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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지능형 자율주행 장치는 성장 동력 산업으

로 선정되어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지능형 자율주행 장치의 기술 중에서도 인간생활

에 있어 높은 활용기대와 가치를 갖은 무인자율주

행 기술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2) 

자율주행 연구는 실외 환경에서 무인차량 혹은 

로봇의 자율주행을 위한 기본 연구로서 통합경로

계획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이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도로 환경 및 실외 환경주행 기술은 

이동로봇의 활동영역이 획기적으로 증대된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갖는다. 이동로봇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로봇의 현재위치 인식, 경로생성, 장애물 

회피, 경로주행 등의 알고리즘이 복합적으로 구성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봇이 주어진 목적지까지 안전

하게 주행하기 위하여 현재 로봇의 위치와 방향을 

계산 및 주행제어를 할 경우 로봇이 신속하게 대처

하기 위한 퍼지 제어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2. 알고리즘 및 구현

2.1 자율주행 알고리즘

NXT로봇의 자율주행은 노트북을 기반으로 로

봇과 bluetooth 통신이 이루어진다. GPS 데이터 수

신 위치가 확인됨과 동시에 사용자의 목표설정 

및 목표의 방향 초기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로봇의 

위치가 확인되고 목표설정이 완료되면 첫 번째 

목표 지점으로 방향 회전 후 퍼지 알고리즘을 통하

여 속도와 방향을 제어하며 주행을 시작한다. 첫 

번째 목표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다음 목표 지점을 

향하여 반복 실행한다. Fig. 1은 본 논문에서 적용하

고자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순서도를 나타낸 것

이다.

Fig. 1 Flowchart of autonomous system

2.2 경로인식 알고리즘

GPS와 Compass sensor에 의한 경로 인식은 주행

하고자 하는 목적지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 로봇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로봇과 도착지점의 거리는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식(2)로 부터 경로의 위치 오차를 산출하

여 로봇의 좌우 모터 속도를 퍼지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제어한다. Fig. 2는 로봇이 이동하고자 하는 

목적지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1)

  × sin   arctan  
 

               (2)

여기서, 

   

h = 경로의 위치 오차

943



한국정밀공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Fig. 2 Schematic diagram of autonomous robot

2.3 퍼지 제어 알고리즘

설계한 퍼지 제어기의 입력변수 는 -15~ 
15로 설정 하였고 는 -1.5  ~ 1.5로 설정하였

다. 는 현재 로봇의 각도 에서 목표각도 를 

뺀 각도이며 는 경로 위치의 오차를 나타내며 

이때, 출력변수는 로봇의 모터 속도로 설정하였다.
로봇의 모터 속도를 결정하는 방법은 오차 거리

와  가 클수록 모터 값의 변화를 크게 하고, 
반대로 그 값이 작을수록 모터 속도 변화를 작게 

하여 목표점에 빠르게 도달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

다. 
Table 1은 모터의 퍼지제어 규칙을 나타낸 것이

며 Fig. 3은 퍼지 입력에 대한 출력을 나타낸다. 
또한, 퍼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적용 및 주행 시험

을 실시하기위해 Labview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Fig. 4는 자율주행을 위해 구성된 화면

을 나타낸다.  

Table 1 Fuzzy rule for motor control

h
θm

NB NM NS ZO PS PM PB

NB PB PB PB PB PM PS ZO

NM PB PB PM PM PM ZO NS

NS PB PM PS PS ZO NM NM

ZO PB PM PS ZO NS NM NB

PS PM PM ZO NS NS NB NB

PM PS ZO NM NM NM NB NB

PB ZO NS NM NB NB NB NB

Fig. 3 Output surface for the FIS

Fig. 4 GUI for autonomous system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퍼지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한 

자율주행 로봇의 주행 알고리즘을 설계하였으며 

이를 적용한 자율 주행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향후 알고리즘이 적용된 로봇의 주행시험과 주

행 시 획득하게 되는 GPS의 위치 데이터 검토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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