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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로봇산업에서는 실용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모바일 로봇과 매니퓰레이터를 활용하여 

공장자동화 및 무인운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

비스 환경에서도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둘의 결합체인 모바

일 매니퓰레이터는 현재 물류창고, 스마트 팩토리 등 지능형 자율

공장 환경에서 공장자동화를 위한 필수적 요소로 활용된다[1,2]. 모
바일 매니퓰레이터의 예로, Fetch mobile manipulator (Fetch 
robotics사, USA)는 물류 산업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직접 화

물을 들어서 운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3]. 모바일 

매니퓰레이터는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이 주로 이루어

져왔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분야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비스 로봇 시장이 확대되면서, 과거에는 단순 반복 작업을 

대신하는 보조 역할의 로봇에서, 최근에는 스스로 움직이면서 어

렵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의 로봇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봇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오픈소스 운영

체제인 ROS (robot operating system)을 활용하여 모바일로봇과 

매니퓰레이터를 통합하여 구현하였고, 영상처리를 통하여 카페, 레
스토랑 등 서비스 환경에서 스스로 음료, 캔 등의 물체를 사용자에

게 배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용자의 업무 효율화 및 서비스의 

완전 자동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존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같은 경우 높

은 가반하중(payload)과 제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고성능의 모터를 

활용한 6축 이상의 다관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에 비례하여 제작

비용 및 무게가 상승한다. 따라서 작동환경을 고려하여 기존 제품 

대비 제작비용 절감과 무게 감소를 위해 허용하는 작동 범위 내에

서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도록 링크 내부에 기어와 모터를 넣는 

구성을 채택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테이블 높이에 맞춰 다관절 로

봇의 길이를 약 700 mm로 설계하였고 4축의 다관절 로봇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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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기존의 모바일 매니퓰레이터의 높은 비용과 무게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터틀봇[4]을 참조하고 ROS를 활용하여 모바일로

봇 노드, 매니퓰레이터 노드 , 이 둘을 결합한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노드를 만들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모바일 로봇 개발, 
3장에서는 매니퓰레이터 개발, 4장에서는 모바일로봇과 매니퓰레

이터의 통합, 5장에서는 서비스 환경의 활용 순으로 이루어져있다.

2. 모바일 로봇
2.1 모바일 로봇 설계 사항 

실내 환경에서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주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서는 실내 작업 환경과 공간을 적응하며 구동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 제자리 회전이 가능한 2륜 직접 구동(direct drive) 방식에 높이 

조절기능이 있는 캐스터를 부착한 모바일 로봇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환경을 고려하여, 로봇의 이동속도는 일

반인의 평균 걷는 속도인 3~4 km/h에 근접한 속도로 주행 가능하

도록 모터를 선정하고 구동부를 설계하였다. 추가적으로 상단에 

약 15 kg의 매니퓰레이터를 장착하여 물체 이동 서비스를 수행하

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에 목표한 크기의 프레임, 컨트롤러, 모터 

및 기타 전자제품의 무게를 고려하여 최대 40 kg으로 제한하였다. 
다음의 Fig. 1은 모바일 로봇 3D 설계 모델링이다.

2.2 모바일 로봇 시스템 구성
구동 모터는 비용과 내구성을 감안하여, 감속기가 내장되어 고출

력을 얻을 수 있으며 요구 속도에 부합하는 저렴한 전동 휠체어용 

BLDC 모터(PEWM-01, Pei Scooter사, China)를 선정하였다. 
구동 모터에는 엔코더가 부착되어있지 않고 BLDC 제어를 위한 

홀센서만 존재하므로, 이 홀센서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였다. 
8개의 극(pole)을 가지고 있고 3비트의 그레이 코드의 6개의 시퀀

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도의 분해능을 가진다. 감속비가 17:1
이므로, 바퀴의 각도는 0.8823도의 분해능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홀 센서의 신호를 저주파 필터를 거친 후 최대 분해능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레이 코드를 바이너리 코드로 변환하여 LSB 
(least significant bit)의 펄스를 받는다. 방향도 최대 분해능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총 6개의 상승 엣지, 하강 엣지의 펄스를 아날로

그하게 더하여 계단 형식의 신호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MCU (micro control unit)에서는 한 개의 디지털 포트로 방향을 

측정하고, 한 개의 아날로그 포트로 회전 각도를 측정하여, 총 두 

개의 입력단자로 휠의 회전 각도를 측정할 수 있다. 
측정한 각도를 통해 모바일 로봇의 이동 거리를 계산한다.

∆ 

 × ∆ ∆ 
(1)

(∆: 이동한 거리, R: 바퀴 반지름, ∆ : 바퀴 회전 각도)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의 거리의 차이를 통해 모바일 로봇이 

회전한 요우(Yaw) 각도를 계산한다. 

∆ 

 × ∆ ∆ 
(2)

( : 요우 각도, s: 윤거(Tread))

이를 통해 절대 좌표로 부터 현재 위치까지의 거리를 누적하여 

계산한다.

    ∆ × cos 

∆
 (3)

    ∆ × sin  

∆
 (4)

    ∆ (5)

( : 절대 좌표의 x축 이동거리,  : 절대 좌표의 y축 이동거리, 
 : 절대 좌표의 z축을 기준의 각도)

MCU에서는 계산된 위치(odometry) 정보를 30 Hz의 주기로 

내보낸다. 또한, 현재 속도와 각속도는 한 스텝 동안 이동한 거리와 

이동한 각도를 스텝 타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마찬가지로 30 Hz 
주기로 내보낸다.

모바일 로봇의 제어는 모터의 회전을 측정하고 제어하는 MCU
와 환경과 상호 작용하면서 전체적인 로봇의 거동을 제어하는 PC
에서 나누어 이루어진다. MCU에서는 모터를 직접 제어하고, 모
터의 현재 속도, 각도로부터, 로봇의 위치(odometry)를 계산하고 

지속적인 통신을 통해 PC에 보내게 된다. PC에서는 라이다

(lidar)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변 지형을 인식하고 내장된 지도와 

비교하여 위치를 추정하고, 확률적인 수렴을 통하여 지도에 존재

하는 로봇의 위치를 상정한다. 사용자에 의해 목표 지점이 설정되

Fig. 1 Designs of mobile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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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글로벌 플래너가 경로(path)를 생성하고, 이동하면서 로컬 플

래너가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설정된 파라미터에 따라 구동 요구 

속도를 산출하여 MCU에 전송하게 된다. 이에 따라 MCU는 모터

의 회전을 제어한다. Fig. 2는 모바일로봇 노드와 데이터 이동에 

관한 그림이다.

2.3 SLAM & Navigation
SLAM 및 navigation 알고리즘은 로보티즈사의 터틀봇을 참고 

하여 구성하였다[4,5]. 작업 환경에서 지도를 획득하기 위한 SLAM
에는 일반적으로 Gmapping[5]과 Cartographer[6]를 많이 이용한

다. 본 연구에서 모바일로봇을 구현하기 위해 저렴한 저전력 임베

디드 PC를 사용하므로, 실시간으로 복잡한 알고리즘을 구동하기

에는 성능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저용량이고, 라이다 데이터로

부터 격자 지도를 그리는 Rao-Blackwellized particle filter를 이

용하는 Gmapping을 이용하였다[7]. 위치 추정(Localization) 알고

리즘은 2D 지도를 기반으로 이동하는 로봇의 위치를 추종하는 

particle filter를 사용하는 확률적 위치 인식 시스템인 AMCL 
(adaptive monte carlo localization)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Fig. 
3(a)은 모바일로봇을 활용하여 실제 도서관내 카페를 맵핑한 결과

이다.
AMCL 알고리즘으로 위치 추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동하면서 

위치 오차가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위치를 재추

정할 필요가 있다. 위치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일정 양의 입

자를 다시 생성하고 수렴시켜서 현재 포즈의 추정 값을 출력값을 

갱신하여 위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Navigation에서는 SLAM을 통해 작성된 지도를 기반으로 글로

벌 플래너가 글로벌 비용 지도에서 종합적인 현재 위치에서부터 

목표 지점까지의 경로를 생성한다. 또한, 이동하면서 로컬 플래너

가 현재 로봇의 위치를 기반으로 로봇의 라이다 센서가 인식하는 

점들을 기반으로 로컬 비용 지도에서 주변 영역 만큼에 대한 짧은 

시간성을 지닌 경로(trajectory)를 생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물 

회피를 위하여 DWA (dynamic window approach) 로컬 플래너

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장애물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값을 결정하고, 경로를 수정하게 된다. 모바일 로봇의 

설계를 활용하여 URDF (Uunified robot description format)와 

설계 파라미터를 지정하였고, 더불어 태스크 수행에 적합한 파라

미터들을 설정하였다. Navigation의 경로 생성에 가장 영향을 미

치는 것은 로컬비용 지도의 파라미터이다. Fig. 3(b)는 실제 모바

일로봇의 navigation의 그림이다. 실제 실험을 통해 로컬 비용 지

도의 파라미터가 장애물을 회피하고, 로봇의 현재 경로 생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그 중에서 경로를 생성할 때 장애물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cost scaling factor, 

회전 반경을 설정하는 inflation ratio, 현재 로봇의 2D 크기를 설

정하여 자동적으로 장애물과의 최단 거리를 설정하는 footprint 등
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적으로 위의 파라미터

의 최적값을 찾아내어 서비스 수행에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3. 매니퓰레이터
3.1 매니퓰레이터 설계 사항

실내 환경에서 700 mm 높이의 테이블 위의 물체를 집어서 옮기

는 작업을 수행하고, 유연한 동작이 가능하도록 4축으로 매니퓰레

이터를 설계하였다. 또한, 물체 이동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가반 하중 1.5 kg으로 설계하였다. 설계 목표 중량 15 
kg이었으나, 실제로는 13 kg으로 제작하였고, Fig. 4는 매니퓰레

이터 3D 설계 모델링이다.

3.2 매니퓰레이터 시스템 구성
매니퓰레이터는 상대적으로 출력이 높은 5상 스테퍼 모터(AK 

series, Autonics사, Korea) 4개를 이용하여 4축의 다관절 로봇을 

구성하였다. MCU단에서 스테퍼 모터를 제어하고, 현재 목표 지점

에 도달한 상태인지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판

단하여 ROS 토픽으로 PC로 전송한다. 또한 초기 위치 자세 지정

을 통해 누적된 오차를 초기화 시킨다. 또한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Fig. 2 Mobile robot system structure
(a) Generated map with gmapping

(b) Mobile robot navigation

Fig. 3 SLAM and navigation

Fig. 5 Manipulator nod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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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리퍼를 제어하여 목표 물체를 집는다. 현재 조인트 등의 위치

와 도착 여부를 시리얼 노드를 이용하여 PC로 전송한다. 
STEP 모터의 모션 제어에는 AccelStepper 라이브러리를 이

용하였다. 다관절 로봇의 부하를 줄이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위해 

사다리꼴 프로파일을 적용하였다. 각각의 STEP 모터에 사다리

꼴 프로파일의 최대 속도를 적용하였다. PC로 부터 받은 목표 

각도를 각 모터의 분해능과 기어(robolink joint series, Igus사, 
Germany)비를 고려하여 목표 스텝을 정했다. 진동을 줄이기 위해 

각각의 모터의 감･가속 시간과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시간이 동

일하게 구성하기 위해 각도의 변화에 비례하게 속도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Fig. 5는 매니퓰레이터 노드 간 데이터 통신

에 관한 그림이다.

3.3 MoveIt을 활용한 역기구학 해석
4축 매니퓰레이터이므로, 해석적으로 역기구학을 해석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를 검증할 수 있으므로 오픈소스인 MoveIt[9]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매니퓰레이터의 역기구학을 해석하고 경로를 생성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앤드 이

펙터의 경로 생성은 OMPL (open motion planning library)중에서 

가볍고 보편적인 RRT (rapidly-exploring random trees)[10]를 사용

하였다. RRT는 여러 번의 경로 계획을 한 후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경로를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속도 프로파일은 사다리꼴 프로

파일을 적용했다.
역기구학을 풀기위하여 매니퓰레이터의 구성에 관한 정보인 회

전 축 정의, 링크의 길이, 조인트의 종류와 제한 각도 등이 필요하

다. MoveIt에서는 일반적으로 URDF의 파일을 이용하여 매니퓰

레이터 모델을 구성한다. URDF 파일는 기구학 해석에 필요한 매

니퓰레이터의 베이스 프레임과 차일드 프레임간의 좌표 변환(tf)과 

각도 차, 동역학해석에 필요한 관성데이터, 시뮬레이션 시 가시화

를 위한 그래픽 데이터가 포함된다. 본 매니퓰레이터는 4개의 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URDF 모델은 베이스 프레임을 제외한 4개의 

링크가 이웃한 링크 사이의 프레임 변환 정보를 가지고 있다. Fig. 
6(a)는 URDF로 정의한 매니퓰레이터의 모델링이고, (b)는 실제 

MoveIt을 활용하여 매니퓰레이터의 거동 시뮬레이션이며, (c)는 

매니퓰레이터의 URDF 블록다이어그램이다. 
PC에서 역기구학을 통해 계산한 각 모터의 각도를 MCU로 전

송하면 MCU는 위치 제어를 통하여 이동하게 된다. 엔드 이펙터가 

목표 지점에 도착하게 되면 PC에서 MCU로 그리퍼 를 제어 명령

을 보내어 물체를 파지된다. 매니퓰레이터가 경로를 부드럽게 따

라가도록, 실험적으로 경로 포인트(Way Points) 전송 주기의 최적 

값을 찾아 정확성을 향상하였다. 

4. 모바일 로봇과 매니퓰레이터의 통합
4.1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시스템 구성

모바일 로봇과 매니퓰레이터는 각각 MCU에서 모터의 회전을 

제어하고, 전체적인 거동은 PC에서 처리된다. 모바일로봇과 매니

퓰레이터의 통합은 하나의 PC와 하나의 MCU에서 처리하도록 구

성하였다. 시리얼 노드를 통해 PC와 MCU가 Odometry, tf, joint 
state등의 정보를 30 Hz 주기로 송수신한다. 이를 통해 MCU는 

하단부 모바일 로봇 단의 휠체어용 BLDC모터 2개와 STEP 모터 

4개를 제어한다. MCU는 모터 6개와 센서를 연결하기 포트 수가 

충분하고, ROS와의 통신하기 위한 접근성이 뛰어나며, 제어 성능

이 충분한 로보티즈사의 OpenCR[11]을 사용했다. 임베디드 PC는 

저전력이지만 SLAM과 navigation, 역기구학 등을 수행하여야하

므로, 영상처리 성능이 우수한 Nvidia사의 Jetson TX2[12]를 선정

하였다. 라이다는 USB통신을 통해 PC에 연결되어있으며, SLAM
과 navigation을 위한 스캔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주변 지형 정보를 

받아온다. 이 밖에 서비스 작업 수행과 목표물체 인식 및 특징점을 

찾아내기 위한 뎁스 카메라(D425, Intel사, US)[13]를 엔드이펙터 

위치에 부착하였고, USB 통신으로 PC와 연결된다. 모바일 로봇

에 해당하는 부분과 매니퓰레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별도의 독립

적인 구조로 제작한 뒤 서비스 시나리오에 맞는 알고리즘대로 구

동을 시키기 위해 새로운 노드(serving_bot)를 작성하여 매니퓰레

이터와 모바일로봇을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Fig. 7(a)
는 모바일 매니퓰레이터의 전체적인 데이터 통신에 관한 그림이고, 
Fig. 7(b)는 하드웨어 구조에 관한 그림이다.

4.2 모바일 로봇과 매니퓰레이터의 통합
본 연구는 서비스 환경에서 사용하는 로봇의 개발이므로, 실

사용 시간을 고려한 배터리의 장착과 로봇의 경량화가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모바일로봇은 6시간 연속 동작을 목표로 배터

Fig. 4 Designs of manip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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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12 V 2개+ 24 V 1개)를 포함하여 약 35 kg인 서비스용 로봇

을 개발하였다.
모바일 로봇의 navigation과 매니퓰레이션을 결합하기 위해서 

모바일 로봇의 tf와 매니퓰레이터의 tf를 결합하였다. 매니퓰레이

터와 모바일 로봇의 설계 파일을 통해 앞서 매니퓰레이터에서 링

크간의 tf 관계 정보를 담은 URDF 파일을 작성했다. 매니퓰레이

터의 앤드 이펙터를 원하는 대로 제어함에 있어서, 모바일 로봇단

이 이동하기 때문에 베이스 링크를 매니퓰레이터가 아닌 모바일 

로봇으로 설정했다. 모바일 로봇에 설정한 베이스 링크는 SLAM
을 통해 작성했던 지도의 절대 좌표를 기준으로 위치가 계속 변화

한다. 따라서 그에 따라 모바일로봇의 링크와 매니퓰레이터의 링

크의 위치도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move_base 노드에서 계산되는 

위치를 기반으로 베이스 링크의 위치와 각도가 정해지게 되면 앤

드 이펙터는 모바일로봇단의 베이스 링크를 기준으로 역기구학을 

해석하여 매니퓰레이션을 수행한다.
Fig. 8(a)는 모바일 매니퓰레이터의 모델링과 실제 제작사진이

고, Fig. 8(b)는 모바일 매니퓰레이터의 전체 노드와 데이터 이동

에 관한 전체 구조이다.

5. 모바일 매니퓰레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구현
개발된 모바일 매니퓰레이터의 활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내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료를 배송하는 서비스 작업을 구현해 보았다. 
우선 앱을 활용하여 테이블 위치와 음료 주문에 대한 정보를 로봇

에게 전달한다. 로봇은 수신된 정보를 기반으로 뎁스 카메라를 사

용해 음료수 컵을 판별하여 매니퓰레이터로 집어서 트레이에 넣어

서 운반하고 각 해당하는 테이블에 배송하게 된다.
영상 처리를 통하여 목표 물체를 인식하고 3D 좌표를 생성하기 

위해 ROS의 Find_Object[14]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였

다. 뎁스 카메라(Real Sense D415, Intel사,US)를 이용하여 2D 
이미지 정보와 거리 정보가 획득한다. 먼저, 2D 이미지로 부터 

SURF (speeded-up robust feature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특징

점들을 추출하고 미리 저장해준 물체의 특징점과 비교하여 물체의 

(a) Mobile manipulator URDF

(b) Manipulator control with moveIt

(c) URDF block diagram

Fig. 6 Manipulator structure

 

(a) Software structure

(b) Hardware structure

Fig. 7 System structure of mobile manipulator

(a) Design of mobile manipulator

(b) Mobile manipulator node diagram

Fig. 8 Mobile manip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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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 여부를 판단하고, 현재 일치된 물체의 중심점 좌표를 추출하

여 해당 좌표의 거리 정보를 가져와 3D 좌표를 생성한다[15]. 전체

적인 3D 영상처리 구성도는 Fig. 9(a)와 같다. 3D 공간상에 물체

의 위치가 특정되면 PC에서 현재 목표 지점의 위치로의 역기구학

을 계산하여 목표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Fig. 9(b)는 Rviz를 활용

하여 영상인식을 통해 물체 인식 및 거리계산과 이를 이용한 역기

구학 해석을 나타낸 그림이다. 
목표위치에 도달한 매니퓰레이터는 그리퍼를 활용하여 물체를 

집게 된다. 그 후 현재 로봇의 남은 적재 공간을 판단하여 물체가 

없는 곳에 수납하고 목표 물체가 모두 수납하면 PC로 다음 구동 

정보를 전달한다.
모바일로봇은 사전에 제작된 지도를 바탕으로 주문된 테이블의 

위치까지의 최적경로를 파악한 후, 형성된 경로를 통해 navigation
을 수행한다. 이동 중에 라이다를 통해 장애물을 인식하면 우회하

여 장애물을 회피하고, 도착 지점에 도달하면 다시 매니퓰레이션

을 통해 음료를 트레이로부터 집어서 테이블에 옮겨두고 음료 배

송 서비스를 마무리한다[16].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한 로봇 개발을 주

제로 모바일 로봇과 매니퓰레이터의 결합을 통해 모바일 매니퓰

레이터를 개발하였다. 서비스 환경이 이루어지는 실내 제한 조건

에 맞춰 무게중심의 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주행과 제자리 회전

이 가능하도록 하단의 모바일 로봇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상단의 

매니퓰레이터는 스테퍼모터를 활용하고 알루미늄을 주재료로 외

형을 설계하여 안정적인 매니퓰레이터 구동을 할 수 있게 설계

하였다.

전체적인 모바일 매니퓰레이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navigation, 
매핑, 비전, 매니풀레이션 등 로봇의 서비스를 위한 알고리즘이 필

요하므로, ROS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ROS 하위에 

라이더 센서, 뎁스 카메라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

고, 실시간 모터제어를 위하여 OpenCR을 사용되는 펌웨어를 작

성하였다[17].
이를 통해 개발된 로봇은 실제 카페에서 실험한 결과, 태블릿을 

통한 음료 주문부터 음료 배송까지 음료 서비스 작업 수행의 자동화

를 구현하여 모바일 매니퓰레이터의 성능 및 활용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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