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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역진자는 제어기의 성능 평가나 공부에 흔하게 사용되는 모델이

다. 비선형성과 간단한 모델링은 이러한 목적에 잘 부합하는 특성

을 보이게 해준다. 또한, 세그웨이부터 로켓, 이족보행 로봇에 이르

기까지 수많은 제어시스템이 역진자의 형태로 모델링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제어공학의 이론들을 적용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모델

이다. 일반적으로 구현되는 형태로는, 카트형, 세그웨이, ballbot, 
큐브 형태가 있다.

역진자는 안정된 지지대를 가지는 상태(statically stable state)
에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서 있는 상태인 역진자의 자세를 

유지하는 상태(dynamically stable state)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

다. 이때, 이 statically stable state와 dynamically stable state간

의 전환(state transition)이 가능하다면 다양한 상황에서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state transition을 위해 이미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었

다. 카트형 역진자의 경우 카트를 빠르게 가속하여 진자를 일으켜 

세운 후 자세를 유지하는 2개의 단계를 이용하는 방법[1]을 제시하

였다. ballbot의 형태에서는 하부에 보조바퀴를 부착하거나[2] 조절

이 가능한 3개의 다리를 이용해서[5] state transition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body angle의 변화량인 incline angle을 5 deg 이내로 작

게 제한하여, state transition을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플라

이휠의 회전 관성만을 이용하여 제어하는 큐브 형태의 로봇인 

cubli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플라이휠을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빠르

게 정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충격력을 이용, state transition
을 구현하였다[3].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세그웨이 형태의 로봇에

서는 추가적인 머니퓰레이터를 이용하여 state transition 과정에 
필요한 지지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몸체를 vertical 
equilibrium 근방에 안정적으로 위치시킨 후 제어기를 전환하여 

dynamically stable 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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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4].
위에서 제시한 state transition을 위한 방법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2단계(transition / stable)를 이용한 방법은 2개

의 제어기가 필요해지며 각각을 따로 튜닝과 동시에 제어기의 적

절한 전환 시점을 잡을 수 있어야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

다[1,4]. 지지대를 이용하여 transition에 필요한 incline angle을 

매우 작게 제한하는 방법은 로봇의 크기를 전체적으로 크게 하며 

충분한 static stability를 얻기 위해서는 지지대의 크기 자체가 상

당히 커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구조물은 statically 
stable 상태에서 주행을 보조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2,5]. 브레이

크에서 발생하는 충격력을 사용한 방법은 제한된 토크의 모터로

도 동작할 수 있고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충격을 버텨낼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해지고 반복되는 충격으로 인한 부품의 수

명문제가 좀 더 자주 대두될 것이다[3].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머

니퓰레이터를 사용한 방법은 다양한 환경에서 대응 가능한 장

점이 있으나 추가적인 구조물과 제어기가 필요하여 구현이 복

잡해지며, state transition 속도 자체도 빠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4].
이때, 추가적인 머니퓰레이터 없이 순수한 모터의 토크만을 이용

하여 state transition을 진행하면 전체적인 중량과 구조적인 복잡

함을 줄이면서 신속한 이행이 가능하며 하나의 제어기만을 이용하

면 제어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어성능의 악화나 이행 시점

을 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소요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토크 발

생과정에서 충격력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구조물의 피로파괴 문제

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그웨이 형태의 로봇을 모터 토크와 하나의 제어

기만으로 state transition 및 dynamic stability를 유지하는 로봇의 

기구적 설계와 제어기의 설계 및 실험 결과를 소개한다. 2장에서는 

기구부의 설계와 수학적 모델링, 매트랩의 Simulink를 사용한 시뮬

레이션에서 state transition이행이 가능하며 이후 dynamic stability
를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에 관해 기술한다. 3장에서는 실험

에 사용된 로봇의 제어기와 기구적 구성에 관하여 기술한다. 4장에

서는 실제 제작된 로봇을 이용한 실험 결과와 여기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요인들에 관해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이번 실험의 

의의와 한계에 관해 기술하였다.

2.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결과

2.1 하드웨어 설계
Statically stable 상태에서 주행에 용이한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 프레임은 3발자전거 형태를 가지도록 설계하였다. 앞부분에 

부착된 보조바퀴는 로봇이 statically stable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위 상태에서도 주행에 용이한 특성

을 보이게 해준다. 프레임은 반복된 충격에 강인하면서도 중량 및 

가공 용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

였으며 부품 간의 체결은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였다.
또한, 모터 토크만을 이용한 state transition을 가능하게 하려면 

최대한 중량물들을 모터 근방에 배치하여 회전 관성과 일어서는 

동작에 필요한 incline angle을 최소화하였다.
회전 관성과 COG (center of gravity), 모멘트 암 등의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3D CAD상의 모델링에 각 부품의 질량정보

를 넣어서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적합한 물리적 특성을 보일 

수 있는 부품 배치를 할 수 있다. 모든 부품은 등방성, 균일한 

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모터와 같이 내부구조를 알 

수 없는 부품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평균 밀도를 이용하였다. 
위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설계 마진을 이용하여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였다. 위의 방식을 통하여 CAD상에서 구

해진 로봇의 프레임과 배터리에 의한 incline angle은 50 deg로 

계산되었다. 실제 구현된 로봇은 추가적인 부품들(모터 드라이버

를 비롯한 회로, 보호 케이스 등)로 인하여 중량이 증가하고 

incline angle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실험을 통하여 측정하여 제

어에 사용하였다.

2.2 모터 선정
State transition과정은 순수한 모터의 토크에 의한 가속도로만 

이루어지게 된다. 로봇에는 제어특성이 우수한 DC 모터를 사용하

Fig. 1 Types of inverted pendulum

Fig. 2 Frame of stunt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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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방향 제어와 토크 확보를 위해서 2개의 모터가 사용되었다. 
이때 위의 state transition과정에서 모터가 제공하는 토크가 충분

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토크는 Fig. 3의 자유물체도를 

통해서 계산된다. 필요한 값들은 CAD에서 계산된 값을 이용할 

수 있다.
운용을 상정한 노면과의 마찰과 일반적인 모터 토크를 고려하였

을 때,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뒷바퀴는 

모터 토크를 받아 몸체를 가속하며 이때 모멘트 평형을 통해서 앞

바퀴를 들어올리기 위한(앞바퀴에서 수직 힘이 0이 되는) 최소 선

형가속도a를 계산해낼 수 있다. 식 (1)에서 계산된 최소선형가속도

는 식 (2)에서 필요한 모터 토크로 계산될 수 있다.

    ∙      


     

 

 ······································· (1)

     

τ   

 × 

   ⋅ ······································ (2)

사용된 모터는 PGM32C-3657E 12 V DC모터이다. 모터의 파

라미터들은 제공되지 않아 Fig. 4의 정보로부터 계산되었다. 각 

모터는 Texas instruments사의 LMD18200T 모터드라이버를 통

해 제어되며 드라이버는 순간 6A (200 msec) 지속 3 A의 출력전

류를 보장하여 모터가 요구하는 전류를 감당할 수 있다. 위 조건에

서 모터는 0.55 kgf･cm 이상의 토크를 4200 RPM 이하에서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감속비 N = 5 이상에서 필요한 

토크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으며, 목표 주행속도를 일반적인 보행 

속도인 5 km/h 내외로 고려하였을 때 감속비 1 : 14를 사용하고 

기어박스의 마찰, 회전관성에 의해 발생하는 비선형적 영향은 실

험을 통해 구해진 deadband을 제어에 반영하고 적절한 적분 제어

이득을 사용하여 대응하였다.

2.3 운동방정식 유도
로봇의 동역학 모델링은 Fig. 5 역진자의 FBD에서 라그랑주 역

학을 통해 유도된 운동방정식을 이용한다(6). 라그랑주 역학은 대

상시스템의 위치에너지(3)와 운동에너지(4)에서 각 일반화 좌표계

에 대한 라그랑지언(4)을 구하여 운동방정식을 유도한다.

      cos  ········ (3)

  






 




ϕ




 
  







  


   ϕ

cosθϕθ ················ (4)

FBD에서 계산된     

  


   ϕ

cosθϕθ

 

 cosθ ····································· (5)

식 (5)에서 계산된 라그랑지언에서 wheel, pendulum angle의 

좌표계 2개를 사용하여 식 (6~9)에서 각 일반화 좌표계에 대한 운

Fig. 5 Free body diagram of Inverted Pendulum

Fig. 3 Free body diagram of state transition

Fig. 4 PGM32C-3657E 12 V DC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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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정식을 유도한다. 각 일반화 좌표계의 입력은 전압 V로 표현

된 모터의 토크이다.

- 일반화 좌표계(wheel)에 대해서


ϕ


 


   ϕcos ∂ϕ

∂
  ····· (6)

    

 ∂ϕ
∂ ∂ϕ

∂

    ϕcos 

sin

   

∙


 ∙ ∙
∙ϕ ····················· (7)

- 일반화 좌표계(Body Angle)에 대해서

∂θ
∂

 ϕcosθθ

∂θ
∂

θϕθ ············································ (8)

    

 
 



ϕcos   

 ∙ ∙

 ∙∙ϕ  ································· (9)

식(10)과 같이 각 좌표계의 운동방정식을 제어점(Bbody angle 
0 deg)에 대해서 선형화하여 행렬식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  ∙   ∙ ∙

 ∙ ∙  ∙







ϕ
θ














 ∙ ∙
β β β



 ∙ ∙
β

β








ϕ
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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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

위의 표현은 다음과 같은 행렬들로 state vector를 사용한 상태 

공간 방정식으로 표현한다.

Matrix E :



 


     

 
························· (11)

Matrix F :  

 ∙ ∙
    



 ∙ ∙




·········· (12)

Vector G =  
 ∙ ∙

········································· (13)

Vector H =  ∙ 
∙ 

········································ (14)

Input Motor Voltage V

State Vector  

















············································· (15)

      
















  
   
   
      

      































 

 



··········· (16)

       

output vector : 

 









 


   

   
















···························· (17)

식 (11~15)에서 표현된 행렬들을 통해서 완성된 상태 공간 방정

식 (16, 17)을 사용하여 simulink 상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Fig. 6 ~ 7) 일어서는 동작과 제어점에서의 자세제어가 가능함을 

확인한다.

2.4 시뮬레이션 결과
앞서 얻어진 표현에 CAD 및 제원표 등에서 얻어진 정보들을 

대입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제원표에서 확인하거나 실험과 

측정을 통해 획득한 각 부품의 특성값들인 Table 1의 값들을 Fig. 
6의 simulink block diagram에 대입하여 state transition이 가능

한지에 대해서 검증하였다. Fig. 6의 시뮬레이션 모델은 토크 입력

에 대해서 시스템의 반응을 계산하며 제어기 이득값은 매트랩의 

PID tunner app을 이용하여 개략적으로 튜닝하여 사용하였다.
Statically stable상태에서의 state transition 동작의 시뮬레이션 

결과(Fig. 7)에서, 로봇은 모터 토크만으로도 state transition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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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며 dynamically stable state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

였다.

3. 로봇의 구성
3.1 하드웨어 구성

StuntBike는 2개의 기어드 DC 모터를 사용해서 동작에 충분한 

토크 확보와 방향 전환이 가능하며, 피치 축선상의 자세제어를 수

행한다. 부품 배치를 통해 무게중심을 모터 축과 가깝게 배치하였

으며 state transition에 필요한 incline angle을 최소화하였다. 이
때 필요한 각도는 26.7 deg로 계산되었다.

전원은 12 V 배터리에서 공급받으며 1.35 Ah, 지속방전율 20 
C로 충분한 전류를 제공하도록 채택하였다. 모터는 LMD18200T 
모터 드라이버를 거쳐 12 V DC를, MCU를 비롯한 제어부는 3.3 
V 레귤레이터를 통하여 3.3 V DC로 동작한다. 각 전압부는 레귤

레이터와 모터드라이버를 통한 대책으로 분리되어 모터의 역기전

력에 의한 회로 손상에 대비하였다. MCU는 STM32F103C8으로 

32 bit, 72 Mhz의 고성능 프로세서로써 제어기의 2 mSec의 샘플

링 타임(500 Hz)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자세 각도를 측정

하기 위한 IMU는 MPU6050 6DOF (3축 가속도 + 3축 자이로)을 

사용한다. 모터에는 홀 센서 엔코더가 장착되어 바퀴의 속도와 움

직인 거리를 측정하며, 로봇의 제어를 위해서 외부의 컨트롤러와 

HC-06을 통한 블루투스 통신을 지원한다.

3.2 컨트롤러 설계
로봇의 제어는 위치, 속도, 자세로 구성된 Fig. 9에서 제시한 3 

stage cascade PID 거리-속도-각도 제어기를 사용한다. Cascade 
controller는 단일 PID 제어기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며 특

히 외란에 강인한 특성을 가지므로, 낮은 엔코더의 해상도와 같은 

악조건에서 거리-각도의 2 stage 제어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개선된 제어성능을 제공한다. 내부 루프는 모터 전압을 제어하여 

로봇의 자세를 제어하며 이때 tilt angle만큼 자세를 기울여서 로봇

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상위 루프의 속도제어기는 속도 명령에 

따라 tilt angle을 결정하며 외곽의 거리제어기 루프는 위치오차에 

따라 속도를 결정하여 로봇을 제어한다. 제어기는 z transform을 

통하여 차분방정식으로 변환되었으며 초기 시뮬레이션과 달라진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직접 튜닝을 진행하였다. 또한, 제어기의 미

Fig. 9 Cascade PID controller

Fig. 6 Block diagram of inverted pendulum

Fig. 7 Simulink simulation result - Body angle

Fig. 8 CAD model / Completed stuntBike

Table 1 Measured / Identified parameters of components

Wheel inertia   

Wheel mass   

Wheel radius   

Body mass   

Moment arm   

Inertia of body   

Rolling damping ratio   

Viscous friction of hinge   

Reduction gear ratio   

Motor electrical resistance   Ω
Motor constant   

Motor bEMF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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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이득의 뒤에 적절한 저역통과필터를 적용하여 노이즈의 영향을 

충분히 감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실험 결과
4.1 Effect of Time delay in Feedback channel

불안정한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어기가 대상의 움직

임에 대해 충분한 속응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Fig. 10에서의 실제 

실험 결과에서 제시하듯이, 모터의 홀 센서 대비 160 mSec 내외의 

시간지연이 발생하는 MPU6050과 칼만 필터가 통합된 WT-61를 

통해 자세 각도를 피드백하여 제어한 경우 큰 진동이 발생하며 안정

적인 제어가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가지는 effective critical time delay보다 충

분히 작은 시간지연을 갖는 제어기의 사용이 필수적이다[7].
이에 시스템이 갖는 critical time delay을 개략적으로 계산하

기 위해 Simulink 모델에 피드백 채널에서 발생하는 시간지연, 
구동부에서 발생하는 마찰에 의한 dead band와 같은 비선형 효

과를 추가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Fig. 11에서 제시한 

Simulink 모델은 위의 시간지연과 비선형 효과들이 포함되어 있

으며, 이를 통하여 앞선 시뮬레이션을 반복한 결과에서 critical 
time delay tc = 20 sample (40 mSec) 이상의 시간지연이 제어기

의 피드백 채널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어결과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감쇄되지 못하고 안정적인 제어가 불가해짐을 확인하였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WT-61 IMU을 MPU6050 6DOF 

IMU와 직접 튜닝한 상보 필터(complementary filter)를 사용하여 

자이로와 가속도계간의 센서통합을 진행한 것으로 대체하였다. 튜
닝한 필터와 센서는 총 20 mSec 전후의 시간지연을 발생시키며 

Fig. 12에서 엔코더와 센서 신호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
어결과는 아래의 state transition result에서 기술한다.

4.2 State transition result
실험은 statically stable state (앞으로 쓰러진 3발자전거 형태)

에서 앞바퀴를 들어올린 dynamically stable state (일반적인 역진

자)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시작하였다. 적절히 튜닝 된 cascade 
PID 제어기는 Fig. 13에서의 결과처럼 안정적으로 자세이행을 수

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앞바퀴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휴

대폰에 설치된 컨트롤러는 cascade PID제어기에 거리 명령을 송

신하며(reference distance), 제어기는 이를 기반으로 내부 루프에 

필요한 명령(reference)인 속도와 tilt angle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로봇은 모터를 통해 body angle을 tilt angle에 맞게 조정하며 거

리 명령을 안정적으로 추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state transition) 기능을 

가진 세그웨이 형태의 역진자를 구현하였으며, 이때 기존의 논문

Fig. 12 Measurement from MPU6050 + complementary filter

Fig. 13 State transition experiment result

Fig. 10 Time delay in sensors, control result from WT-61

Fig. 11 Block diagram for calculation of critical time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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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제시한 방법(1~5)과는 달리 불안정한 시스템의 특성을 이용

하여 모터의 토크만으로 state transition을 가능하게 하고, 이때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인 제어기법인 cascade PID와 시스템의 

critical time delay[7]보다 충분히 작은 시간지연을 가지는 센서통

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방법을 이용한 state transition은 구조적으로도 간단하면서

도 빠른 이행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이 과정에서 

큰 incline angle을 다른 수단의 보조 없이 전적으로 모터 토크에

만 의존하기에 추가적인 서포트 암 등을 사용하여 모터가 부담해

야 할 incline angle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식에 비교해서 state 
transition이 가능한 한계하중이 모터 토크에 의해 더욱 크게 제한

받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불안정한 동역학적 특성에 의해 state 
transition 과정에서 크게 발생할 수 있는 overcompensation과 노

이즈에 대해 강인하게 반응하면서도 작은 움직임에 대해 빠르게 

반응이 가능한 제어기와 센서를 요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모터

의 stall torque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만큼 transition과정에서 필

요한 큰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대책이 필요해지며 토크를 키

우기 위한 감속기어의 존재는 추가적인 동력효율 저하와 관성 증

가라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번 실험에서 사용한 로봇인 StuntBike에 장착한 드론용 12 

V 배터리는 초기 예상과는 다르게 모터에 충분한 전류를 공급하지 

못하였으며, 제어 가능한 tilting angle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됨에 

따라 제어결과에서 직류전원공급장치를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보

다 매우 떨어지는 명령 추종 결과를 보여주었다.
위에서 보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방전율과 

공칭전압을 가진, 리튬이온 계열의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원

을 사용함과 동시에 슈퍼커패시터 등의 보조 전원을 사용하여 

state transition 과정이나 외란 대응에 필요한 대전류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제어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8].

후 기
본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 일반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1] Su, X., Xia, F., Liu, J., Wu, L., 2018, Event-triggered Fuzzy 
Control of Nonlinear Systems With its Application to 
Inverted Pendulum Systems, Automatica, 94 236-248, 
https://doi.org/10.1016/j.automatica.2018.04.025.

[2] Jian, J., Meiling, W., Ningyi, L., Yi, Y., Z. Kuan, Z., Yu, L., 
Tong, L., 2014., Standing-up Control and Ramp-climbing 
Control of a Spherical Wheeled Robot,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Automation Robotics & Vision 
(ICARCV): IEEE, 1368-1391, https://doi.org/10.1109/ICARCV.
2014.7064518.

[3] Gajamohan, M., Merz, M., Thommen, I., D’Andrea, R., 2012, 
The Cubli: A Cube That Can Jump Up and Balance, IEEE/RSJ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3722-3727, https://doi.org/10.1109/IROS.2012.6385896.

[4] Ruiken, D., Cummings, J. P., Savaria, U. R., Sup, F. C., Grupen, 
R. A., 2017, Ubot-7: A Dynamically Balancing Mobile 
Anipulator With Series Elastic Actuators, IEEE-RAS 1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oid Robotics (Humanoids), 
676-682, https://doi.org/10.1109/HUMANOIDS.2017.8246945. 

[5] Nagarajan, U., Mampetta, A., Kantor, G. A., Hollis, R. L., 2009, 
State Transition, Balancing, Station Keeping, and Yaw Control 
for a Dynamically Stable Single Spherical Wheel Mobile Robot,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Kobe, 998-1003, https://doi.org/10.1109/ROBOT.2009.5152681.

[6] Ding, Y., Gafford, J., Kunio, M., 2012, Modeling, Simulation 
and Fabrication of a Balancing Robot, Harvard University, 
Massachusettes Institute of Technology, 151.

[7] Campbell, S. A., Crawford, S., Morris, K., 2008., Friction and 
the Inverted Pendulum Stabilization Problem, Journal of 
Dynamic Systems, Measurement, and Control, 130:5 054502, 
https://doi.org/10.1115/1.2957631.

[8] Khalaf, P., Richter, H., 2019, Trajectory Optimization of Robots 
With Regenerative Drive Systems: Numer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IEEE Transactions on Robotics, 36:2 501-516, 
https://doi.org/10.1109/TRO.2019.292392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Technology Engineers 29:3 (2020) 202~209

209

Ki-Hyeon Kim
B.Sc candidate in the Department of 
Mechanical system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is research interest is Machine / Control. 
E-mail: rlgus1394@gmail.com 

Jin-Woo Kim
B.Sc candidate in the Department of 
Mechanical system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is research interest is Machine. 
E-mail: kjwh004@gmail.com

Ji-Ho Kim
B.Sc candidate in the Department of 
Mechanical system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is research interest is Machine. 
E-mail: jck1461@naver.com

Choong-Hyuk Yim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Mechanical system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is research interest is Machine / Control. 
E-mail: chyim@seoultech.ac.kr


	스스로 일어나는 세그웨이 형태의 밸런싱 로봇의 설계 및 제작
	ABSTRACT
	1. 서론
	2.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결과
	3. 로봇의 구성
	4. 실험 결과
	5. 결론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