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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모바일 로봇을 활용할 때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장애물

을 회피하거나 경로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어. 

떠한 환경에서도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회피하여 목적지까

지 도달하는 시간을 최소로 하기위해서 어떤 장소 혹은 경

로로 이동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1-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일 로봇으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단일 로봇시스템에는 근본적인 한

계가 있다 예를 들면 단일 로봇만으로 주변 환경을 탐사. , 

한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한 단일 로봇이 .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로

봇들의 협업은 필수적이다 특히 고성능의 단일 로봇은 로. , 

봇 상업화의 가장 큰 장애물인 비용증가와 관리의 어려움

을 야기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 개체의 로봇을 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9]. 

다 개체 로봇 또는 군집 로봇 시스템이란 다수의 로봇이 

협동제어를 통해 단일 로봇 이상의 성능을 내거나 단일 로

봇은 할 수 없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스

템이다 이 시스템은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정보를 획득하. 

고 공유하며 여러 작업을 진행한다 최근의 다 개체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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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들은 제어를 위하여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로봇의 

움직임을 관리하는 방식 또는 스타게이저등의 마커를 통해 

절대 좌표를 이용하여 로봇의 위치를 인식하고 로봇을 제

어한다 본 논문에서는 오직 로봇의 센서와 통신에 [13-15]. 

의해서 로봇간의 상대위치와 장애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주

행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현재 산업현장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경로유도 방식의 이

동로봇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율 이동로봇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산업현장 국방 분야 서비스 교, , , , 

육로봇분야에도 점차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협동작업 로. 

봇에 관한 연구는 여러 대의 로봇이 서로 방해하지 않고 

목표위치에 잘 도달하는 방법 각각의 로봇들이 역할을 나, 

누어 물건을 옮길 때의 운송방법 여러 대의 로봇 중 한 대, 

가 고장이 생겨도 복구되어 물건을 운반하는 방법 등이 연

구되고 있다[16-18].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로봇이 비교적 저렴한 적외선 센

서와 비전센서를 통해 얻은 영상정보를 바탕으로 초기위치

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주행하며 여러 개의 장애물의 정

보를 획득하여 환경을 인식한다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 

단일 로봇이 아닌 다수의 로봇들이 협업을 통하여 최적의 

경로를 찾아 빠른 시간 내에 장애물을 회피하여 목적지까

지 도착한다.

본 연구는 그림 과 같은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여러 대1

의 자율 이동로봇이 한정된 공간에서 함께 협동 작업을 수

행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정해진 조건에서 각각의 로. 

봇들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서로 간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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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다 정확하게 장애물의 정보를 획득하여 공유하고 장

애물 사이에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여 이동하기 위하여 

경로계획 센서데이터 융합과 공유 장애물 인식 알고리즘 , , 

등의 기능이 요구된다 이 가운데 경로계획과 장애물 인식. 

은 카메라와 센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이동로봇의 운. II 

동 모델에 대하여 소개하며 장에서는 로봇들 간의 거, III 

리 장애물과의 거리 등과 같은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정보, 

를 얻기 위한 영상시스템과 센서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소

개한다 장에서는 앞서 소개된 시스템으로부터 얻은 정. IV 

보를 바탕으로 이동로봇의 경로 설정 방법을 소개한다. V 

장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실험 환경을 

소개하고 단일 로봇으로 이동할 때와 다 개체의 로봇이 이, 

동할 때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 

차후 연구 진행 방향에 대해서 기술한다.

이동로봇의 운동모델II. 

이동 로봇이란 자신의 힘으로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로봇을 말한다.

바퀴 이동 로봇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움직임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는 로봇이 위치. 2

한 공간을 나타내기 위한 좌표 시스템이다. 

그림 2. 이동로봇의 좌표 시스템.

Fig. 2. Coordinate of mobile robot.

위의 그림에서 
 좌표계는 로봇 외부에 기준점을  

둔 절대 좌표계이다 그리고 . 
 좌표계는 로봇의 중심 

점을 원점으로 하고 로봇이 향한 방향을 축으로 하는 좌X

표계이다 로봇의 자세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세. 

를 정의할 수 있다(pose) P . 

 
















 (1)

여기서 는 로봇의 중심점의 좌표이고x, y ,  는 로봇의 

앞부분이 향하는 방향각이다 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 

로봇의 자세는 절대 위치 와 로봇이 향한 방향각 (x, y) ( )

으로 이루어지며 이 세 가지를 이용하여 로봇의 자세를 표, 

현하며 제어한다 로봇의 자세를 분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 

로봇의 구동부에 적절한 출력을 가함으로써 원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기 위함이다. 

주로 이용되는 로봇의 모델은 그림 과 같은 양 바퀴 구3

동로봇으로 구조가 간단하다 양 바퀴 구동 로봇의 기구학, . 

적인 모델은 그림 으로 부터 얻을 수 있다 오른쪽 바퀴와 3 . 

왼쪽 바퀴의 각속도를 


, 

이라고 하면 조non-slipping 

건에 의해 오른쪽 바퀴와 왼쪽 바퀴의 지면과의 접촉점의 

속도는 다음과 같다.



  

 , 
  

 (2)

단 로봇 중심의 선속도는 ,  이고 


, 

은 각각 오른

쪽 왼쪽바퀴의 선속도이다 반시계 방향으로의 로봇의 각, . 

속도를  라고 하면   와 

 


오른쪽 왼쪽바퀴의  ( , 

각속도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

 







 








 







 









(3)

여기서 은 양 바퀴 사이의 거리이다L .    와 

    은 다음과 같은 기구학 식에 의해 연관 관계를 

가지게 된다.


























cos 
sin 
 

  (4)

그림 3. 양 바퀴 구동 로봇.

Fig. 3. Two-wheel mobile robot.

그림 1. 시스템 구성.

Fig. 1. System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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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구성III. 

영상시스템1. 

로봇은 이동하면서 센서를 이용하여 장애물을 탐지하고, 

센서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회피해야 할 방향을 설정

하고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여 주행한다 각각의 로봇들은 . 

몸체에 장착되어있는 센서로 장애물을 인식하여 거리판단 

및 위치를 확인한다 웹캠영상에서 얻어진 영상을 그림 와 . 4

같은 순서를 거쳐서 장애물 인식 및 방향 설정을 위해 필

요한 정보를 구한다. 

이진화 처리에서는 임계값 이상의 값은 로 변환하고 255

임계값보다 작은 값은 으로 변환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0 . 

면 식 와 같다(5) .

 ′          ≥ 

     
(5)

장애물을 인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영상을 이진화그림 [

하여 픽셀 데이터를 검정 과 흰색 으로 구성한다5] (0) (255) . 

영상 이진화를 통해서 배경을 검정색으로 설정하고 여러 , 

종류의 장애물들을 흰색으로 설정한다 레이블링 기법그림. [

은 이러한 영상에서 도형을 분리하고 흰색 도형이 차지6]

하고 있는 영역의 좌표 정보를 알고자 할 때 사용된다 간. 

단한 처리를 위해서 가지의 데이터만 존재하고 서로 인접2

한 데이터의 영역을 계산하고 영역의 정보를 알아내는 방

법이다 이 방법은 현재 자기 자신의 픽셀과 붙어있어서 연. 

결된 영역이거나 또는 같은 색상 범위를 갖는 영역들을 하

나의 물체로 간주한다그림[ 7]. 

레이블링을 통해 영역이 구분되어지면 영상에서 차지하

는 영역이 퍼센트 이하이거나 이상인 부분은 예외로 처5 80

리한다 최소최대 영역이 제거되면 영역을 계산하여 장애물. 

을 판별한 후 장애물을 회피한다.

센서시스템2. 

적외선 센서는 수광부와 발광부 한 쌍의 소자로 구성된

다 발광부는 일정 스펙트럼의 적외선을 계속 방출하며 수. , 

광부는 발광부에서 방출되어 반사되어오는 적외선을 수광

한다 적외선 센서는 수광부의 빛의 양에 따라서 소자의 통. 

과 전류를 변화시켜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에 흐르는 전류, 

의 크기를 저항을 통해서 빛의 세기에 비례하게 전압을 출

력한다 이 전압을 를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 ADC

장애물의 유무 장애물과의 거리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 

다 그러나 빛의 반사는 반사면의 상태에 따라 돌아오는 광. 

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 측정은 불가능 하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센서는 빛을 보내고 그 빛이 반사, 

되어 돌아오는 각도를 측정한다 삼각측량법과 비슷한 방법. 

으로 반사면의 상태에 상관없이 매우 정확한 거리 측정이 , 

가능하다[19]. 

그림 8. 측정 거리 특성.

Fig. 8. Measurement distance characteristics.

그림 4. 장애물 인식 순서.

Fig. 4. Obstacle detection sequence.

그림 5. 원본영상좌과 이진화 이미지우( ) ( ).

Fig. 5. Original image(left) and binary image(right).

 

그림 6. 레이블링 탐색.

Fig. 6. Labelling search.

그림 7. 레이블링 결과.

Fig. 7. Labelling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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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장애물 인식.

Fig. 9. Obstacle detection.

그림10. 장애물 인식 그래프.

Fig. 10. Obstacle detection graph.

그림 과 같이 로봇에 장착된 거리측정센서는 장애물이 8

없는 곳에서는 일정한 전압 값이 측정되다가 감지거리 안

에 장애물이 놓여있으면 전압 값은 레벨로 상승한High(1) 

다 장애물의 감지거리에 따라 전압 값은 바뀌게 되며 거리. 

가 가까워질수록 전압 값은 상승한다.

그림 와 같이 로봇이 개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센서의 9 1

반응은 그림 과 같다10 . 

회피공간 결정IV. 

이동로봇 방향 결정1. 

여러 개의 장애물이 있는 환경에서 현재 위치에서 주어

진 목적지까지 로봇을 이동시키는 경로 계획에 대한 개념

은 붐비는 거리를 걸어가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결정과 같다 시각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 

람의 현재 위치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을 인지한다 이 정보. 

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위치를 고려하

여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다른 사람과의 충돌 없이 움

직일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추정한다 로봇으로 바꿔 말하. 

면 설정한 경로로 이동하기 시작한 후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장애물로 인해 이전에 생각했던 경로는 더 이상 최적

의 경로가 아니며 장애물로 인해 경로가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다시 영상 정보와 센서 정보를 활용하여 최적의 . 

경로를 생성하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 . 

는 적외선 거리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얻은 각도와 거리등

의 정보를 활용한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은 실시간 처리. 11

를 위해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하는 센서 모델링 기법을 제

시하였다. 

여기서 은 적외선 거리 센서의 n = 0, 1, , max_number …

배치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은 로봇과 감지된 장애. Sector(n)

물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그림 에서 보면 에서부터 까지 감지거11 Sector(0) Sector(n)

리의 변화가 생긴 센서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이 이동로

봇이 가야할 방향의 후보군들이다 후보군의 방향 결정 면. 

적은 그림 에서 나타난다12 .

의 방향 벡터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각 Sector(n) 15o씩의 

경계를 두어 벡터라인이 격자를 이상 차지하게 되면 60 % 

그림11. 센서 모델링.

Fig. 11. Sensor modelling.

그림12. 회피 공간 표시.

Fig. 12. Avoidance space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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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군의 면적으로 인정한다 후보군의 과 . Sector(0) Sector(n), 

과의 면적 및 거리를 환산하여 최종 후보군을 결Sector(n+1)

정하고 로봇이 최종후보군 방향으로 주행한다 카메라를 통. 

해 영상정보를 얻게 되면 영상처리를 통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오브젝트를 파악하고 회피 공간그림 을 결정, [ 13]

한다 추출된 정보는 개의 픽셀데이터의 거리 값과 . 640x480

감지된 오브젝트의 좌표와 좌표 값이다 로봇 중심에서x y . 

의 상대 각도는 화각 60o대 전체픽셀비로 환산한다.

 Robot Number X = 1, 2, 3

전체픽셀 n = 0, 1, 2, 3, … 

번째 오브젝트와의 거리 값 DistanceToObject(n) : n

오브젝트 개수 (n = 0. 1. i : )… 

번째 픽셀의 물체 좌표값 Object_X(n) : n x

번째 픽셀의 물체 좌표값 Object_Y(n) : n y

 InfoData(n) = {DistanceToObject(n), Object_X(n), 

 Object_Y(n)}

회피방향 설정 및 장애물 이동방향 정보 2. 

로봇이 장애물을 회피하여 이동하기 위해서 장애물 인식

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장애물의 이동방향정보는 연속적인 영상에서 얻어진 . 

좌표를 통하여 생성한다. 

첫 번째 프레임 영상에서 얻은 로봇의 위치 First_Point

와 두 번째 프레임 영상에서 얻은 위치 를 알, Second_Point

고 있고 예상 위치를 라고 한다면 식 와 같, Predict_Point , (9)

이 를 구할 수 있다 각 점들을 Predict_Point . First_Point

(  ), Second_Point( ), Predict_Point(   로 표현하)

고 로봇과 장애물 사이의 거리를 식 과 같이 벡터 성분, (6)

으로 나타낸다.


  


  (6)

벡터의 크기와 방향각은 식 식 과 같다(7), (8) .

 
    




  (7) 

그림14. 오브젝트 이동 예측 좌표.

Fig. 14. Estimation coordinates of obstacle.

  tan
  




     (8) 


  × cos  

   × sin   
  (9) 

장애물의 이동방향정보도 역시 와 First_Point Second_Point

의 정보로부터 알 수 있다. 












 

 


 

 

 

 
(10)

위의 식에서 
 

  조건을 만족하면 장애물은 오 

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되고, 
 

 조건 을 만족하면 장애물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면 장애물은 좌 x 

표에서 정지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좌표의 계산에 의해서 y 

다가오는 물체인지 멀어지는 물체인지를 판단 할 수 있다.











    

    
    

(11)

다음 식에서는 의 좌표 값에 의해 y     이면 장

애물은 로봇과의 거리에서 멀어지고,     이면 장

애물은 로봇과 가까워진다.    을 만족하면 장애물

은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좌표의 x 

계산에 의해 오른쪽 방향인지 왼쪽방향인지 알 수 있다. 

 

그림15. 회피공간 결정.

Fig. 15. Decision of obstacle space.

그림13. 회피 공간.

Fig. 13. Avoidanc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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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이동 방향 결정.

Fig. 16. Decision of moving direction.

의 반경이 이라고 했을 때Robot R , 

 1 : Object1_Width 2 : Avoid_area1 = |a - b| 

 3 : Object2_Width 4 : Avoid_area2 = |c - d| 

 5 : Object3_Width

   
   
   
   

값을 반환하게 되면 회피후보공간이 되고 값True , False

을 반환하게 되면 회피후보공간이 될 수 없다.

각 로봇이 이동할 때 리더로봇과의 거리 R_dist1, R_dist2

를 구하고 회전할 각도   을 계산 한 후에 이동 할 위 

치를 정한다 정해진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각 로봇의 센서. 

가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방향을 결정한다. 는 장애

물을 감지한 센서이고, 는 로봇의 직진 방향이다 여기. 

서 방향과 장애물의 가로축 방향의 간격이 로봇의 크

기보다 작게 되면 공간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 
 합성 벡터를  

이용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만큼 회전하여 새로운 방향

으로 이동한다. 

실험 결과V. 

실험환경1. 

실험을 위하여 그림 과 같이 장애물을 배치한다 바닥17 . 

에 있는 격자무늬는 실험에 관계가 없다 실험은 건물 내부. 

의 세미나실 환경에서 수행하였으며 바닥이 평평하고 주행 , 

중 이동로봇에는 어떠한 외란도 가해지지 않는다고 가정한

다 실험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 Microsoft Visual Studio 

환경에서 제작되었고2005 , Windows 7 (32bit), Windows XP 

운영체제하에서 실행하였다(32bit) . 

실험에 사용된 로봇은 양 바퀴 구동형 타입(2-wheel drive 

이며 의 크기를 가지는 이동로봇type) , 14.7 x 13 x 13.5 [cm]

이다 시스템의 마이크로컨트롤러 . AT91SAM7X256(48 MHz) 

를 사용하여 제어하며 개의 와 개의 적외선 센, 2 step motor 6

서를 제어한다 카메라는 케이블을 에 연결하여 . USB PC PC

에서 제어한다 는 와 무선 통신을 마다 패. MCU PC 100 ms 

킷 방식으로 통신을 수행하여 컴퓨터로부터 들어오는 (packe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각각의 모터를 독립적으로 제어한다. 

총 개의 적외선 센서가 전면과 후면에 부착되어있다 물체 6 . 

추적 등 영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카메라 역시 로봇 전

면 하단부분에 장착되어있다. 

실험결과 및 분석2. 

한 대의 로봇이 이동할 때 2.1 

환경과 장애물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력하지 않고 센서 

데이터와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정보만을 가지고 장애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판단하여 주행하는 실험이다 목표점은 . 

맨 끝 장애물이 끝나는 시점으로 정하고 로봇에게 인위적, 

으로 주어지는 외란은 없다고 판단하고 실험한다. 

로봇은 영상을 통해 주변 환경에 장애물이 존재하는지 

인식한다 카메라에서 장애물의 상대적 거리와 센서에서 획. 

득한 장애물과의 거리를 비교 후 로봇에서부터 장애물까지

의 거리를 계산한다 영상에서는 장애물의 영역을 계산한 . 

 

그림17. 실험환경.

Fig. 17. Environment of experiment.

  

그림18. 센서 배치.

Fig. 18. Sensor arrangement.

표 1. 이동로봇의 재원.

Table 1. Experiment result of one robot.

재원 특징

크기 L: 130 mm W: 147 mm H: 135 mm

Main Control

Processor
AT91SAM7X256(48MHz)

Motor
모터 드라이버 SLA7026M Stepping 

모터 SST42D2120 Stepping 

PC
CPU : Core2Quad 2.50GHz

RAM : 4GB   VGA : Geforce 9600GT

시각 센서 1.3-MP WebCam C500(Logitech) 

센서부IR 거리측정센서Sharp GP2Y0A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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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밑변의 중심점이 로봇의 왼쪽 위치 또는 오른쪽 위

치에 있는지 판별 하고 로봇은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장, 

애물을 피해 주행한다. 

그림19. 한 대의 로봇주행.

Fig. 19. Navigation of one robot.

그림20. 회피 공간 비교.

Fig. 20. Avoidance space comparison.

표 2. 한 대 로봇의 주행 결과.

Table 2. Experiment result of one robot.

로봇 차수
장애물 

통과횟수

주행

시간
주행 성공 여부

대1

1 4 1:25:47 성공 목표지점 도착: 

2 4 1:14:00 성공 목표지점 도착: 

3 0.5 x 실패 초기위치 복귀: 

4 4 2:01:23 성공 경로 탐색 실패: 

5 4 1:14:57 성공 목표지점 도착: 

6 2 x 실패 경로 벗어남: 

7 2 x 실패 경로 벗어남: 

8 3 1:30:11 성공 목표지점 도착: 

Avg 2.937 1:42:43 성공 62.5% (5:3)

그림 에서 보면 회피공간의 후보군이 세 곳이 있다20 . 

이 중 회피 공간 는 로봇이 진입하기에는 너무 좁은 공②

간으로서 다른 공간을 후보군으로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 

위의 주행결과로 보면 로봇은 회피 공간 를 선택하여 주②

행 한 후 그림 와 같이 두 번째 장애물을 인식하지만 오19

른쪽과 왼쪽 모두 장애물이 있기에 로봇은 다른 회피공간

을 찾아 주행하게 된다 로봇은 장애물이 없을 경우 자신이 . 

회전한 만큼의 각도만큼 복귀하도록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다 위의 결과를 보면 로봇은 자신의 전면에 있는 정보만. 

을 가지고 판별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회피공간을 판단

하지 못하여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발

생한다 몇 차례의 실험결과 목표지점까지 오지 못하는 경. 

우도 발생하고 다시 초기위치로 되돌아오는 현상도 발생한,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절에서는 로봇의 수를 증가시. 

키어 서로의 장애물 정보를 공유하여 최적의 회피공간으로 

유도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표 는 한 대 로봇의 주행결과. 2

를 나타내며 는 장애물을 한 개로 봤을 때 반 정도 회, 0.5

피하다가 돌아왔다는 의미이다. 

세 대의 로봇이 이동할 때2.2 

일하게 하여 실험한다. 

그림 에서 보면 회피공간의 후보군이 군데가 있다22 3 . 

이 중 회피 공간 의 후보군은 로봇이 진입하기에는 너무 ②

좁은 공간으로서 다른 공간을 후보군으로 선택해야 한다. 

한 대의 로봇으로 실험할 때는 회피 공간 를 선택하여 ②

주행 한 후 그림 와 같이 두 번째 장애물을 인식하여 오19

른쪽과 왼쪽 모두 장애물이 있기에 로봇은 그림 와 같이 19

다른 회피공간을 찾아 주행하게 되었지만 세 대의 로봇이 

주행할 때는 리더로봇 앞에 있는 회피공간과 나머지 서브 

로봇들이 인식한 회피공간을 비교하여 로봇이 이동할 방향

을 설정한다 그림 에서 보면 리더로봇은 회피 공간 를 . 21 ②

선택하지 않고 회피 공간 을 선택하고 로봇은 여유롭게 , ①

장애물을 회피하여 이동한다 세 대의 로봇들은 동시에 주. 

행하면서 실시간으로 리더로봇에게 장애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리더로봇은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장애물을 회. 

피하여 그림 과 같이 목표지점으로 안전하게 주행한다21 . 

표 은 세 개의 로봇의 주행 결과이며 은 장애물을 한 3 , 1.5

번 통과하고 그 다음에 반 정도 회피하다가 돌아왔다는 의

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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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세 대의 로봇주행.

Fig. 21. Navigation of three robots.

그림22. 회피 공간 비교.

Fig. 22. Avoidance space comparison.

표 3. 세 대 로봇의 주행 결과.

Table 3. Experiment result of three robots.

로봇 차수
장애물 

통과횟수 

주행

시간
주행 성공 여부

대3

1 1 x 실패 리더로봇 이탈: 

2 1.5 x 실패 로봇 뒤엉킴: 

3 4 1:07:13 성공 목표지점 도착: 

4 5 00:53:09 성공 목표지점 도착: 

5 5 00:55:82 성공 목표지점 도착: 

6 4 00:54:92 성공 목표지점 도착: 

7 4 00:52:01 성공 목표지점 도착: 

8 3 00:49:87 성공 목표지점 도착: 

Avg 3.438 00:59:97 성공 75% (6:2)

결론IV.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세 대의 로봇이 동시에 영상

정보를 획득하기 때문에 각 위치에서 장애물의 위치와 방

향정보를 에 전송하고 에서는 장애물의 거리 위치PC , PC , , 

회피 공간 면적을 계산하여 최적의 방향을 리더로봇에게 

전송한다 이때 각 장애물의 인식률을 높이고 영상처리 시. 

간을 줄이기 위하여 을 설정하고 픽셀 검색도 Land Region

확률 값을 추가하여 이웃데이터가 많은 것을 장애물로 인

식하고 밑변의 좌표만을 추적하여 장애물을 판단할 수 있

는 장점을 지녔다 서브 로봇은 앞에 펼쳐진 장애물과의 거. 

리와 위치정보를 계산하여 로봇이 어느 쪽 방향으로 주행

해야 효과적인지 알려주면 리더로봇은 효과적인 공간으로 

주행하여 회피한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대의 로. 1

봇으로 여러 개의 장애물이 있는 공간을 주행하는 것보다 

여러 대의 로봇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주행하는 것이 

시간적인 면이나 최적의 공간 선택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획득하고 과거의 데

이터는 사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 

을 작성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율 주행하여 3D MAP , 

최적의 회피 공간 선택과 장애물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와 리더로봇과 서브로봇의 개념이 아닌 모든 로봇이 

동시에 주변 환경의 정보를 교환하여 보다 강력하고 효율

적인 협업을 수행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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