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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현대사회의 물류 현장에서 근로자가 직접 물류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거나 상하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한 물류 분류 시스템은 물류 운반 로봇과 컨베이어 벨트로 구성

된다. 물류 운반 로봇은 경로 설정 및 장애물 감지가 가능한 자율주행 기능을 가지며, 컨베이어 벨트는 하차

된 물류의 무게 측정과 배송 가격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와 육

체적 또는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대와 심야 시간에 부족

한 인력을 보충하여 24시간 물류센터를 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키워드: 오렌지 파이(Orange pi), 아두이노 우노(Arduino UNO), 초음파 센서(Ultrasonic Sensor), 

로드 셀 센서(Load cell weight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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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본 연구는 인력을 대신할 대체 수단으로, 현재 상용화 되는 프랑스의 

물류 로봇 시작인 ‘엑소택 솔루선즈’를 모티브를 가지고 자율 주행 

로봇과 로드 셀 컨베이어 벨트를 구현하게 되었다. 자율주행 로봇 

파트와 컨베이어 벨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부품별로 메인부, 

입력부, 센서부, 출력부, 구동부로 구분된다. 자율주행 로봇에서는 

입력부의 카메라를 통해 운전하는 경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메인부의 MCU에 좌푯값을 입력받아 경로를 계산, 저장, 정제한다. 

그리고 Arduino UNO가 구동부의 스테핑 모터를 구동하여 컨베이어 

벨트까지 이동시킨다. 센서부의 초음파 센서가 장애물을 인식하고, 

장애물이 있을 시 Arduino UNO로 신호를 전송하여 출력부의 수동 

버저를 울려서 소리신호로 경고를 알릴 수 있도록 한다. 컨베이어 

벨트 분야에서는 물류를 감지하게 되면, 로드 셀 센서가 물체의 중량을 

측정하고, 메인부의 Arduino UNO로 전달하고 출력부의 LCD패널로 

중량에 따른 가격을 나타낸 후 구동부의 스테핑 모터로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하고 정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때 컨베이어 벨트에 

장착된 초음파 센서가 물체를 인식하게 해준다.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은 [Fig. 1]과 같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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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Design and Implementation

1. Circuits of Logistics System

본 시스템의 전체 회로도는 [Fig. 2]와 같이 자율 주행 로봇과 

컨베이어 벨트로 나누어져 있다. 자율 주행 로봇은 두 개의 메인부, 

입력부, 센서부, 출력부와 구동부가 있다. 메인 부는 오렌지 파이를 

사용하며 카메라 센서에서 입력된 주변 상황을 인식한다. 그리고 

인식된 모습을 이미지화하고 목적지까지 경로를 저장한다. 아두이노 

우노는 저장된 경로를 따라가는 동안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센서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센서부인 초음파 센서와 

출력부인 수동버저는 상황인식 후 경고 신호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초음파 센서는 장애물과 로봇 간의 거리를 인식한다. 수동버저는 

초음파 센서에서 받은 거리 정보에 따라 위험 신호를 거리마다 다른 

높낮이, 크기에 차이를 두어 발생시킨다. 컨베이어 벨트는 메인 부, 

센서부, 구동부, 출력부로 구성된다. 메인 부인 아두이노 우노는 컨베이

어 벨트의 전체적인 작동을 지시한다. 센서부인 초음파 센서는 컨베이

어 벨트 입구에 설치되어 물체가 감지한다. 감지된 물류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로드 셀 위로 이동시킨다. 센서부인 로드 셀은 옮겨진 

물류의 무게를 측정하여 가격을 책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책정된 

가격을 출력부인 LCD에 표시한다.

Fig. 2. Circuits Diagram 

2. Flow Chart of System

본 과제의 자율 주행 로봇의 프로그램 흐름도는 [Fig. 3]와 같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자율주행 로봇에 부착된 초음파 센서, 

카메라 모듈, 스테핑 모터의 초깃값을 설정한다. 그리고 오렌지 파이 

내의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오렌지 파일 내에는 경로는 저장할 수 

있다. 저장된 경로의 유무를 확인한다. 저장된 경로가 있다면 물류 

짐 실은 후에 저장된 경로로 로봇이 이동한다. 저장된 경로가 없으면 

Orange Pi에 장착된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원격으로 경로를 설정한다. 

저장된 경로까지 로봇을 이동한다. 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초음파 

센서를 작동시켜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로봇이 목적지까

지 움직일 때 전방에 장애물이 감지되면 각 거리에 따라 각기 다른 

데시벨과 주기로 경고음을 발생시킨다.

Fig. 3. Flow Chart

3. Implementation  

로봇이 컨베이어 벨트 앞에 도착하면 로봇에 부착된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하여 물류를 하차한다. 물류 하차가 되면 컨베이어 벨트 

입구에 장착한 초음파 센서가 물류를 감지한다. 감지 후에 스테핑 

모터를 작동시켜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하는데 이때, LCD에 작동을 

알리는 START 메시지를 표시한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한 

물류는 로드 셀 센서를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한다. 측정된 무게는 

범위에 따라 각각 가격을 매겨진다.

Fig. 4. Robot & Conveyor Belt

III. Conclusions

본 연구를 통하여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피로 감소, 심야 시간대의 

인력을 보충하여 24시간 물류센터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다양한 센서와 모터를 통하여 시스템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REFERENCES

[1] Sung-rok Choi et al., “Logistics and delivery robot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

tions Trends, pp. 101-107,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