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목발을 비릇한 보행 보조기기는 누구나 다치면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지만, 이 기기들의 보
급화에 비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여전히 많이 존재
한다. 목발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보행 시 양손을 
사용할 수 없어 휴대 물품을 따로 보관하여 이동 
해야하고, 액체가 담긴 컵처럼 보관하기 힘든 물품
들은 휴대하기 힘들다.

일반적인 보행 시 충격 흡수 역할을 해주는 하
체의 수직 움직임이 상체의 움직임보다 크지만, 목
발을 사용 시 반대로 상체의 움직임이 하체의 수
직 움직임보다 커 하체가 충격 흡수를 해주지 못
한다. 또한, 바닥과 맞닿는 목발의 끝은 보행주기

의 시작부터 수직으로 크게 움직여 목발의 본체를 
따라 어깨와 팔에 큰 충격을 준다. [1] 목발을 사
용함으로서 보행주기의 모습이 달라져 목발 사용
과 동시에 안정적인 손 사용이 어렵다.

본 논문은 이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보행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물품을 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개발하
고자 하였다. 목발에 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이 
장치는 오늘날 촬영 장비에 사용되는 짐벌 구조를 
기반으로, 보행 시 목발의 회전을 상쇄시킬 수 있
도록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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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  론

2.1 짐벌
짐벌이라 불리는 구조는 x축, y축, z축을 회전축

으로 자유롭게 회전 할 수 있는 축의 개수에 따라 
2축 짐벌과 3축 짐벌로 나뉘어진다. 이때 x축, y
축, z축을 회전축으로 회전하는 방향을 각각 Roll, 
Pitch, Yaw라 부른다.

본 논문에 제시되는 장치는 목발에 부착되어 
Roll과 Pitch 방향만으로 회전이 제한되어 있는 점
을 이용하여 2축 짐벌을 기본 구조로 선정하였다.

2.2 제어 시스템
본 장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발의 회

전에 따라 장치의 짐벌 구조를 회전시켜 자기 안
정화에 이르는 제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기 안정화 제어 시스템의 기본적인 역할은 목
발과 장치의 회전각을 측정하고, 그에 따라 짐벌 
구조의 제어를 통해 그 회전 정도를 상쇄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속도계를 포함한 IMU 센서
를 사용하여 계산된 목발의 Roll과 Pitch 양방향 회
전각을 활용하는 기본제어법과 PID 제어법 두 가
지를 사용하였다.

기본제어법을 사용할 때에는 장치에 목발의 양
방향 회전각과 같은 값의 역회전을 주어 자기 안
정화를 달성한 반면, PID 제어법은 목발의 양방향 
회전각과 장치의 서보 모터 회전 각도를 합하여 
목발이 아닌 장치의 양방향 회전각을 계산하여 자
기 안정화를 달성하도록 하였다.

2.3 IMU 센서를 이용한 기본 제어법
3축 가속도계를 포함하는 MPU6050은 x축, y축, 

z축을 따른 가속도 Gpx, Gpy, Gpz를 측정한다. 이
를 이용하여 Roll과 Pitch 회전 각도를 계산할 수 
있다. 먼저 장치를 Roll (φ),  Pitch (θ), Yaw (ψ) 
방향의 회전변환행렬들을 연속적으로 적용하여 z축
을 따르는 수직 중력가속도 백터를 선형변환 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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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선형변환된 행렬을 IMU 센서의 3축을 
따른 가속도 행렬로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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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렬식을 사용하여 Roll과 Pitch 각도를 계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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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벌 구조를 제어하는 기본제어시스템은 이처럼 
IMU 출력값을 사용하여 목발의 Roll과 Pitch 회전
각 값을 각각 구한후, 역회전각도로 짐벌의 서보를 
회전시킨다.

2.4 Ziegler-Nichols 방법을 활용한 PID 제어법
PID 제어법은 피드백 시스템으로, 제어가 필요

한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에러값 e(t)를 비례 
(Proportional), 적분 (Integral), 미분 (Derivative)하여 
새로운 입력값 u(t)로 만들어 제어를 하는 방법이
다. PID 제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
다.

     

 




 




본 장치에서는 에러값 e(t)를 장치가 양방향으로 
수평에서 벗어난 각도로 지정하였고, PID의 비례, 
적분, 미분 부분의 이득값을 Ziegler-Nichols 방법으
로 튜닝하였다.

Ⅲ. 시스템 설계 및 구현

3.1 본체 구현
장치의 본체는 Creality Ender-5 3D 프린터를 사

용하여 제작하였다. 목발에 부착하기 위해 팔받침
대와 손잡이 사이에 플랫폼을 설치하여 장치의 본
체를 고정시켰다. 장치의 2축 짐벌 구조는 각각 
Roll과 Pitch 방향으로 회전 할 수 있는 2개의 링
을 사용하였다. 링의 회전을 제어하기 위해 
TowerPro MG-996R 서보 모터 2개를 사용하였다. 
0에서 180도까지 회전 할 수 있는 이 모터들을 가
로로 눕혀 서보 모터의 90도 회전 방향이 링의 수
평에 맞도록 장착하였다.

그림 1. 장치 부품 3D 모델 사진

3.2 아두이노 및 전자회로 구현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아두이노 나노 

(Arduino Nano) 마이크로컨트롤러, MPU-6050 IMU 
센서, LM7805 전압 레귤레이터를 사용하였고, 다
음 전자회로를 PCB 전자회로판에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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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본체의 블록 다이어그램

그림 3. PCB 디자인 및 장착모습

Ⅳ. 실험 및 결과

4.1 Ziegler-Nichols 방법을 활용한 PID 튜닝
Ziegler-Nichols 튜닝 방법은 시스템의 출력 신호

가 피드백 신호로 시스템에 다시 입력되는지에 따
라 다른 개방 제어 시스템과 폐회로 피드백 시스
템에 적용법이 다르다. 개방 시스템의 튜닝은 단위
계단응답 출력 신호를 사용하여 튜닝을 하는 반면, 
폐회로 제어 시스템은 안정 상태의 출력 신호를 
사용하여 튜닝을 진행한다. 본 장치에서는 폐회로 
제어법을 사용하였다.

폐회로 피드백 시스템의 Ziegler-Nichols 튜닝 방
법은 적분이득과 미분이득을 0으로 맞춰 제외한 
뒤, 안정화된 상태에서 출력 신호가 일정하고 안정
화된 진동으로 나타날때까지 비례이득 Kp를 증가
시켜야 한다. 이때의 비례이득 값인 Ku과 진동의 
주기인 Tu를 구해, 비례, 적분, 미분이득 값을 계산
하는 방식이다. [3]

Kp=0.9일때는 진동의 진폭이 점점 작아져 상쇄
되고, Kp=1.1일때는 진폭이 증가하여 서보 모터의 
물리적 한계인 회전각 90도를 넘어, Kp=1.0일때 
안정화된 진동 조건이 만족되었다.

그림 4. Kp=0.9, Kp=1.1 출력 신호

그림 5. Kp=1.0 출력 신호

 이때 Ku=1.0와 Tu=0.08s 으로 측정되었고, 이
를 이용하여 이득값들을 튜닝하였다.

표 1. Ziegler-Nichols 이득 계산표

Kp Ti Td
P Ku/2
PI Ku/2.2 Tu/1.2
PID Ku/1.7 Tu/2 Tu/8

튜닝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MPU6050센서를 
직접 움직여 파란색 그래프인 입력 신호에 대해 
시스템의 반응을 볼 수 있었다. 큰 진동 없이 안정
점에 비교적 빠르게 도달하였고, 서보 모터 작동에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6. PID 제어법 출력 그래프

4.2 IMU 센서를 이용한 기본 제어법 활용 결과
장치의 2축 짐벌의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장치

를 목발에 부착하여 두 가지 제어법을 적용한 상
태로 실험하였다. 목발을 Roll과 Pitch 양방향으로 
약 20º 회전하여 출력신호과 실제 수평에서 벗어
난 오차값을 기록하고 짐벌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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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실험 모습

그림 8. 기본제어 Pitch 변화 실험 측정값

 

그림 9. 기본제어 Roll 변화 실험 측정값

기본 제어법은 Roll과 Pitch 회전축에 따라 서보 
모터가 센서의 회전각을 반대로 입력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서보 모터의 특성상 입력값을 정수로 
받아 센서 값을 double 자료형으로 출력하는 
MPU6050 센서와 오차가 조금 났다. 이에 더해 실
제 실험시 각도의 최대 오차가 3º를 넘지 않아 예
상된 짐벌 구조의 작동에 문제가 없었다.

4.3 Ziegler-Nichols 방법을 활용한 PID 제어법 
활용 결과

PID 제어법은 Roll과 Pitch 회전축에 따라 센서에 
입력값에 잘 반응하는것을 볼 수 있었다. PID 제어
법은 서보 모터와 IMU센서의 물리적 제약 때문에 
이론적으로 완벽한 제어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서보 
모터와 짐벌의 작동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그림 10. PID 제어 Pitch 변화 실험 출력값

  

그림 11. PID 제어 Roll 변화 실험 측정값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목발을 비롯한 보행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교통약자들이 물품을 휴대하기 위해 회
전 축 자기안정화 장치를 개발하였다. 2축 짐벌을 
기반으로 장치를 제작하고 IMU센서를 이용하여 두
개의 회전축인 Roll과 Pitch 회전각을 계산하였으
며, 기본 제어법과 PID 제어법을 적용하고 튜닝을 
거쳐 회전각 제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가장 큰 제약이었던 단점은 크게 장
치를 구성하는 부품들의 물리적 한계이었다. 서보 
모터는 Brushless DC 모터와 달리 각속도가 아닌 
회전각을 조절할 수 있어 PID 제어에 어려움을 겪
었다. 이 처럼 본 연구에 적용된 제어법들이 완벽
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개발된 장치는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작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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