automatic Guided Vehicle)
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이동 로봇 분야를 중심

으로 전 방향 이동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

어 왔다. 이러한 AGV와 전 방향 이동 로봇기술은 

최근 연기자나 공연 세트 등을 자유롭게 이동시켜 

공연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무선 이동 무대 장치

로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전 방향 이동 로봇의 

작동 구조는 Mecanum wheel 등과 같이 특수한 구조

를 갖는 바퀴를 사용하여 각 바퀴의 마찰력 방향을 

조정함으로써 전 방향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

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찰력을 이용한 방식은 방향 

제어가 비교적 간단하고 전 방향 이동성은 좋으나 

진동과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무대 장치로 활용하

기 어렵다. 따라서 별도의 모터를 이용하여 구동 

바퀴를 조향하는 구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

한 구조는 전 방향으로 이동 전 조향 모터를 미리 

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시간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공연에서는 적합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동 무대의 경로 추종은 관객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저가지만 신뢰도가 낮은 위치 센서 보다는 정밀도

와 신뢰성을 검증받은 산업용 위치 센서를 사용하

는 것이 좋으며, 이동 무대의 경로 추적 제어 역시 

높은 응답성 보다는 안전하고 유연한 방법을 사용

하는 것이 적합하다. 순수 추적 알고리즘은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알고리즘 구현이 간단하며 상대

적으로 제어 상수 조정과 응답 출력이 안전하면서

도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동 무대의 경로 추종 

제어 방법으로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검증된 AGV용 

레이저 센서와 순수 추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별도의 조향 모터 구조를 갖는 이동 무대의 경로 

추종 제어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전 방향 이동 무대의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 방향 이동무대의 구조

는 Fig. 1 (a)와 같이 양쪽의 구동 모터가 대각선에 

위치하고 조향 모터가 구동 모터를 직접 Steering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되었다. 

전 방향 이동무대는 Fig. 1 (b)와 같이 산업용 
PLC를 기반으로 구성되었고, 절대 위치 측정 센서
인 SICK사의 NAV200 Laser Scanner와 구동모터의 
엔코더를 이용한 추측항법을 병행하여 실시간 위
치 정보를 계산한다. 이동무대 제어를 수행하는 
PLC Embedded 시스템은 무선 공유기를 통하여 
상위 원격 PC와 위치 정보를 교환하고 제어 명령을 
받는다. 원격 PC에서 수행되는 운용 프로그램은 
공연 연출자가 직관적으로 경로 생성 및 편집을 
할 수 있는 GUI와 조이스틱을 사용한 이동무대 
수동 조작 기능을 제공한다.

3.  순수 추적 제어 알고리즘

순수 추적 제어 방법은 이동체가 현재 위치로부

터 목표 위치까지 움직일 곡률을 계산하여 그 곡률

을 기준으로 임의의 속도로 회전하여 목표 값을 

추종하는 알고리즘이다.  즉, Fig. 2와 같이 이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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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xperimental results

Fig. 3  Coordinate Conversion for 
Mobile Stage

Fig. 2 Pure Pursuit Algorithms

1. 이동체의 현재 위치를 얻는다.
2. 목표 위치를 찾는다:

2-1. 이동체 현재 위치(xc, yc)에서 가장 가까운 경로상의 한 점을 

계산한다. 
2-2. 어떤 전면 거리(Look ahead distance) D를 계산한다.
2-3. 위치(xc, yc)로 부터 경로위로 거리 D를 움직임으로써목표 

위치를 얻는다. 
3. 이동체 좌표로 목표위치를 변환한다.
4. 요구되는 이동체 곡률 γ = 2Δx/D^2 을 계산한다. 
5. 요구되는 곡률로 목표 위치를 향해 이동체를 움직인다.
6. 새로운 위치를 얻고 위치 2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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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현재 좌표와 목표 좌표를 지나고 이동무대의 

현재 진행방향과 접하는 원을 찾아 그 원의 곡률을 

계산하여 임의의 속도로 회전하여 목표 위치를 

향해 접근하는 제어 방법이다.

이러한 순수 추적 제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Fig. 2에서 목표 좌표 점과 이동 무대 조향 바퀴의 

중심 좌표 점에서의 거리를 (Xgv, Ygv)라고 할 때 

기하학적 관계로부터 식(1)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1)
∆  
식(1)로부터 이동무대의 곡률은 식(2)와 같다.[1]

   
∆       (2)

본 논문에서는 이동무대 중심점의 경로 추종을 

위해 이동무대 중심점의 목표 궤적을 각 바퀴중심

점 기준의 목표 궤적으로 변환하여 각 바퀴별 순수 

추적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따라서 World좌표

계에 대한 각 바퀴별 중심 좌표계 변환이 필요하다.

 Fig. 3의 World 좌표계와 각 바퀴 중심 좌표계를 

나타낸 것이며, 식 (3)은 World좌표계에 대한 각 

바퀴별 중심 좌표계 변환의 최종 결과를 나타낸다.  

 Where, LworldPx _ , LworldPy _  = 왼쪽 조향바퀴의 목표궤적

    RworldPx _ , RworldPy _  = 오른쪽 조향바퀴의 목표궤적

   Tq  = 이동무대 중심의 목표궤적에서의 이동무대 목표 회전 값

  (3)

4. 제어 실험 결과

실제 순수 추적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반경 
1m인 반원의 목표 궤적을 이동 속도 0.25m/s로  
추종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Fig. 4와 
같다. 실험 결과 이동무대 실제 궤적과 목표 궤적의 
평균 오차는 1.57cm이며 최대 오차는 2.53cm의 
오차범위가 발생하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된 이동무대의 구조는 전 방향 

경로 추종뿐만 아니라 이동무대의 모서리를 전방

으로 할 경우 차동식 경로 추종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공연의 연출이 용이하며 순수 추적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비교적 정밀도와 제어 

안정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여러 가지 형태

의 곡선 경로 추종, 고속 주행(1m/s이상) 등과 같은 

추가 실험으로 보다 높은 신뢰성과 성능의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공연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연장 크기에 따른 위치 센서 오차, 지면 상태에 

따른 슬립 오차등을 최소화하는 추가 연구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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