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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로봇의 위치 추정을 위한
센서 융합기반 Dead-Reckoning 기술 개발

Development of Dead-Reckoning technology based on sensor fusion
for position estimation of Swarm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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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R sensor module (b) Control board

(c) Swarm Robots
Fig. 1 The structure of swarm robot

1. 서론

군집 로봇은 다수의 개체가 서로 협업하여 목적

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로봇 시스템으로, 각 개체의 

성능은 떨어지더라도, 역할 분담 및 협업을 통해 

이를 극복한다. 군집 로봇의 기본 개념은 자연계의 

동물들의 군집 행동에서 파생되었으며, 군사적 목

적이나, 소방 방재 등 특수목적을 위해 개발되고 

있다.
실외 환경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군집로봇은 주

행하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수집된 정보

를 기반으로 군집로봇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적절하

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된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하여 이동함으로써 목적지까지 도

달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군집로봇이 자율 주행을 

하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

는 주행 중 존재하는 장애물을 인식하고 이를 회피

하는 장애물 회피 기술, 주어진 지도 정보를 바탕으

로 최단 경로를 생성하여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경로 계획 기술, 그리고 로봇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위치추정 기술들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군집로봇의 자율 주행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술들 중 위치추정 방법을 다룬

다. 지금까지 연구 된 위치 추정 방법은 외부 신호원

을 이용하여 위치를 추정하는 최소 자승법(Least 
Square)과 삼변 측량법(Trilateration)등이 있고, 군
집 로봇 내부에 장착된 거리 센서를 이용하여 위치 

추정하는 방법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군집로봇

을 제작하고, encoder 및 6축 센서를 사용하여 군집

로봇을 위치추정 방법들을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encoder와 6축 센서를 융합한 dead-reckoning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위치 추정에 필요한 군집로봇의 하드웨어 설계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encoder 및 6축 센서를 

이용한 위치 추정 방법에 대한 설명과 encoder와 

6축 센서를 융합한 dead reckoning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 방법을 설명하고, 4장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제시한다.

2. 군집로봇 하드웨어 설계

군집로봇은 로봇의 구동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모듈과 로봇의 위치 추정을 하기위해 DR센서 모듈

로 구성되어 있다.
Fig.1은 제작된 군집로봇의 시스템 구조를 나타

낸 것이다. Fig.1의 (a)는 군집 로봇의 제어 모듈로 

엔코더 모터, 모터드라이브, MCU, 5v전원부로 구

성되어 있으며, (b)는 DR센서 모듈로 gyro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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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axis sensor data

      (b) Encoder motor data
Fig. 2 Data for estimating the position

of the swarm robot

acceleration sensor, 그리고 acceleration sensor에 전

원을 공급하기 위해 제작된 3.3v 전원부로 구성되

어 있다. (c)는 군집로봇의 외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에서 MCU는 Atmel사의 AT90CAN128을 

사용하였으며, 군집로봇의 제어 모듈과 DR센서 

모듈은 CAN통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한

다.

3. Dead reckoning 방법

1. Encoder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여기는 로봇은 4개의 

바퀴를 가지는 군집로봇으로써 4개의 모터 encoder
에서 encoder pulse counter로부터 양 바퀴의 각 변위

를 ∆∅∆∅∆∅∆∅로 계산한다. 양 바퀴

의 각 변위로부터 군집로봇의 선형 변위와 각 변위

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              (1)

       ∆  

∆∅∆∅           (2)

여기서, r은 군집로봇 바퀴의 반지름이고 L은 

양 바퀴 사이의 거리이고, ∆는 로봇의 선형변위

이며 ∆는 로봇을 움직일 때 로봇자체의 각 변위
를 나타낸다. (1)~(2)식을 이용하여 구한 로봇의 

선형 변위와 각 변위로부터 로봇의 위치와 방향각

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 
        = ∆              (3)

        = ∆

로봇이 움직이면, k가 증가하면서 4개의 바퀴의 

모터 encoder로부터 encoder pulse encoder를 반복적

으로 읽으며 군집로봇의 위치를 추정한다. 
2. 6축 센서

          

6축 센서는 acceleration sensor와 gyro sensor로 구

성되어 있다. acceleration는 LIS2LV02QD 칩을 이용

하였으며, gyro sensor로는 P0-GMD-20-01칩을 이용

하였다. 6축 센서는 군집로봇의 가속도, 각속도 및 
온도를 측정하여 디지털 신호를 SPI 통신으로 데이

터를 송수신한다. 또한, 출력 데이터는 16bit로 전송 

되며, acceleration 데이터 값이 1씩 올라 갈 때마다 

이 된다. 
Fig.2는 군집로봇의 위치 추정에 대한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a)는 6축 센서에 대한 데이터를 

CAN 모니터링 장치를 이용하여 나타내었으며, (b)
는 encoder pulse를 이용하여 USART통신으로 군집

로봇의 위치 추정한 것을 나타낸다..

4. 결론

본 논문은 군집로봇의 자율주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dead-reckoning 방법을 이용해 위치 추정 개발

에 대한 연구내용이다. 먼저 위치추정 할 군집로봇

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군집로봇을 이용해 encoder 및 6축 센서

로 위치추정을 해보았다. 하지만 내부 센서를 이용

한 위치 추정은 시간에 따라 오차가 누적되는 단점

이 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선 6축 센서와 encoder
를 융합한 위치추정 방법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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