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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율 주행 할 수 있는 로봇은 사람이 갈 수 없는 위험한 장소이나 좁은 장소에 접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로봇에 광소자 센서를 이용하여 빛의 차이에 따라 스스로 길을 찾아 갈

수 있게 하였다. 밝기에 따라 로봇이 길을 찾으므로 차선이나 도로의 지시 선을 따라 로봇

이 원하는 목지에 도달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무선 센서를 이용하여 임무 수행 중 얻은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달 할 수 있게 하였다.
   

1. 서론

자율 주행 로봇은 스스로 주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 할 수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이나 힘든 일을 대신할 수 있다. 자율 주행 로봇은 스스로

주행하여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밝기의 변화에 따라 길을 인식하여 로

봇이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또한 무선 센서

를 이용하여 임무 수행 중 얻은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달

할 수 있게 하였다.

2. 관련연구

자율 주행 로봇이 목적지까지 주행하기 위해 적용되는

연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차선의 색상을 검출하여

주행하는 길을 인식하는 방법 [1], 카메라를 이용하여 입

력된 영상에서 라인 추출을 하여 길을 찾아 가는 방법[2],

차선의 경계의 특징을 검출하여 차전을 인식하고 주행하

는 방법[3] 등이 있다. 표 1은 각 방법별 특징을 나타낸다.

연구 방법 특징

색상검출
도로변의 잔디 색상으로 영상처리

보도를 추출하고 정해진 길을 따라감

카메라
카메라로 입력된 영상에서 라인을 찾아 로봇

이 이동

차선인식
차선경계, 시작위치, 방향 등 특징을 이용하

여 차선을 검출하여 차선 따라 주행

표 1. 각 방법별 특징

그리고 각 적용 가능한 센서들의 특징을 표 2와 같다. 각

센서의 특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다 다르다.

센서 특징

더듬이

센서

외부로 부터 받아들이는 접촉에 의해 장애물

이 없을 때 전진

적외선

센서

IR센서를 이용하여 물체를 탐지하여 장애물

이 없을 때 전진.

광소자

센서

빛의 세기에 따라 저항 값이 변하므로 밝기

에 따라 차선을 인식

표 2. 각 센서별 특징

본 연구에서는 광소자 센서를 이용하여 자율 주행 로봇이

주행할 길을 찾는다. 광소자 센서는 빛의 세기에 따라 저

항 값이 변하는 센서이다. 빛이 밝을 경우 저항 값이 아주

작고 어두울 경우 약 50kΩ 정도이다.

자율 주행 로봇에 사용되는 로봇은 서보 모터가 두개로

바퀴가 작동되는 소형 BoeBot 로봇을 사용하였다[4]. 보봇

(BoeBot)로봇은 Parallax 사에서 판매하는 로봇키트로 알

루미늄 틀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전지와 전기를 이용하도

록 구성되어 있다. 상단에는 여러 가지 센서를 부착하여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다. 그림 1은 보봇 로봇과 센서를

사용하는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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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평균

Difference

(Average/6)

O

20.5 21.5 22.2 20.9 21.275

Difference X X X X X

표 4. 로봇이 트랙을 주행했을 때 시간

그림 1. 보봇 로봇과 센서의 구성도

또한 임무를 수행하고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지그비 센서를 사용한다. 지그비는 근거리 통신을 지원하

는 IEEE 802.15.4 표준 중 하나이다[5].

3.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 구성한 시스템은 광소자 센서이다. 저항 값

(R)이 커질수록 역치전압이 작아지는데 여기서 전압이 역

치전압이므로 와 R이 비례하지 않고 반비례한다. 만약

빛의 세기가 세진다면 저항이 낮아지고 역치전압이 커진

다. 연결된 회로에서 전압이 1.4V 이상으로 유지된다면 입

력 레지스터에 값이 1이 저장되고, 1.4V 미만이면 값이 0

이 저장된다. 이 상태에서 average 변수 값을 조정하면

빛의 감도를 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길을 따

라가는 자율 주행 로봇을 만들 수 있다. 그림 1은 광소자 

센서의 구성도이다.

그림 2. 광소자 센서의 구성도

본 연구에서는 보봇을 제어하기 위해 PBASIC 언어를 사

용하고 무선 통신은 프로세싱(Processing) 프로그래밍 언

어를 사용하였다. 그림 3은 PBASIC 언어로 작성된 광소

자 센서제어 프로그램이다. 서브루틴 중

Average_And_Difference는 미세한 차이 때문에 보봇이

경로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한 것이며 평균/6으

로 차이를 설정하여 작은 값에 차이를 더한 값이 큰 값보

다 작아야 방향전환을 이루어지게 하여 미미한 차이로 보

봇이 도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림 3. PBASIC 언어로 작성된 광소자 센서제어 프로그램

4. 실험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자율 주행 로봇이 목적지까지 주행을 할

수 있게 광소자 센서를 사용하여 밝기에 따라 라인을 따

라 가도록 하였다. 그림 4는 실험장면이다.

그림 4 자율 로봇 실험 장면

광소자 센서가 빛의 밝기에 따라 주행 할 길을 찾기 위해

소스코드에서 서브루틴 중 Average_And_Difference는 보

봇이 경로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Average_And_Difference는 평균/6으로 차이를 설정하여

작은 값에 차이를 더한 값이 큰 값보다 작아야 방향전환

을 이루어지게 하여 작은 차이로 보봇이 도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차이 값을 두지 않고 보봇을 주행시켰을 때와

차이를 설정하고 자율 로봇을 주행시켰을 때 트랙의 완주

여부와 시간을 가지고 비교를 해 보았다. 표 4는 트랙을

주행했을 때의 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 주행 로봇이 임무 수행 중 얻은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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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무선으로 전송하기 위해 지그비 센서를 사용하였다.

그림 5는 프로세싱[6]을 이용한 서버 프로그램이다.

importprocessing.net.*;

Server s;

Client c;

String input;

void setup()

{

size(450, 255);

background(204);

frameRate(5); // Slow it down a little

s = new Server(this, 12345);

// Start a simple server on a port

}

void draw()

{

if (newTemHum == true) {

//Read data and transmit

}

}

그림 5. 서버 프로그램

5. 결론

자율 로봇은 스스로 운행하며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므

로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나 위험한 곳에 직

접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자율 주행 로봇이 목적지

까지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 주행 할 수 있는 능력이 매

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광소자 센서를 사용하여 길을

찾아 갈 수 있게 하였다. 광소자 센서는 빛의 밝기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지므로 주행로에 차선 등 길을 표시한 부분

이 있을 경우 주행로를 찾을 수 있다. 임무 중 얻은 데이

터는 무선으로 전송하기 위해 지그비 센서를 사용하였다.

추후 연구 과제로는 여러 가지 센서와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자율로봇이 효율적으로 주행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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