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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a haptic navigation system which used the tactile data for the user guides of the mobile robot to 

the reference point via tele-operation in unknown blind environment. This navigation system can enable a mobile robot to avoid 

obstacles and move to the reference point, according to the direction provided by the device guides through a haptic device consisting 

of a vibration motor in a blind environment. There are a great deal of obstacles in real environments, and so mobile robots can avoid 

obstacles by recognizing the exact position of each obstacle through the superposition of an ultrasonic sensor. The navigation system 

determines the direction of obstacle avoidance through an avoidance algorithm that uses virtual impedance, and lets users know the 

position of obstacles and the direction of the avoidance through the haptic device consisting of 5 vibration motors. By letting users 

know intuitionally, it lets the mobile robot precisely reach the reference point in unknown blind environment. This haptic device can 

implement a haptic navigation system through the tactile senso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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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원격제어는 로봇에 장착된 다양한 센서 정보를 이용하여 

외부에서 사용자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제어하

는 분야이다[1]. 로봇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로

봇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우주 탐험이나 사고현장과 같은 

인간이 직접 접근하기 어렵고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위험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원격제어분야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2-4]. 

최근 원격제어분야에서 재해현장이나 군사작전을 위한 

탐사, 자원 탐사 등을 위한 이동 로봇을 이용한 원격제어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1년 3

월 후쿠시마 원전 재해와 같은 현장에서 제대로 동작을 하

거나 할 수 있는 이동 로봇이 없었고, 사람이 직접 현장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동 로봇을 사고현장에 투입

하여 재해피해 및 인명구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

해 이동 로봇을 이용한 제어 기술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

고 있다[1-4]. 

이동 로봇을 이용한 원격제어에서 가장 핵심 기술은 두 가

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이동 로봇을 목표 지점까지 

제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용자가 이동 로봇을 주변 환경

에 존재하는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고 제어하는 것이다. 현재 

이동 로봇을 이용한 원격제어에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기 위

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비전 센서를 통해 획득한 영

상을 바탕으로 이동 로봇을 제어하는 것이다. 원격 제어하는 

이동 로봇에 대부분 장착되어 있을 정도로 흔히 사용하는 방

법이다[5-7]. 이러한 방법은 탐사를 하기 위한 이동 로봇이 

완벽한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 이동 로봇을 이용하

여 탐사를 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 

간단한 예로 탐사 중 비전 센서가 예상치 못한 고장으로 영

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동 로봇을 목표지점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조이스틱을 이용한 햅틱의 기능

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이동 로봇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대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8-10]. 하지

만 사용자가 미지의 블라인드 환경에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진행된 사례가 많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미지의 블라인드 환경에서 촉감형 

햅틱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이동 로봇을 목표 지점까지 제어

하도록 하는 햅틱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연구하고자 한다. 우

리가 알고 있는 햅틱은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입력 장치를 

통해 촉각, 힘 그리고 운동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기술로서 

사용자가 직접 진행하지 않아도 그 상태에 대한 촉각이나 

힘 그리고 운동감 등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며 로

봇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

는 촉각에 기여한 모터의 진동으로 사람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다[8-10]. 사용자가 미지의 블라인드 

환경에서 햅틱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이동 로봇을 제어하였

으며, 이동 로봇이 목표 지점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햅틱 디바

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이동 방향을 안내하였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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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주행 중에 장애물을 인지하기 위하여 초음파 센서를 

중첩으로 배치하여 보다 정확히 장애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촉감형 네비게이션 구현 방법은 가상 임피던스 알고

리즘을 접목하여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가상 임

피던스는 이동 로봇과 목표 지점 사이의 인력과 장애물과의 

척력을 가상의 힘으로 생성하여 이동 로봇의 방향 및 속도를 

결정하여 연산된 방향 정보를 사용자에게 안내함으로써 이

동 로봇이 주행 중 장애물을 회피하고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현한다[1,11]. 햅틱 디바이스는 

진동 모터 5개로 구성하였고, 각 진동 모터는 이동 로봇이 

이동해야 하는 방향을 의미한다. 사용자는 디바이스에서 발

생하는 진동을 통해 이동 로봇의 목표 지점까지 이동 방향과 

장애물 회피 방향을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였

다.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미지의 블라인드 환경에서 햅틱 디

바이스를 통해 이동해야 되는 방향을 안내 받고, 이동 로봇

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우선 II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네비게이션 시스템

을 구현하기 위한 원격제어 시스템 구성으로서 햅틱 디바이

스와 로봇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III 장에서는 논문에서 제

안하는 촉감형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가상 임

피던스 방법과 햅틱 디바이스 구현에 대해 소개하였다. IV 장

에서는 제안한 네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한 실험을 보이고, 마

지막으로 V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본 논

문을 마무리 한다. 

 

II. 원격제어 시스템 구성 

1. 시스템 구성 

본 연구는 촉감형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원격제어 시스템을 그림 1과 같이 구성 한다. 이동 로봇 및 

조이스틱은 각각의 MCU를 중심으로 각종 센서로부터 데이

터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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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환된 홀 센서 데이터는 블루투스(Bluetooth)를 이용하여 이동 

로봇의 MCU로 전송 된다. 이동 로봇은 조이스틱의 MCU로부

터 받은 홀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터를 구동한다. 이동 로

봇의 속도는 모터에 장착된 엔코더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초

음파 센서(Ultrasonic sensor)는 장애물과 이동 로봇과의 거리 

및 각도를 추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로 조이스틱의 MCU에 

전송되어 진동 모터를 제어하여 햅틱을 구현하게 된다[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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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렇게 발생된 변위 
m

X 는 식 (1), (2)에 의해서 속도 
d

V 와 위

치
d

X 를 생성 하게 된다[1]. 

 ( ) ( )
d m m

V s K X s= ⋅  (1) 

 ( ) ( )
d v d

X s K V s ds= ⋅ ⋅  (2) 

 

그림 1. 전체 시스템. 

Fig.  1. The overall system. 

 

 

그림 2. 조이스틱의 축과 좌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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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이동 로봇 구성. 

Fig.  3. The composition of the mobile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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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동 로봇 구성 및 모델링 

그림 3은 실험을 위해 제작된 이동 로봇의 외형이다. 이동 

로봇은 차륜구륜 형태로 2자유도의 움직임을 갖는다. 전방에 

장착된 3개의 초음파 센서로 장애물을 인지하게 된다. 이러

한 초음파 센서의 배치를 통해 이동 로봇의 주변 환경에서 

장애물의 위치정보를 보다 정밀히 파악하고 이를 조이스틱

으로 전달한다. 

4. 장애물 측정을 위한 초음파 센서의 중첩 

그림 4와 같이 초음파 센서는 빔 폭 내에 존재하는 장애물

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4(a)와 (b)의 경

우와 같이 빔 폭 내에 장애물까지의 거리는 측정할 수 있으

나, 정확한 장애물의 위치를 알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를 

초음파 센서의 위치 불확실성이라 부른다[13]. 이러한 위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초음파 센서 3개를 중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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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

다[14,15].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초음파 

센서 SRF-05를 사용하였으며, 센서의 탐지 각도는 중심에서 

좌우로 각각 약 30o 이고 3 cm ~ 300 cm까지 물체를 탐지한다. 

SRF-05는 제어하기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지만 지향성이 넓지 

않은 단점이 있다. 초음파의 지향성을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장

애물을 탐지하기 위해 이동 로봇의 전면부에 3개의 초음파 센

서를 그림 5와 같이 좌측, 중앙, 그리고 우측에 배치하여 전

면부에 위치한 장애물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초음

파 센서의 간격 때문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장애물과 모바

일 로봇의 크기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다. 

로봇의 장애물 회피는 회피 알고리즘뿐 아니라, 센서를 통

해 장애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에 따라서도 성능

이 결정된다. 따라서 센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거리정

보를 얻어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통의 초음파센서는 

40~50 kHz의 주파수로 방사되며, SRF-05는 40 kHz로 방사된

다. 또한 음파의 속도는 매질과 주변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초음파 센서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

는 음파의 비행시간(TOF: Time of Flight)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 

 [ / sec] 331.5 0.6v m T= + ×  (3) 

 
2

vt
d =  (4) 

여기서, v는 공기 중의 음파의 전달속도(331.5 m/s, 0℃)이며, 

T는 공기의 섭씨온도이다. d은 장애물까지의 거리이고, t는 음

파가 방사되어 수신될 때까지의 비행시간을 나타낸다. 

그림 6은 반경이 영이 아닌 원주 상에 상호 빔 폭이 중첩된 

3개의 초음파 센서 ,
L

S
C

S  그리고 
R

S 이다. 초음파 센서 간 

빔 폭의 중첩으로 인해 중앙 초음파 센서 
C

S 의 전체 감지 

영역은 3개의 감지 소영역(LC, C, RC)으로 나눠 지게 된다. 

초음파 센서 빔 폭 내 장애물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장애물

을 탐지하는 초음파 센서 조합이 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 

장애물을 탐지하는 초음파 센서의 조합으로 장애물이 속하

는 영역을 세분화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초음파 센서 

고유의 위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11]. 중첩 초

음파 센서 링을 구성하는 초음파 센서들은 자체 크기로 인해 

그림 7과 같이 반경이 영이 아닌 원주 상에 배치한다. 초음

파 센서들은 제각기 자신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한 장애물 거

리를 제공하지만,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능 구현을 위해서

는 중첩 초음파 센서 링의 기준점 O를 기준으로 한 장애물 

거리로 변환한다. 

그림 7과 같이 장애물 탐지 사각 구역을 감안하면,중첩 초

음파 샌서링의 장애물 감지 범위는 식 (5)으로 결정한다. 

 
,min ,maxo o o

ρ ρ ρ≤ ≤  (5) 

여기서 

 
,mino

OD dρ = =  (6) 

 
,max ,maxo s

OI rρ ρ= = +  (7) 

식 (6)의 
,mino

ρ 는 중첩 초음파 센서링의 중심으로부터 장

애물 탐지 사각 구역의 꼭지점까지의 거리이고, 식 (7)의 

,maxo
ρ 는 초음파 센서의 최대 감지 거리 

,maxs
ρ 에 상응하는 

초음파 센서링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 장애물 거리이다. 본 

논문에서는 초음파 센서의 최대 감지 거리를 1m로 지정하여 

실험하였다. 

(a) (b) 

그림 4. 초음파 센서의 위치 불확실성. 

Fig.  4. The positional uncertainty of an ultrasonic sensor. 

 

 

그림 5. 초음파 센서의 구성. 

Fig.  5. The configuration of ultrasonic sensors. 

 

그림 6. 빔 폭이 중첩으로 인한 위치 불확실성 감소. 

Fig.  6. The reduction in positional uncertainty due to beam overlap.

 

 

그림 7. 빔 폭이 중첩된 3개의 인접 초음파 센서. 

Fig.  7. Three adjacent overlapped ultrasonic sensors. 

Tactile Navigation System using a Haptic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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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햅틱 네비게이션 시스템 

1. 가상 임피던스 알고리즘 

III 장에서는 이동 로봇이 목표 지점까지 장애물을 회피하

면서 도달하기 위해 가상 임피던스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촉

감형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구현한다. 

가상 임피던스 방법은 이동 로봇과 목표 지점(Reference 

point), 그리고 이동 로봇과 장애물과의 관계를 스프링과 댐

퍼(Damper)로 모델링하여, 거리 및 속도 정보에 따라 가상의 

힘을 생성시키는 방법이며, 그림 8은 가상 힘의 모델링을 보

여준다[11]. 

그림 8을 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자가 Feedback 받는 가상

의 힘 
s

F 은 다음 식 (8)과 같이 인력과 척력에 대한 합으로 

나타낸다. 

 
s m b

F F F= +  (8) 

식 (8)을 보면, 
m

F 은 현재 이동 로봇의 위치 x와 목표 지

점(Reference point) X 와의 가상의 인력으로, 
m

F 은 다음의 

식 (9)에 의해서 생성된다. 

 ( ) ( )
, ,m r r s r r s

F K X D X= +
�  (9) 

여기서, 
r

K 는 현재 로봇의 위치와 목표 지점 사이에 작용하

는 스프링 상수이며, 
r

D 은 현재 로봇의 위치 와 목표 지점 

사이에 작용하는 댐퍼 상수이다. 

식 (8)에서 
b

F 는 현재 이동 로봇의 x 와 장애물 사이의 

가상의 척력으로 식 (10)과 같이 동적 장애물과 정적 장애물

에 대한 척력의 합으로 나타낸다. 

 ( ) ( )
0 0

od os

od os

n n

b od os

i i

F F s F s

= =

⎧ ⎫⎪ ⎪
= +⎨ ⎬
⎪ ⎪⎩ ⎭
∑ ∑  (10) 

본 논문에서는 정적 장애물에 대한 척력 합만을 이용하여 

가상의 힘을 구현하기 때문에 동적 장애물에 대한 척력 합은 

0이다. 따라서 식 (10)에서 정적 장애물의 척력인 
os

F 는 다

음 식 (11)에 의해 구해진다. 

( ) ( )( ) ( )( )
, , , ,o s o s o s o s o

F s K X s D X s= +
�  (11) 

( ) ( ), 0 , 0

0

,

0,

n

unit unit
s o s o

i

K C C D C C when C

otherwise

ρ ρ

=

⎧
− − Δ <⎪

= ⎨
⎪
⎩

∑
�� �� �� �� ��

 

여기서 
0

ρ 는 충돌회피를 고려해야 하는 임계 거리 값을 나

타낸다. 식 (11)에서 
0

ρ 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초음파 센서

(SRF-05)의 최대 측정 거리인 3m 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해

야 한다. C
��

는 충돌벡터로 이동 로봇과 장애물과의 수직벡터

이고 [ ] [ 1]
i i

C C n C nΔ = − −

�� ��� ���

이다. unitC

��

은 단위벡터를 나타내

고 
,s o

K 와 
,s o

D 는 각각 스프링 계수와 댐퍼 계수를 나타낸

다. 식 (11)과 같이 이동 로봇과 장애물과의 관계를 스프링과 

댐퍼를 모델링 하여, 거리 및 속도 정보에 따라 가상의 힘을 

생성시키는 가상 임피던스 방법을 본 논문에서 이용하였으며, 

일반적인 임피던스 방법과는 달리 충돌벡터를 정의하였다. 

 

그림 8. 가상 임피던스 방법. 

Fig.  8. Virtual impedance method. 

 

2. 장애물 검출을 위한 충돌벡터 

본 논문에서는 이동 로봇의 전면부에 3개의 초음파 센서

(SRF-05)를 배치하였다. 이동 로봇의 전면부의 중심을 향하

고 장애물의 접선에 수직인 벡터를 충돌벡터 ( )C
��

로 정의하

고, 제안한 가상 임피던스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비교적 정확

한 거리 정보들로 장애물에 대한 충돌벡터를 이용하여 가상

의 척력을 나타내고자 한다. 초음파를 통해 장애물을 인식할 

경우를 그림 9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누었다. 우선 그림 9의 

(a)인 Case 1은 사람 또는 작은 장애물로 초음파 센서 1개에 

의해 인식되었을 경우이다. 그림 9(b)인 Case 2는 Case 1보다 

큰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초음파 센서 2개에 의해 인식되었

을 경우이다. 이 두 가지의 상황의 충돌벡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Case 1의 경우에는 측정된 초음파 센서의 거리정보

로부터 충돌벡터는 식 (12)와 같다. 

 
C

C L=

�� ���

 (12) 

Case 2의 경우에는 초음파 센서를 통하여 측정된 2개의 거

리정보에서 크기가 작은 것을 
C
L

���

로 정의하고, 나머지 거리

정보를 
C

L

���

를 기준으로 
R

L

���

 또는 
L

L

���

로 정의한다. 그림 9(b)

의 경우에는 나머지 거리정보가 오른쪽에 위치하므로 
R

L

���

로 

정의하고 
C
L

���

를 
L

L

���

로 정의한다. 
L

L

���

과 
R

L

���

이 모두 정의되

면 검출된 점 ,
L
P

R
P 을 이용하여 선분 

L R
P P 를 구하고 이 

선분의 법선벡터 중 점 
S
P 를 지나는 충돌벡터를 얻을 수 있

다. 충돌벡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 ), cos , sin
L L L L L L L
P x y d dθ θ= =  (13) 

 ( ) ( ), cos , sin
R R R R R R R
P x y d dθ θ= =  (14) 

 ( )0 0 0

1

, ,
1 1

L L

L L

x y
V x y VP x y

V V
V V

⎛ ⎞
− + ⋅⎜ ⎟⋅ −

= = −⎜ ⎟
⎜ ⎟+ +⎜ ⎟
⎝ ⎠

 (15) 

 
0 S

C P P=

��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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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그림 9. 장애물에 대한 충돌벡터 검출. 

Fig.  9. Definition of collision vector. 

 

여기서 R L

R L

y y
V

x x

−

=

−

이며, 
S
P 는 이동 로봇의 현재 위치를 나

타낸다. 
L

θ 과 
R

θ 은 이동 로봇의 진행방향인 
R

X 과 초음파 

센서가 이루는 각을 나타낸다. 

3. 네비게이션 시스템 구현을 위한 햅틱 디바이스 

본 장의 1, 2장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촉감형 네비

게이션 시스템에 접목하였다.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안내하

는 햅틱 디바이스가 필요하므로 이동 로봇의 이동 방향을 제

시할 수 있는 햅틱 디바이스를 구성하였다. 

그림 10은 햅틱 디바이스의 구성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5

개의 진동 모터로 구성된 햅틱 디바이스를 제작하였고, 조이

스틱 상단 부분에 장착하여 햅틱 조이스틱을 구성하였다.  

그림 10을 보면 반구에 진동 모터 5개를 부착한 형태로 햅

틱 디바이스를 구성하였다. 햅틱 디바이스 형태는 조이스틱

과 쉽게 결합하기 위하여 반구 형태를 선택하였고, 사용자의 

Grip 감을 고려하여 최적의 사이즈를 선택하였다. 햅틱 디바

이스에서 진동 모터는 이동 로봇이 진행해야 하는 방향을 의

미하며, 각 진동 모터는 사용자의 손가락과 연결하여 직관적

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상 임피던스 알고리즘을 통해 연산된 이동 로봇의 진행 

방향 정보를 크게 5개의 구간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이용하

여 햅틱 디바이스를 제어한다. 사용자는 햅틱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통해 이동 로봇이 이동해야 되는 방향 정보

를 인지하고, 조이스틱을 제어하여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림 10. 햅틱 디바이스. 

Fig.  10. The haptic device. 

 

IV. 실험 및 결과 분석 

1. 조이스틱 성능 분석 

그림 11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조이스틱의 성능을 분석한 

것이다. 2축 홀 센서를 이용하여 X축과 Y축을 각각 나타낸 

것으로서 각각의 축은 2.5V를 기준으로 모바일 로봇을 

전 · 후진 및 좌 · 우 방향 전환을 하도록 제어 된다.  

2. 햅틱 네비게이션 성능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하여 세 가지로 분류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

험은 부산대학교 삼성산학협동관 2층 로비에서 실시하였다.  

 

0 1 2 3 4 5
0

1

2

3

4

5

X-OUT(V)

Y
-O

U
T
(V

)

 

 

2Hall Sensor

 

그림 11. 조이스틱의 성능 분석. 

Fig.  11. Performance analysis of the joystick. 

 

 

그림 12. 실험 환경. 

Fig.  12. The experiment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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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이동 로봇의 초음파 센서(실험 1). 

Fig.  13. Ultrasonic Sensor for Mobile Robot (Experiment 1). 

 

 

그림 14. 이동 로봇의 척력 (실험 1). 

Fig.  14. Repulsive forces of the mobile robot (Experiment 1). 

 

그림 12는 이동 로봇이 장애물 인지에 따른 척력의 변화

를 실험하였다. 그림 12는 실험 1에 대한 실험 환경이다. 장

애물이 왼쪽에 존재할 경우 이동 로봇이 장애물에 접근함에 

따라 척력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림 13은 이동 로봇이 장

애물에 접근함에 따라 측정한 초음파 센서 데이터이고, 그림 

14는 이동 로봇이 장애물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물

에 대한 척력이다. 

그림 13을 보면 초음파 센서의 ρ 는 1000mm로 하였으며, 

설정된 ρ  이상의 값은 인식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림 13에

서 ① 구간은 초음파 센서의 중첩에 의해 이동 로봇이 장애

물의 위치를 인식하였고, 충돌 벡터 연산을 통해 그림 14에

서 ① 구간과 같은 척력을 생성하였다. 장애물에 접근함에 

따라 가상의 척력 세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3에서 ② 구간은 이동 로봇이 장애물에 접근함에 따라 왼쪽 

초음파 센서에서만 장애물을 측정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그

림 14에 ② 구간과 같은 가상의 척력을 생성하였다. 

그림 12는 본 논문에서 햅틱 네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한 성

능 분석을 위한 실험 환경이다. 

표 1은 햅틱 디바이스 상황에 따른 동작 표현이다. 햅틱 

디바이스에 부착된 진동 모터의 동작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진동 모터의 동작에 따라 이동 로봇이 이동해야 하는 방향을 

의미한다. 진동 모터의 번호는 그림 10에 표현되어 있다. 

실험 1은 사용자가 장애물이 없는 미지의 블라인드 환경

에서 이동 로봇을 원격 제어하여 목표 지점까지 제어하는 실

험이다. 먼저, 목표 지점을 지정하여, 이동 로봇에서 목표 지

점에 대한 가상의 인력을 생성하였고, 햅틱 디바이스를 통해 

목표 지점까지의 방향을 구현하였다. 목표지점은 좌표 값을 입

력하여 이동 로봇이 목표지점까지 도달 하였는지를 확인한다. 

그림 16에서 ① 구간은 이동 로봇이 현재 위치에서 목표 

지점까지 이동하기 위해 출발하는 부분이고, ② 구간은 이동 

로봇이 목표 지점을 향해 일직선으로 주행하는 부분이며, 

 
(a) Case 1. 

 
(b) Case 2. 

그림 15. 실험 환경. 

Fig.  15. The experimental environment. 

 

표   1. 햅틱 디바이스 동작 상태의 표현. 

Table 1. Representation of haptic device's operating state. 

Mode 1 2 3 4 5 6 

Haptic 

(Motor No.) 
1 2 3 4 5 All 

State L LC C RC R Stop

 

그림 16. 이동 로봇의 이동 경로 (실험 1). 

Fig.  16. The moving path of the mobile robot (Experiment 1). 

Dong-Hyuk Lee, Kyung-Wook Noh, Sun Kyun Kang, Hyun Woo Kim, and Jang-My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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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간은 이동 로봇이 경로를 이탈하였을 경우 햅틱 디바이

스를 통해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도착하는 부분이다. 햅틱 

디바이스는 각 구간마다 상황에 맞는 인력을 생성하였고, 사

용자에게 길 안내를 한다. 

실험 2는 실험 1과 동일한 조건에서 장애물을 추가하여 

목표 지점까지 이동 로봇을 제어하는 실험이다. 실험 1과 마

찬가지로 먼저, 목표 지점을 지정하여, 이동 로봇에서 목표 

지점에 대한 가상의 인력을 생성하였고, 햅틱 디바이스를 통

해 목표 지점까지의 방향을 구현하였다. 이동 로봇이 주행 

중 장애물을 검출 하였을 경우 가상의 인력과 척력의 합을 

통해 이동 로봇의 회피 방향을 제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바

탕으로 이동 로봇을 제어하였다.  

그림 18에서 ① 구간은 이동 로봇을 목표 지점까지 제어

하는 중 장애물이 인지되는 구간이다. 장애물이 인지됨에 

따라 충돌 벡터 연산을 통해 가상의 척력을 생성하였고, 가

상의 인력과 결합하여 가상의 힘을 생성한다. 생성한 가상의 

힘을 이용하여 이동 로봇의 회피 방향을 설정하였고, 햅틱 

디바이스를 동작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회피방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구간은 ① 구간과 같이 장애물이 인지되

는 구간으로, 햅틱 디바이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회피 방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미지의 블라인드 환경에서 이동 

로봇을 원격으로 제어하였을 때 촉감형 네비게이션 시스템

을 이용하여 장애물을 회피하고, 목표 지점까지 주행을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동 로봇은 초음파 센서를 중

첩으로 장착하여 장애물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였다. 그리

고 촉감형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가상 임피던

스 알고리즘을 접목하였다. 가상 임피던스 알고리즘을 통해 

이동 로봇을 현재 위치에서 좌표 값으로 지정한 목표 지점까

지 가상의 인력을 생성하여 이동 경로를 생성하였고, 장애물 

존재할 경우 충돌 벡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척력을 생성하여 

회피 이동 경로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이동 경로는 5개의 진

동 모터로 구성된 햅틱 디바이스의 진동을 통해 이동 로봇의 

목표 지점까지 방향을 사용자에 안내해주는 촉감형 네비게

이션 시스템을 구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동로봇을 목표 

지점까지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촉감형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목표 지

점까지 이동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 방향에 대한 안내만을 햅

틱 디바이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하지만 이동 로봇

을 원격으로 제어하여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동 로봇의 속도 등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입력한 좌표 값을 통하여 목표지점에 도달하

는 것이 아닌 GPS 센서를 통한 실외에서의 정확한 목표지점

까지의 안내를 하는 네비게이션용 햅틱 디바이스의 연구가 

진행 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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