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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최근 가정 및 사무실용으로 이동로봇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이동 원점 설정 및 배터리 충전을 위하여 자동주차는.

이동로봇의 필수적인 기능이다 본 논문은 전 방향 구동. ( )全

이 가능한 이동로봇을 위한 새로운 자동주차제어기를 제안

한다.

실외 자동차에 적용할 목적으로 하여 자동주차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실내 이동로봇을 대상으로 한[1].

연구는 차륜구동방식의 로봇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전[2,3],

방향구동방식의 로봇에 대한 연구 로 구분된다 차륜구[4-6] .

동방식과 전 방향 구동방식은 로봇의 기구학적 모델이 상이

하여 경로 생성 단계 및 제어 모델링 단계가 차별화된다, .

이동로봇의 자동주차에 사용되는 센서로서 다수 개의 초

음파 센서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연구 로봇 휠의 엔코도[7],

와 스테레오 비전을 사용하는 연구 레이저 레인지 파인[8],

더 센서를 사용한 연구 등이 발표되었다[9] .

실내용 이동로봇의 위치인식을 위하여 천장 및 벽면 등,

에 위치를 표기한 마크를 부착하고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

로 마크를 인식하여 로봇의 이동위치를 측정하는 영상위치

센서가 사용된다 레이저 스캐너 등의 위치센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운용이 편리하여 최근 널리 보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내용 이동로봇의 위치인식에 사용되는.

영상위치센서와 장애물 감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초음파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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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조합한 새로운 제어 방식의 자동추차 제어기를 제안

한다.

영상위치센서와 초음파센서를 사용하는 기존의 자동주차

제어기 은 각 센서 정보를 퍼지제어기로 융합하여 처[7,10] ,

리하는 제어기이다 주차에 필요한 로봇 및 벽의 정확한 위.

치인식을 위하여 각 센서에 포함된 불확실성이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영상위치센서는 마크와 로봇의 거리.

에 따라 위치 오차가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자동주차제어기는 위치추정기와

위치제어기로 구분된다 위치추정기는 영상위치센서와 초음.

파센서의 출력값을 입력으로하여 로봇의 위치와 자세값을

추정한다 최적 위치 추정을 위하여 확장칼만필터를 적용하.

였다 주행 중 오차특성이 크게 변하는 본 주차제어기의 특.

징을 반영하기 위하여 확장칼만필터에 적응퍼지기 를, [11]

추가하였다 위치제어기는 위치 추정기로부터 전달받은 호.

봇의 위치와 자세 정보로부터 로봇의 구동부에 위치 명령

을 생성한다 복잡한 제어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퍼지제어.

기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이동로봇의 주행위치인식으로 사용되는 영상

위치센서와 장애물 회피용으로 사용되는 초음파 센서를 사

용하여 별도의 추가센서 없이 자동주차제어기를 구현하였,

다 실험용으로 제작된 전방향 구동 이동로봇에 적용하여.

제안된 방법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제시한다.

전 방향 이동로봇II. ( )全

로봇 구성1.

그림 과 같이 개의 메카넘 휠을 갖는 전 방향 이동로1 4

봇을 대상으로 한다 메카넘 휠은 틀어져 있는 내부의 작은.

바퀴들에 의해 각 바퀴의 방향 및 속도를 달리하여 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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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의 조합으로 플랫폼 자체의 자세를 변경하지 않고 원

하는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은 휠의 반경이고 각,

각 바퀴의 각속도는 

라 한다 여기서 로봇의 중심에서.

휠의 중심까지 떨어진 축의 거리를x,y   라 한다 로봇.

중심부의 축의 이동거리를x,y   라 하고 로봇의 회전

각도를  라 할 때 기구학식은 다음과 같다, [12].






























   
   


































(1)

다중센서2.

본 논문의 다중센서는 영상위치센서와 초음파센서를 융

합하여 구성하였다 영상위치센서는 적외선을 반사하는 재.

질로 된 랜드마크를 천장에 고정시키고 로봇에 부착된 카,

메라가 랜드마크의 영상을 획득하고 처리하여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한 로봇의 상대적인 위치와 방향을 적외선 이미

지를 해석하고 계산하여 인식하는 센서이다 위치인식 센서.

에 탑재된 적외선 프로젝터에서 방사된 적외선이 천정에

부착되어 있는 적외선 반사물질인 랜드 마크에서 반사되면

위치인식 센서 내부에 장착된 렌즈를 통하여 영상으로 입

력되며 입력된 영상을 분석한다 랜드마크의 각 모서리에, .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는 코드가 있고 그 내부에 코드가ID

있어 랜드마크 끼리 구분이 가능하다.

기존 로봇의 자기위치 인식방법으로 대두되었던 방법들

은 천정에 부착된 전등의 광원에 의해 영상신호 수집이 불

가능하게 되고 혹은 태양광이나 주변광에 의해서도 영상

검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명이 없는,

야간에도 로봇의 자기위치 계산이 가능하며 영상 전처리,

단계의 계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실시간으로 로봇

의 자기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초음파센서는 초음파를 쏘아 물체 등에 반사되어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인식하여 초음파의 속도와 시간으로 계산

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원리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차벽면이.

나 물체를 인식하기 위해 전 방향 이동로봇의 사방에 초음

파 센서를 배열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돌발 상황 및 신호 처.

리에 문제가 생긴 경우 충돌을 방지하며 주차벽면과의 거,

리를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시스템 구성III.

자동주차 제어기1.

본 논문에서는 로봇의 주차공간은 면이 막혀있고 로봇3

이 열려있는 공간으로 진입하여 주차하는 방식으로 경로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경로로 자동주차를 제어하는 제어기는.

크게 위치 추정기와 위치 제어기로 나뉜다.

위치 추정기는 칼만필터를 사용하여 로봇의 주차경로를

추정하고 위치 제어기는 위치 추정기에서 추정된 위치를

입력받아 퍼지제어를 통해 로봇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며

그 구성도는 그림 와 같다 로봇에 있는 다중센서 중 초음2 .

파 센서는 물체와의 거리정보를 인식하고 영상위치센서에,

서는 로봇의 위치와 자세를 인식하여 위치 추정기의 적응

퍼지제어기의 입력으로 보낸다 적응퍼지 제어기를 통해 칼.

만필터 내부 변수인   값을 고정된 값 내에서

변화시킨다 이렇게 변화를 시켜줌으로서 오차공분산을 넘.

어서는 큰 잡음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칼만필터에서는 로봇.

의 위치와 자세값으로 다음 이동할 위치를 추정한다 추정.

된 위치를 위치 제어기로 보내어 퍼지제어기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위치제어기를 통해 로봇이 주차경로를 이동하게.

명령한다.

위치추정기2.

적응퍼지제어2.1

적응제어란 시스템의 파라미터 변동에 적응하여 제어 알

고리즘을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퍼지 제어기는 어느 정.

도 강인성을 지니기 때문에 시스템 파라미터 변화에는 민

감하지 않지만 그 폭을 벗어나 버리면 역시 제대로 동작하,

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적응 제어가 필요하다 구체. .

적인 형식으로는 모델 규범형 적응 제어가 많이 연구되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응답을 보여주는 규범 모델. (reference

을 하나 준비하여 모델의 출력에 플랜트의 출력이model)

일치하도록 제어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 추[11].

정기 부분을 그림 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였다3 .

본 논문에서는 메카넘 휠이라는 특수한 바퀴로 인해 주

행 중에 진동이 많이 발생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에러.

에 적응하여 바람직한 응답을 얻기 위해 적응 퍼지 제어를

적용하였다 칼만필터의 규범 모델을 얻어.   값

을 고정된 값 내에서 변화시키며 본 논문의 모델에 적용한

그림 1. 전방향이동로봇의기구학모델.

Fig. 1. Kinematics of omnidirectional mobile robot.

그림 2. 제어기구성도.

Fig. 2. Configuration of the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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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실험의 식 에 나타나있다(22) .

적응 퍼지제어기는 다중센서로부터 입력받은 센서값을

각각 퍼지화 한다 영상위치센서로부터 얻은 정보를 가지고.

아주 멀다 멀다 중간 가깝다 아주 가깝다 총 가지로, , , , 5 cm

거리별로 나누어 퍼지화 한다 초음파 센서로부터 얻은 정.

보도 아주 멀다 멀다 중간 가깝다 아주 가깝다 총 가지, , , , 5

로 물체와 떨어진 거리별로 나누어 퍼지화를 한다 영상cm .

위치센서와 초음파 센서의 소속 함수는 두 센서 모두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그래프는 그림 와 같다 이렇게4 .

얻어진 퍼지데이터를 사용하여 퍼지 룰 테이블을 만들고

표 과 같다1 .


   i f ≥ 

 i f    ≤ 
(2)


   i f ≤  ≤ 

 i f    ≤ 
(3)

   i f ≤  ≤ 
 i f    ≤ 

(4)

    i f ≤  ≤ 
 i f    ≤ 

(5)

    i f ≤  ≤ 
 i f   

(6)

여기서 출력값은 PB (Positive Big), PM (Positive Medium),

의 단계로 나누어 출력한다PS (Positive Small) 3 .

칼만필터2.2

다중 센서데이터를 융합한 정확한 추정치를 얻기 위하여

칼만필터 가 널리 사용된다 칼만필터는 확률적 센서오[13] .

차모델을 기반으로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추정치를 구하는

필터이다 본 논문은 영상위치센서와 초음파 센서의 융합을.

위하여 칼만필터를 적용하며 이를 위하여 센서모델을 구한,

다 식 에서 로봇의 이동거리 변화량. (1) (∆ 을 구하게 된)

다 로봇의 구조식으로부터.  ,의 변화량을 사용하여 다

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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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영상위치센서와초음파센서의소속함수그래프.

Fig. 4. Membership function graph of image position sensor and

ultrasonic sensor.

  
 

 (7)

구조식과 센서의 값으로 로봇의 위치 및 회전각을 다음

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8)


∆ (9)


  (10)

칼만필터 적용을 위한 상태방정식을 다음 식 과 같(11)

이 정의한다.

  (11)

위 식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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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2) 는 의 백색잡9 x 1

음벡터이다.  는 영상위치센서에서 측정된 로봇의

값이다x, y . 는 각각 로봇의 전후좌우 방향에서 얻

어진 초음파센서 데이터이다.

영상위치센서의 측정치와 계산되어진 로봇의 위치 사이

의 편차로 측정치가 결정되며 다음 식과 같다.


 (13)

 (14)

그림 3. 적응제어기구성.

Fig. 3. Adaptive fuzzy controller Configuration.

표 1. 적응퍼지제어기규칙테이블.

Table 1. Roll table of adaptive fuzzy controller.

초음파

영상

아주

멀다
멀다 중간 가깝다

아주
아깝다

아주 가깝다 PB PB PB PM PM

가깝다 PB PB PM PM PS

중간 PM PM PM PS PS

멀다 PM PS PS PS PS

아주 멀다 PM PS PS PS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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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위의 식으로부터 칼만필터의 적용을 위한 측정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16)

그러므로

 




























        
        
        


























(17)

위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상태방적식 및 측정방정식 에 칼만필터를 적(7-9) (13-15)

용하여 최적의 상태벡터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8)

이때 칼만이득  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며

 



 




  


(19)

상태오차 공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 된다.

(20)

(21)

위치제어기3.

제어3.1 PD

위치 추정기로부터 추정된 위치로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

위치 제어기를 구성하였다 제어의 경우 로봇의 속도를. PD

빠르고 부드럽게 가감속 하여 경로를 벗어나거나 오버슈트

발생 확률을 줄인다.

추정된 위치의 값과 자세의 계수가 따로 존재해서P,D

제어기가 각각 존재한다 한 제어기 내에 하나의 값만 제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두 추정위치의 동시제어.

를 할 경우에 제어기를 전환하며 생기는 딜레이로 인해 시

간이 지연된다 그러므로 추정위치와 자세를 동시에 제어하.

기 위해 퍼지 제어기의 적용을 제안한다.

퍼지제어3.2

위치 추정기로부터 추정된 위치와 자세를 입력으로 받아

퍼지 제어를 통해 로봇에게 위치와 자세명령을 내리게 된

다 로봇이 움직여야 할 거리를 단위로 구간으로 나누. cm 3

었고 멀다 중간 가깝다로 나누어 퍼지화를 한다 자세명령, , .

역시 구간으로 나누어 크다 중간 작다로 나누어 퍼지화3 , ,

를 하고 소속함수 그래프는 그림 와 같다5 .

퍼지화 된 결과로 위치 제어기의 퍼지 룰 테이블을 만들

고 그 테이블은 표 와 같다 여기서 위치의 출력 값은2 . PB

의(Positive Big), PM (Positive Medium), PS (Positive Small)

단계로 나누어 사용하고 자세의 출력 값으로는3 , PB (Posi-

으로 나누어 사용한다tive Big), PS (Positive Small), ZE (Zero) .

실험 및 시뮬레이션IV.

실험환경1.

본 논문에서 제안한 위치추정제어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실험용 로봇으로.

충북대학교 로보틱스 연구실에서 제작한 텔레프레전스 로

봇을 사용하였다 메카넘휠을 사용한 전 방향방식의 이동로.

봇으로 각 바퀴를 제어하는 급 모터 개와 모터를120W DC 4

제어하는 모터 드라이브를 사용하였다 로봇의 제어2ch DC .

부는 프로세서인 사의 로 사용32bit ARM ST STM32F103ZE

하였으며 제어기를 거처 최종적으로 나온 이동명령을 수행

하는 프로그램을 내장하였다.

영상위치센서는 하기소닉사의 StarGazer
™
를 사용하였다.

초음파 센서는 로봇의 하단부 사방에 개씩 설치하였고 돌3

발상황에 대비하여 대각 방향에 한 개씩 배치한 실험에 사

용된 다중 센서와 로봇의 전체적인 모습은 그림 과 같고6

붉은 원이 초음파센서이다.

그림 6. 다중센서들과전방향이동로봇.

Fig. 6. Omnidirectional mobile robot and multi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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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위치제어와자세제어에대한소속함수그래프.

Fig. 5. Membership function graph of position control and lotation

control.

표 2. 위치제어기퍼지규칙테이블.

Table 2. Fuzzy roll table of Position controller.

가깝다 중간 멀다

작다 PS / ZE PM / ZE PM / PS

중간 PM / ZE PM / PS PB / PB

크다 PM / ZE PM / PS PB /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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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제안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주차

공간과 근접한 곳을 초기위치로 설정하고 로봇의 주차공간,

은 면이 막혀있고 로봇이 열려있는 공간으로 진입하여 주3

차하는 방식으로 경로를 구성하였다 오차는 임의의 백색가.

우시안잡음으로 설정하였다 위치 추정기의 적응퍼지제어기.

의 
 값은 주행 테스트를 통해 얻고  , 는 상수이다.

는 적응퍼지제어기의 역퍼지화 결과를 통해 정해진 상수

로 결정되며 최종적으로 칼만필터에 적용되는 수식은 다음

과 같이 설정하였다.

         








 i f 

 i f 

 i f 

(22)

   (23)

   (24)

실험결과2.

정확도와 강인성 향상을 검증하기 위해 영상위치센서만

을 사용한 실험과 다중센서를 사용한 실험으로 나누어 실

험하였다 경로를 정해주고 영상위치센서 값에 잡음을 동.

일하게 주어 실험하였다 경로로부터 이내의 값은 정. 5cm

상으로 설정하고 주차시작위치부터 종료위치까지 정상범,

위내의 값을 평균 정확도로 평가하였다 그림 는 영상. 7(a)

위치센서만으로 모델링하여 칼만필터만 적용한 결과이다.

진행 할수록 점점 경로에 맞게 추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나

처음부터 추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는 다중센서로 모델링하여 칼만필터만 적용한. 7(b)

결과이다 영상위치센서만 사용하여 모델링한 결과보다 좀.

더 빠른 시간에 경로에 맞게 추정이 되었으며 오차 범위도

더 좁은 것을 보아 에러에 대한 강인성이 향상되었음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양 실험의 평균 정확도는 정도 향상. 4%

되었다.

그림 는 영상위치센서만 사용하여 모델링한 결과에8(a)

적응퍼지제어와 칼만필터를 사용한 결과이다 칼만필터만.

적용한 그림 와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시간에 크게 벗7(a)

어 나지 않고 위치 추정이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는 다중센서에 적응퍼지제어와 칼만필터를 사용한 결8(b)

과이다 종류의 태스트 중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것을 확. 4

인 할 수 있다 양 실험의 평균 정확도는 차이로 센서. 4%

하나만 사용한 것보다 다중센서가 정도 정확도 향상을4%

보였고 적응퍼지 제어의 적용 유무에 따라 그림에서 보여

진 것처럼 에러에 대한 강인성이 향상 되었음을 나타내었

고 평균 정도의 정확도 향상을 보인 것을 표 에 나, 10% 3

타내었다.

위치 제어기는 제어기와 퍼지제어기로 나누어 실험을PD

하였으며 시작 위치부터 주차까지 이루어지는 평균 시간을

측정하였다 제어기의 경우 위치 제어의 경우에 계수. PD P

는 계수는 로 설정하였으며 자세 제어의 경우에0.8, D 0.09 ,

계수를 계수를 로 설정하였다 주차 시간은 공통P 0.6, D 0.08 .

된 시작 위치로부터 공통된 주차 완료 위치까지 걸린 주차

시간을 측정하였고 주차 시간 측정 결과는 표 와 같다, 4 .

결론V.

본 논문은 자동 주차의 정확성과 강인성을 향상하기 위

한 제어기를 제안하였다 영상위치센서와 초음파센서 데이.

터를 융합하여 정확도가 향상 되었음을 실험하여 검증하였

다 또한 메카넘휠 사용시 발생하는 다량의 에러상황에서.

위치를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적응퍼지제어기를 칼

만필터에 적용였고 실험을 통해 다량의 에러상황에서도 강,

인성이 향상된 것을 검증하였다 다수의 입력이 있는 시스.

템에는 제어기 보다 퍼지제어기가 효과적인 것을 주차시PD

간 단축을 통해 검증하였다.

향후 제어기를 퍼지 제어기나 적응퍼지가 아닌 다른 제

어기로 바꾸어 연구 가능하며 주차뿐만이 아닌 자동주행,

모드나 감시 등 패트롤 모드로 바꾸어 연구 할 수 있다 또.

한 영상위치센서와 같이 별도의 인공표식을 사용하지 않고

로봇의 위치를 추출하는 방법 을 적용할 수 있다[14] .

표 3. 제어기와센서에따른정확도.

Table 3. The accuracy of controllers and sensors.

단일센서 다중센서

칼만필터 84 % 88 %

적응퍼지 칼만필터+ 95 % 98 %

(a) (b)

그림 7. 영상위치센서와다중센서의칼만필터실험.

Fig. 7. Kalman filter test by image position sensor and dual

sensor.

(a) (b)

그림 8. 영상위치센서와다중센서의적응퍼지 칼만필터실험+ .

Fig. 8. Adaptive fuzzy + kalman filter test by image position

sensor and dual sensor.

표 4. 주차시간실험결과.

Table 4. Test result of parking time.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제어PD 9.4 8.8 8.5 8.5 8.4 9.1 10.4 8.9 8.2 8.8 초8.9

퍼지제어 8.4 8.5 7.8 5.9 6.8 7.2 7.5 7.3 8.1 7.6 초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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