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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패턴 알고리즘을 적용한 조이스틱의 햅틱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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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proposes a vibration pattern algorithm to implement the haptic joystick to control a mobile robot at the 

remote site without watching the navigation environment. When the user cannot watch the navigation environment of the mobile 

robot, the user may rely on the haptic joystick solely to avoid obstacles and to guide the mobile robot to the target. To generate 

vibration patterns, there is a vibration motor at the bottom of the joystick which is held by the user to control the motion direction of 

the mobile robot remotely. When the mobile robot approaches to an obstacle, a pattern of vibration is generated by the motor, and by 

feeling the vibration pattern which is determined by the relative position of the mobile robot to the obstacle, the user can move the 

joystick to avoid the collision to the obstacle for the mobile robot. To generate the vibration patterns to convey the relative location of 

the obstacle near the mobile robot to the user, Fuzzy interferences have been utilized. To measure the distance and location of the 

obstacle near the mobile robot, ultrasonic sensors with the ring structure have been adopted and they are attached at the front and 

back sides of the mobile robot. The precise location of the obstacle is obtained by fusing the multiple data from ultrasonic sensors.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algorithm has been verified through the real experiments and the results are demon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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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로봇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사

용되고 있다. 특히 우주 탐험이나 사고현장, 원자로내부의 청

소와 같은 인간이 직접 접근하기 어렵고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위험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원격제어분야의 필

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1,2]. 

원격제어는 로봇에 장착된 다양한 센서 정보를 통하여 외부

에서 사용자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제어하는 분야

이다[4]. 사용자가 주변 환경을 직접 보면서 제어한다는 장점

이 있지만 원거리에 위치한 사용자가 원격제어용 로봇의 비전 

센서로부터 전송 받은 영상정보를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이를 

다시 로봇에게 제어명령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3]. 이는 로봇에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비전 센서의 

화각(view angle)에 관련된 문제로서 비전 센서를 통해 사용자

에게 전송되는 영상정보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

는 것이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장애물이 존재할 경우 로봇이 

장애물에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3]. 그래서 사각지

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음파 센서 등의 거리측정 

센서를 이용하여 장애물의 존재 유무 및 장애물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였다. 

사용자가 파악할 수 없는 사각지대정보를 로봇이 거리측

정 센서를 통해 인지된 장애물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

달해야 한다[2]. 전달 방법으로는 영상정보에 장애물 인지사

항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 하게 된다. 하

지만 이 방법은 사용자가 주행 영상에 집중하여 미쳐 확인하

지 못할 수 있고, 또한 사용자가 영상에 출력된 정보만을 가

지고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게 된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조이스틱을 이용한 햅틱의 기능을 이용

하여 사용자가 장애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

도록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볼 

수 없는 환경에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진행된 사례가 많이 없

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인지형 햅틱 조이스틱을 개발

하여 사용자가 볼 수 없는 환경에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우

리가 알고 있는 햅틱은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입력 장치를 

통해 촉각, 힘 그리고 운동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기술로서 사

용자가 직접 진행하지 않아도 그 상태에 대한 촉각이나 힘 

그리고 운동감 등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며 로봇과

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

는 촉각에 기여한 모터의 진동으로 사람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다[5-8].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인지형 햅틱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이동로봇을 제어하였으며 이동로봇이 주행 중에 장애물을 

인지하게 되면 각각의 상황을 조이스틱 제어기에 전달하고, 

조이스틱 제어기는 상황에 따라 일정한 진동 패턴을 만들어 

사용자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진동패턴은 모스부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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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모스부호란 전신기술로서 짧은 발신전

류(점)와 긴 발신전류(선)을 배합하여 알파벳과 숫자를 표시

한 것으로 기본적인 구조는 세계적으로 공통된다[10]. 그리고 

이동로봇에는 장애물을 인지 하기 위하여 초음파 센서를 장

착 하였으며, 조이스틱에는 사용자 인지형 진동 패턴을 만들

기 위해 진동 모터 1개를 조이스틱 하단부에 장착 하였다. 

초음파 센서는 중첩으로 장착하여 보다 정확히 장애물의 위

치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제어 방법으로 퍼지(Fuzzy)제어기를 

이용하여 장애물이 위치한 상황에 따라 진동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여 사용자가 진동을 통해 햅틱을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볼 

수 없는 환경에서 사용자 인지형 진동 패턴을 통해 현재 상

황을 판단하고 이를 통해 이동로봇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시

한다. 

우선 II 장에서는 전체 시스템 구성으로서 햅틱 조이스틱 

부분과 이동로봇의 하드웨어 부분을 소개하고, III 장에서는 

장애물 인지를 위해 사용한 중첩 초음파 센서의 원리와 이를 

접목한 퍼지 제어기에 대해 소개하였다. IV 장에서는 실험 환

경 및 연구에 필요한 각종 센서들을 분석한 것을 설명하였으

며, V 장에서는 적용된 제어기의 실험 결과를 설명한다. 마지

막으로 VI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본 논

문을 마무리 한다. 

 

II. 시스템 구성 이동로봇 모델링 

1. 시스템 구성 

전체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구성 된다. 이동로봇 및 조

이스틱은 각각의 MCU를 중심으로 각종 센서로부터 데이터

를 얻으면 데이터는 100ms의 주기로 COM (Computer)으로 전

송 한다. 

조이스틱에 장착된 2개의 홀 센서(Hall sensor)는 각각 X축

과 Y축의 데이터를 나타낸다. 홀 센서는 ADC를 통하여 디

지털 값으로 변환되고, 이때 ADC 값은 12bit 의 분해능으로 

10ms 주기로 조이스틱 위치(Joystick Position) 값을 나타낸다. 

변환된 홀 센서 데이터는 블루투스(Bluetooth)를 이용하여 이

동로봇의 MCU로 전송 된다. 이동로봇은 조이스틱의 MCU로

부터 받은 홀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터를 구동한다. 이

동로봇의 속도는 모터에 장착된 엔코더를 이용하여 측정한

다. 초음파 센서(ultrasonic sensor)는 장애물과 이동로봇과의 

거리 및 각도를 추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로 조이스틱의 

MCU에 전송되어 진동 모터를 제어하여 햅틱을 구현하게 된

다[9,11]. 

2. 햅틱 조이스틱 구성 

그림 2는 조이스틱의 축과 좌표계를 나타낸다. 그림 2에서

와 같이 사용자가 
h

F 로 조이스틱에 힘을 가하게 되면 조이

스틱의 위치 좌표 
m

X 만큼의 변위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렇

게 발생된 변위 
m

X 는 식 (1), (2)에 의해서 속도 
d

V 와 위치

d
X 를 생성 하게 된다[4]. 

 ( ) ( )
d m m

V s K X s= ⋅  (1) 

 ( ) ( )
d v d

X s K V s ds= ⋅ ⋅  (2) 

식 (1)에서 
m

K 은 속도 계산을 위한 변화율을 상수로 표시

한 스켈링 상수이다. 식 (2)의 
v

K 는 가속도 계산을 위한 변

화율을 상수로 표시한 스켈링 상수이며, ds 는 제어장치의 

연산처리 제어주기를 나타내는데 그 주기는 1ms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조이스틱의 데이터는 센서를 통하

여 측정되기 때문에 영점 부근에서 센서의 데이터 값이 민감

하게 반응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이

를 방지하기 위하여 데드존을 설정하여 특정 영역에서는 조

이스틱 데이터가 영점과 같은 상태로 나타나게 설정 하였다. 

그림 3은 조이스틱의 데드존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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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이스틱의 축과 좌표계. 

Fig.  2. The axis and coordinate system of joystick. 

 

 

그림 3. 조이스틱의 데드존. 

Fig.  3. The dead zone of the joystick. 

 

그림 1. 전체 시스템. 

Fig.  1. The overal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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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햅틱 디바이스. 

Fig.  4. The haptic device. 

 

 
,

0 ,

h h dz

x

h dz

x x x
q

x x

⎧ >⎪
= ⎨

≤⎪⎩
 (5) 

식 (3)에서 ,
x

q
y

q 는 x 축과 y 축의 좌표를 의미한다. x

축과 y 축의 각 값에 대한 식은 식 (4)와 (5)를 보면 알 수 

있다. 식 (4)와 (5)에서 
dz
x 축과 

dz
y 는 각 축에 대한 데드존 

영역의 절대 값을 의미한다. 

그림 4는 햅틱 디바이스의 구성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

이스틱의 하단 부분에 진동 모터를 장착하여 햅틱을 구현하

였다. 진동 모터가 1회전을 하게 되면 진동의 주기가 발생하

게 되므로 1초 동안의 모터 회전 수는 진동 수가 되고, 진동 

모터의 속도 제어를 통해 진동의 주파수를 제어하였다. 햅틱

의 구현은 장애물의 위치에 따라 구현된다. 초음파 센서로 

측정된 데이터를 통해 장애물의 위치를 추정하고 상황에 따

라 대응하는 사용자 인지형 진동 패턴을 이용하여 사용자에

게 전달하도록 구현된다. 

3. 이동로봇 구성 및 모델링 

그림 5는 실험을 위해 제작된 이동로봇의 외형이다. 이동

로봇은 4개의 바퀴로 구동이 되어 있지만 양쪽의 앞과 뒤의 

바퀴는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므로 2자유도에 해당된다. 

전방에 장착된 2개의 초음파 센서와 후방에 장착된 2개의 초

음파 센서로 장애물을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초음파 센서의 

배치를 통해 이동로봇의 주변 환경에서 장애물의 위치정보

를 파악하고 이를 조이스틱으로 전달한다. 

그림 6은 이동로봇의 좌표계이다. 이동로봇은 Jacobian 식

으로 해석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실제 바퀴의 각속도와의 관

계로 표현된 식 (6)을 얻을 수 있다[12,13]. 일반적으로 이동 

로봇은 절대좌표계에서 위치와 방향을 가지며 운동은 두 제

어입력인 진행방향 속도 υ 와 중심축에 대한 회전각속도 ω

에 의해 제어되는 시스템으로 모델링 된다. 

 

1 1

2 2

1 1

R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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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은 두 바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고 
L

υ 과 
R

υ 은 각

각 왼쪽과 오른쪽 바퀴의 속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로봇의 

방향은 회전속도를 적분한 값으로 식 (7)로 구할 수 있다. 

 [ ] [ ]( )
0

1
n n

k i n m

n K V i offset t
m

θ δ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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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이동로봇 구성. 

Fig.  5. The composition of the mobile robot. 

 

 

그림 6. 이동로봇의 좌표계. 

Fig.  6. The coordinate system for mobile robot. 

 

 

그림 7. 초음파 센서의 거리 측정원리(SRF-05). 

Fig.  7. The distance measurement principle of ultrasonic sensor 

(SRF-05). 

 

여기서 K 는 이득상수, m은 적분 window 의 크기, n은 이

산시간을 나타내며, [ ]V i offset− 은 속도센서의 출력에서 

offset 값을 보상한 결과를 의미한다. 

4. 초음파 센서 장애물 측정 원리 

그림 7은 초음파 센서의 거리 측정원리를 나타낸다. 초음

파 센서에서 출력된 펄스 신호가 물체로부터 반사되어 다시 

되돌아올 때의 시간을 측정하여 측정 대상에 따른 정보를 얻

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때 초음파로 되돌아오면서 발생하는 

오차를 보상하여 거리를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일반적

으로 공기 중에서의 초음파 속도(v)는 식 (8)과 같다[14,15]. 

 331.5 0.6v T= + ×  (8) 

 
2

vt
d =  (9) 

T : 공기의 섭씨온도 

d : 장애물까지의 거리. 

 

III. 햅틱 시스템 설계 

1. 장애물 측정을 위한 초음파 센서의 중첩 

그림 8에서 보인 것과 같이 초음파 센서는 빔 폭 내에 존

Haptic Joystick Implementation using Vibration Patter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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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으나, 반면 장애물

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 상태로 남게 되며 이를 초음파 센

서의 위치 불확실성이라 부른다[16-18]. 이러한 위치 불확실

성을 줄이기 위하여 초음파 센서 2개를 중첩하여 장애물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19,20]. 

그림 9에서 보인 것과 같이 2개의 인접 초음파 센서

( , 1,2)
i i

LOR i = 를 상호 빔 폭이 중첩되도록 배치하면, 좌 · 우 

초음파 센서의 빔 폭은 3개의 감지 소영역으로 나뉠 수 있게 

된다. 그림 9에서와 같이 굵은 점으로 표시된 장애물 점 
1
P

과 같이 중앙 소영역에 위치하는 경우, 좌 · 우측 초음파 센서

들 모두 장애물을 감지한다. 위치가 장애물 점 
2
P 와 같은 경

우, 우측 초음파 센서와 달리 좌측 초음파 센서는 장애물을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 즉, 장애물의 위치에 따라 장애물을 

탐지하는 초음파 센서 조합이 달라지므로, 역으로 장애물을 

탐지하는 초음파 센서 조합으로부터 장애물이 속하는 영역

을 세분화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초음파 센서 고유의 위

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림 10에서 보듯이 

중첩 초음파 센서 링은 단일 초음파 센서에 비해 장애물 탐

지에 있어 높은 분해능을 보일 수 있다. 

그림 10과 같이 장애물 탐지 사각 구역을 감안하면, 중첩 

초음파 센서의 장애물 감지 범위는 식 (10)으로 결정된다. 

 
0,min 0 0,max

ρ ρ ρ≤ ≤  (10) 

여기서 

 
0,min

OC dρ = =  (11) 

 
0,max ,maxs

OH rρ ρ= = +  (12) 

 

그림 10. 빔 폭이 중첩된 2개의 인접 초음파 센서. 

Fig.  10. Two adjacent overlapped ultrasonic sensors. 

 

식 (11)의 
0,min

ρ 는 중첩 초음파 센서링의 중심으로부터 장

애물 탐지 사각 구역의 꼭지점까지의 거리이고, 식 (12)의 

0,max
ρ 는 초음파 센서의 최대 감지 거리 

,maxs
ρ 에 상응하는 

중첩 초음파 센서링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 장애물 거리이다. 

본 논문에서는 초음파 센서의 성능을 고려하여 최소 중첩 범

위를 
0,min

0.2mρ = 로 지정하였고, 초음파 센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초음파 센서의 최대 감지 거리를 
0,max

1mρ = 로 

지정하였다. 

2. 진동 패턴을 위한 퍼지 알고리즘 

초음파 센서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장애물의 위

치를 진동패턴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햅틱을 표현하

는 진동패턴은 장애물의 위치를 추정하는 알고리즘과 더불

어 이동로봇의 진행방향 등의 현재 상태에 따라 지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퍼지 규칙을 이용하여 진동패턴을 발생하게 한다. 퍼지 모델

의 성능은 퍼지 규칙의 구성 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더 나은 

성능을 위해서 퍼지 규칙의 최적화 과정이 필요하다. 퍼지 

규칙은 다음과 같다. 

 

Rule: IF Front situation of Mobile Robot is i

F
A  and Back situation 

of Mobile Robot is i

B
B  Then Vibration Patton Style is i

P
X  (13) 

 

여기서 i

P
X 는 진동패턴의 형태이다. i

F
A 는 이동로봇의 전방

에 위치한 장애물의 위치정보 i

B
B 는 후방에 위치한 장애물

의 위치정보를 나타낸다. 또한 퍼지 규칙은 사람의 생각을 

쉽게 규칙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지능적인 판단을 로봇에 

쉽게 반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로봇의 현재 상태

와 따라 진동패턴을 다양화하여 진동을 발생하였고 이를 통

해 사용자가 인지하여 조이스틱을 제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퍼지 규칙은 그림 11과 같이 2개의 

input과 1개의 output 형태로 구성된다. 이동로봇과 장애물간

의 위치 정보를 진동으로 표현하기 위해 퍼지 알고리즘의 입

력변수는 전방과 후방의 장애물에 대한 위치 정보이며, 결과 

값을 이용하여 진동의 형태를 나타낸다. 또한 결과 값을 결

정함에 있어서 비 퍼지화는 일반적인 Mamdani의 무게 중심

법을 사용하였고, 정성적인 언어변수로 표현하였다[21-23]. 

그림 8. 초음파 센서의 위치 불확실성. 

Fig.  8. The positional uncertainty of an ultrasonic sensor. 

 

 

그림 9. 감지 영역에서 장애물. 

Fig.  9. The obstacle in the sensing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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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퍼지 규칙의 구조. 

Fig.  11. The structure of fuzzy rules. 

 

표    1. 입 · 출력 퍼지 규칙. 

Table 1. Input and output of fuzzy rules. 

Front 

Back 
None Front Left Front Center Front Right

None Pattern 1 Pattern 2 Pattern 6 Pattern 3 

Back Left Pattern 2 Pattern 2 Pattern 8 Pattern 5 

Back Center Pattern 7 Pattern 4 Pattern 8 Pattern 5 

Back Right Pattern 3 Pattern 4 Pattern 8 Pattern 3 

 

표    2. 진동패턴을 알파벳으로 표현. 

Table 2. Vibration pattern represents the alphabet. 

Pattern 1 2 3 4 5 6 7 8 

Form (X) SL SR R L F B Max

 

표 1은 퍼지 규칙을 설계한 것이다. 퍼지 규칙은 장애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초음파 센서로부터 측정된 장애물은 위치

에 따라서 사용자 인지형 패턴을 만들어 장애물의 위치를 진

동으로 느끼게 해준다. 이동로봇은 주변 환경에서 장애물의 

존재 및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사용자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장애물의 존재여부 및 위치를 

인지하고 이에 따라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이

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진동의 세기 조절만으로는 장애

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진동 패턴을 통해 

사용자가 장애물을 인지하도록 하는 사용자 인지형 진동 패

턴을 구현하였다. 

진동패턴은 사용자의 학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이

어야 한다. 하지만 진동만으로는 직관적으로 표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동패턴을 어디서나 이용

되는 정보로 일반화하여 사용자가 최소한의 교육만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10].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모

스부호를 이용하여 진동패턴을 구현할 것을 제안한다. 표 2

는 표 1의 패턴을 문자 형태로 나타낸다. 

패턴 1은 장애물이 없는 상황이므로 진동이 발생하지 않

는다. 패턴 8의 경우는 장애물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으로 간

주하였으므로 진동을 최대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패턴 2~7을 

상황에 따라 SL(Side Left), SR(Side Right), R(Right), L(left), 

F(Front), B(Back)으로 나타냈다. 모스부호는 국제적인 규칙이 

존재한다. 이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선의 길이는 점의 3배일 것 

2. 한 자를 형성하는 선과 점 사이의 간격은 1점과 같을 

것(글자 안에서) 

3. 문자와 문자의 간격은 3점과 같을 것(단어 안에서) 

4. 어와 어의 간격은 7점과 같을 것(띄어쓰기) 

표    3. 표 2를 모스부호로 표현. 

Table 3. Table 2 represents Morse code. 

 Morse Code 

SL  

SR  

R 

L 

F 

B 

 

규칙에서 4번을 패턴발생 간격으로 이용하며 이 경우만 7

점이 아닌 5점으로 표현한다. 표 3은 표 2에서 패턴 2~7의 

알파벳을 모스부호화 한 것이다. 표 3을 바탕으로 진동 패턴

을 구현하였다. 

 

IV. 센서 테스트 및 패턴 분석 

1. 조이스틱 성능 분석 

그림 12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조이스틱의 성능을 분석한 

것이다. 2축 홀 센서를 이용하여 X축과 Y축을 각각 나타낸 

것으로서 각각의 축은 2.5V를 기준으로 이동로봇을 전 · 후진 

및 좌 · 우 방향 전환을 하도록 제어 된다. 그림 2에서 설명한 

조이스틱의 데드존을 적용하여 이동로봇 및 시스템의 불안

정함을 방지 하였다. 

2. 초음파 센서 성능 분석 

본 실험은 부산대학교 삼성산학협동관 2층 로비에서 실시 

하였고, 장애물은 중첩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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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조이스틱의 성능 분석. 

Fig.  12. Performance analysis of the joystick. 

 

 

그림 13. 실험 환경. 

Fig.  13. The experiment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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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통해 장애물과의 거리 및 위치를 알게 된다. 

그림 13은 이동로봇을 이용하여 장애물을 측정한 실험환

경이다. 전방 기둥과 상자를 장애물로 인지하도록 하였으며, 

중첩된 초음파 센서를 통하여 장애물을 정확히 인지하는 실

험을 진행하였다. 전방 및 후방에 장착한 중첩된 초음파 센

서의 성능을 분석 하기 위하여 이동로봇의 후방에 장애물을 

배치 하였다. 

그림 14는 중첩된 초음파 센서를 이동로봇에 장착하여 장

애물에 접근하면서 발생한 초음파 센서 데이터이다. ①번 구

간은 본 실험에서 지정해 놓은 초음파 센서의 최대 측정 값

이다. 1000 mm 이상에 장애물이 존재 하더라도 이동로봇이 

인지하고 회피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기에 1000 mm 이상

의 값은 1000 mm로 지정 하였다. ②번 구간은 이동로봇이 

장애물을 인지하고 장애물과의 거리가 가까워짐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로봇이 이동 중에 장애물을 감지하게 되면 노이즈

로 인한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③번 구간은 

이동로봇이 정지한 것을 나타낸다. 이동로봇과 장애물의 간

격이 200 mm 지점이 되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이동로봇의 동작을 멈추게 하였다. 이때 사용자는 조이스틱

을 통하여 후진 및 좌 우 회전만 할 수 있으며, 250 mm 이상 

거리가 멀어지면 다시 전진 동작을 구현할 수 있다. 이는 이

동로봇과 장애물의 충돌로 인한 고장 및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다. 

후방에 장착한 중첩된 초음파 센서의 값은 그림 15와 같

다. 이동로봇이 전방의 장애물과 거리가 가까워 짐에 따라 

후방에 장착된 초음파 센서의 거리 값이 점차 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구간 ①, ②, ③번은 앞서 설명한 그

림 14와 반대의 경우를 나타낸다. 

3. 진동 패턴 분석 

사용자 인지형 진동 패턴은 퍼지 제어를 통하여 이동로봇

과 장애물간의 위치에 따라 각 각의 패턴을 표. 1로 정의 하

였고, 진동 패턴을 구현하는 모터는 1개의 DC모터로 구성되

어 있다. 진동 패턴은 표 2와 3을 바탕으로 구현하였다. 

그림 16은 표 2에서의 패턴 1, 2, 3, 4를 나타낸 것이다. 패

턴 1은 이동로봇의 전방 및 후방에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해당하며 진동 모터는 동작하지 않는다. 패턴 2와 3

은 이동로봇의 각각 좌측 및 우측에 장애물이 존재하는 상황

에 해당되며, 패턴 4는 이동로봇이 장애물로 인하여 우측으

로 회피해야 되는 상황에 해당된다. 

그림 17은 패턴 5, 6, 7, 8을 나타낸 것이다. 패턴 5는 패턴 4

와는 반대로 장애물로 인하여 좌측으로 회피해야 되는 상황

에 해당되고 패턴 6은 전방의 중앙에 장애물이 인지 된 경우

의 패턴으로 전방의 초음파 센서에서 중첩에 의해 측정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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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초음파 센서의 성능 분석 (전면부). 

Fig.  14. Performance analysis of the ultrasonic sensor (Front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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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초음파 센서 성능 분석 (후면부). 

Fig.  15. Performance analysis of the ultrasonic sensor (Back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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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진동 패턴 분석 (패턴 1, 2, 3, 4). 

Fig.  16. The analysis of the vibration patterns (Pattern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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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진동 패턴 분석 (패턴 5, 6, 7, 8). 

Fig.  17. The analysis of the vibration patterns (pattern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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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다. 패턴 7은 후방의 중앙에 장애물이 인지 된 경우의 

패턴으로 후방의 초음파 센서에서 중첩에 의해 측정된 부분

이다. 패턴 8은 이동로봇의 직접적인 제어불가 상태를 나타

낸다. 이 상황에서는 진동모터가 최대로 회전한다. 

 

V. 실험 및 결과 분석 

그림 18은 실험 환경을 나타낸다. 본 논문의 V장 2에 장애

물 거리 측정에 소개된 장소에서 진행 되었으며, 사용자는 

이동로봇의 주행을 볼 수 없다는 가정하에 실험하여, 본 논

문에서 제안한 진동 패턴의 타당성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환

경을 두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19는 실험 1환경에서 사용자가 진동패턴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이동로봇을 주행한 이동 경로이다. 실험 1에서는 

장애물 4개를 배치하여 실험 환경을 구성하였고, 이동로봇은 

Start지점에서 End 지점까지 이동하게 하였다. 이때, 사용자는 

조이스틱을 약 5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블라인드 상태로 이

동로봇을 원격 제어를 하며, 중첩된 초음파 센서를 장착한 

이동로봇이 이동하면서 장애물을 인지하게 되고, 그 상황에 

맞는 패턴을 Vibration (Force) Feedback 하게 된다. 장애물 배

치는 장애물 2와 같이 경로 주행에 필요한 장애물을 배치 하

였고, 장애물 1, 3, 4와 같이 이동로봇의 경로 주행에 도움을 

줄 장애물을 각각 경로 주행 장애물의 꼭지점 주변에 배치 

하였고, 그림 20은 실험 1에서 장애물 인지에 따른 Vibration 

(Force) Feedback된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9에서 ⓛ번 

구간은 이동로봇이 출발하여 장애물을 인지하고 진동 패턴

에 따라 경로 주행하고 다른 패턴 발생시 이동로봇을 그 상

황에 따라 이동로봇을 제어한 부분이다. 발생된 패턴을 통해 

사용자가 장애물 상태를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이동로봇을 

회전하였다. 발생하는 진동 패턴은 그림 20의 ⓛ번 구간이다. 

ⓛ번 구간에서 회전 후 이동부분에서 순간적으로 진동 패턴

이 1로 나타난 부분은 초음파 센서의 노이즈로 인해 장애물

과의 거리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

림 19의 ②, ③번 구간도 ⓛ번 구간과 같이 이동로봇을 그 

상황에 따라 이동로봇을 제어한 부분이다. 발생된 패턴을 통

해 사용자가 장애물 상태를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이동로봇

을 회전하였다. 발생하는 진동 패턴은 그림 20의 ②, ③번 구

간이다. 그림 20의 ④번 구간에서 모든 진동패턴이 사라졌으

므로 장애물을 통과했다고 간주하고 정지하였다. 발생하는 

진동 패턴은 그림 20의 ④번 구간이다. 

그림 21은 실험 2에서 이동로봇의 이동 경로이다. 실험 2

는 실험 1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하였다. 장애물 배치는 실

험 1과 다르게 경로 주행에 필요한 장애물만 배치 하였다. 

그림 22는 이동로봇이 이동하면서 장애물 상황에 따른 패턴

이다. 그림 21에서 ⓛ번 구간은 이동로봇이 출발하여 장애물

을 인지하고 진동 패턴에 따라 경로 주행한다. 패턴 1번이 

발생시 진동을 하지 않으므로 경로 장애물을 통과한 것이다. 

그 상황에 따라 이동로봇을 제어한 부분이다. 발생하는 진동 

패턴은 그림 22의 ⓛ번 구간이다. ⓛ번 구간에서 회전 후 이

동부분에서 순간적으로 진동 패턴이 1로 나타난 부분은 초

음파 센서의 노이즈로 인해 장애물과의 거리 데이터를 순간

 

(a) Experiment 1. 

(b) Experiment 2. 

그림 18. 실험 환경. 

Fig.  18. The experiment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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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이동로봇의 이동 경로 (실험 1). 

Fig.  19. The moving path of the mobile robot (Ex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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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각 상황에 따른 패턴 분석 (실험 1). 

Fig.  20. Each situation according to the patterns analysis (Ex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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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림 21의 ②, ③번 구간도 

ⓛ번 구간과 같이 이동로봇을 그 상황에 따라 이동로봇을 제

어한 부분이다. 발생된 패턴을 통해 사용자가 장애물 상태를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이동로봇을 회전하였다. 발생하는 진

동 패턴은 그림 22의 ②, ③번 구간이다. 그림 21의 ④번 구

간에서 모든 진동패턴이 사라졌으므로 장애물을 통과했다고 

간주하고 정지하였다. 발생하는 진동 패턴은 그림 22의 ④번 

구간이다.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블라인드 상황에서 원격으로 이

동 로봇을 제어하였을 때 진동 패턴을 이용하여 장애물을 인

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동로봇이 장애물을 회피하고 주행

을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장애물은 초음파 센서를 

중첩으로 장착하여 데이터를 측정하였고, 측정된 데이터를 

통하여 장애물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장애물

의 위치 정보를 대응하는 모스부호를 이용하여 진동패턴을 

구현하였다. 진동패턴은 조이스틱 하단부에 장착된 진동 모

터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감지할 수 있는 진동을 발생하였고, 

장애물의 위치 정보에 따른 퍼지 제어기를 설계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는 패턴을 만들어 각 상황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모스부호로 나타낸 진동패턴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장애물의 

위치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동로봇을 제

어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하지만 장

애물을 감지하기 위해 장착한 초음파 센서로 인하여 순간적

인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 사용자가 진동 패턴을 인식하기 어

려운 점이 발생하는 점과 원격제어에서 발생하는 시간지연

으로 인해 사용자가 패턴인식에 오류를 범하게 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패턴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한 알고

리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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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이동로봇의 이동 경로 (실험 2). 

Fig.  21. The moving path of the mobile robot (Ex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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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각 상황에 따른 패턴 분석 (실험 2). 

Fig.  22. Each situation according to the patterns analysis (Ex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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