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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utdoor mobile robots are faced with various terrain types having different characteristics. 
To run safely and carry out the mission, mobile robot should recognize terrain types, physical and 
geometric characteristics and so on. It is essential to control appropriate motion for each terrain 
characteristics. One way to determine the terrain types is to use non‐contact sensor data such as vision 
and laser sensor. Another way is to use contact sensor data such as slope of body, vibration and 
current of motor that are reaction data from the ground to the tire. In this paper, we presented 
experimental results on terrain classification using contact sensor data. We made a mobile robot for 
collecting contact sensor data and collected data from four terrains we chose for experimental 
terrains. Through analysis of the collecting data, we suggested a new method of terrain feature 
extraction considering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confirmed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classify 
the four terrains that we chose for experimental terrains. We can also be confirmed that terrain feature 
extraction method using Fast Fourier Transform (FFT) typically used in previous studies and the 
proposed method have similar classification performance through back propagation learning 
algorithm. However, both methods differ in the amount of data including terrain feature information. 
So we defined an index determined by the amount of terrain feature information and classification 
error rate. And the index can evaluate classification efficiency. We compared the results of each 
method through the index. The comparison showed that our method is more efficient than the exis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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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실외 환경에서의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 로봇

은 다양한 조건의 지질들을 만나게 된다. 아스팔트와 

같이 평평하고 단단한 지질에서는 미끄러짐(slip)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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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으며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여도 로봇의 안전성

이 높다. 하지만 모래와 자갈과 같이 표면에 굴곡이 

크거나 유연한 지질에서는 미끄러짐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빠른 속도로 달리는 상황에서는 로봇의 안전성

이 낮다. 이렇게 실내 환경과 달리 실외 환경에서 주

행을 하는 이동 로봇에게는 현재 주행중인 지질을 인

식하여 안전성을 고려한 최적의 주행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실외 환경에서 지질을 인식하고 분류하기 위한 방

법으로는 레이저 스캐너, 적외선 카메라, 전하결합소자

(CCD)카메라, 라이다 등의 센서를 사용하는 비접촉 정

보 기반의 지질인식 연구와 로봇 몸체의 진동정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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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기 등과 같이 바퀴와 지면간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

는 파라미터 등을 이용한 지질인식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먼저, 비접촉식 센서 데이터 기반의 연구로는 레이

저 스캐너를 통한 지질 인식 연구[1]가 있다. 레이저 스

캐너로 지질마다 수집한 데이터를 주파수 정보로 변환

하고 이 데이터를 학습 알고리즘으로 학습시켜 지질을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류 성능은 높지만 처리

할 데이터의 양이 많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물 웅덩이와 같은 곳에서는 레이저의 난반사로 

인해 데이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지질인식의 정확도

가 떨어지게 된다. 전하결합소자(CCD)카메라와 같은 

영상 정보를 활용한 지질인식 연구[2-4]는 영상 센서를 

통해 얻은 데이터에서 색상과 질감 특징을 추출하고 

로봇이 주행 가능한 여러 지질과 하늘, 숲 등으로 분

류하여 주행이 가능한 지질과 그렇지 않은 지질을 인

식한다. 단점으로 영상 정보는 조명 또는 기후와 같은 

환경 요인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질 분류 결과가 왜곡

되기 쉽다.
접촉식 센서 데이터 기반의 지질인식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한 가지는 로봇과 지면과의 접촉으

로 인해 발생하는 접촉 각, 미끄러짐, 추진력 등의 파

라미터를 추정하여 지질을 특성화하는 연구[5,6]로 특성

화된 지질정보는 주행제어 계획에 활용된다. 
다른 한 가지는 로봇 몸체의 진동, 기울기 등의 정

보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모래, 자갈, 흙 등과 같이 주

행 지질을 분류하는 지질 분류 연구[7-11]가 있으며, 이 

연구는 이동 로봇이 지질에 의존하여 주행 제어 모드

를 선택하기 위해 주로 연구되고 있으며, 지질 분류를 

통해 주행지질을 판단하고 알맞은 주행 제어를 하여 

미끄러짐이나, 바퀴 묻힘, 로봇의 물리적 손상 등의 위

험상황을 예방할 수 있으며, 또한 미끄러짐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지질 분류 연구의 지질을 분류하기 위한 방법을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수집한 접촉식 센서 데이터를 오프

라인 상에서 지질 특성을 추출한 후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학습을 시키게 된다. 이렇게 학습이 완료된 

이동 로봇이 온라인 상에서 주행을 하며 센서로 데이

터를 수집하고 지질 특성정보를 추출하여 학습된 지질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지질을 분류하게 된다. 이러한 

진행 과정 중에 접촉식 센서 데이터로부터 지질 특성

을 추출하는 방법은 지질 분류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

심기술[12-14]로 최근에도 활발히 연구 중이다. 주로 고

속 퓨리에 변환을 통해 주파수 성분으로 변환된 데이

터에서 지질 특성정보를 추출하여 학습시키는 방법이 

사용되며, 비교적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이지만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

하다. 또한 추출하게 되는 지질 특성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실시간 구현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독창적으로 제안하는 지질 특성정보 

추출 방법은 지면과 바퀴 사이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

는 현상과 지질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접촉식 센

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부터 착안한 방법이다. 기존

의 주파수 변환을 이용해 지질 특성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에 비해서 적은 양의 센서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추출된 지질 특성 데이터의 개수 또한 적다. 하지만 지

질 분류율은 비슷한 성능을 보이지만 좀 더 빠르게 지

질 특성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므로 실시간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제안하는 방법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접촉식 센서 데이터의 수집과 분

석(2장), 지질 특성정보 추출(3장), 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용한 지질 특성 추출방법에 따른 지질 분류 성능비

교(4장)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2. 식 센서 데이터의 수집  분석 

2.1 식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로  시스템 설계

실외를 주행하며 지면과 바퀴 사이의 접촉을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을 Fig.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외부 플랫폼은 알루미늄 재질로 가로 

24cm, 세로 37cm 의 크기를 가지며 에어 충전식 바퀴 

4개로 구성된다. 내부 시스템 구성은 임베디드 보드를 

중심으로 관성측정장치(IMU)와 2개의 모터 제어기, 4
개의 엔코더 모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센서 모듈

과 메인보드 사이의 통신은 RS232 통신 방식을 사용

하였고 제어 컴퓨터와 로봇 사이의 통신은 무선랜 방

식으로 이루어 지도록 구성하였다.
지질 특성 데이터로 사용되는 센서 데이터로는 관

성측정장치(IMU)로 측정되는 3축 방향의 가속도, 롤율

(roll rate)/피치율(pitch rate)/요율(yaw rate), X축과 Y
축의 기울기 정보가 있고 모터 제어기를 통행 로봇이 

주행 중에 사용하는 모터 전류를 수집하게 된다.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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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종류 바퀴지름 최대속도

견마로봇 68 cm 8.34 m/s

실험용 소형로봇 10 cm 1.23 m/s

Table 1. Comparison of scale with Military robot and our experimental 

robot

Fig. 1. The mobile robot and controller architecture for experimental 

purpose

아스팔트                     흙

자갈                         모래

Fig. 2. Experimental terrains

전류는 이동 로봇의 추진력과 관련된 파라미터이므로 지

질마다 데이터의 특성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접촉 정

보에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컴퓨터와 로봇 사이

의 통신은 무선랜 방식으로 이루어 지도록 구성하였다 

2.2 실험 지질 선정

실험 지질은 지질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단단

한 지질에 속하는 아스팔트와 흙 지질과 유연한 지질

에 속하는 자갈과 모래 지질을 실험지질로 Fig. 2.와 

같이 네 지질을 선정하였다.  
아스팔트와 흙은 단단한 지질로 이동 로봇이 주행

을 할 때 지질의 변형이 적게 발생하며 바퀴와 지면과

의 접촉점의 개수가 적지만 단단하기 때문에 마찰력이 

크게 작용한다. 유연한 지질인 자갈과 모래 지질은 바

퀴와의 접촉으로 인해 지질의 변형이 일어나기 쉬우며 

자갈은 접촉점의 개수가 적고 모래의 경우는 많지만 

둘 다 변형되기 쉽기 때문에 마찰력이 작게 작용하는 

특성을 갖는다. 다음 2.3절에서는 이러한 지질의 물리

적 특성을 고려하여 접촉식 센서 데이터를 분석한 내

용을 소개한다.

2.3 지질별 수집 데이터 분석 

접촉식 센서 데이터는 설계한 소형로봇으로 선정한 

네 곳의 실험지질을 0.65m/s의 속도로 직선주행을 하

도록 제약조건을 주고 실험하여 수집하였다. 소형로봇

의 주행 속도는 Table 1과 같이 바퀴 크기를 기준으로 

국방연구소에서 개발한 야지 자율주행을 목적으로 하

는 견마로봇과의 스케일 비교를 통해서 타당성을 확인

하였다. 바퀴의 크기를 기준으로 실험용 소형로봇의 최

대주행속도는 1.23m/s 이므로 실험에 사용한 주행속도

인 0.65m/s는 최대주행속도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속

도이므로 실험에 유효한 속도로 판단하였다. 
수집한 지질별 센서 데이터를 X축은 샘플 개수로, 

Y축은 센서 출력 값의 보정 전 원시 데이터로 하여 

그래프를 출력하면 Fig. 3.과 Fig. 4와 같이 나타나며, 
데이터는 지질마다 다른 특성을 가짐을 육안으로도 쉽

게 확인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센서 데이터에서 지질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 지질별 센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

질마다 데이터의 위쪽 피크점과 아래쪽 피크점의 주기, 
진폭 등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게 됨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지면의 물리적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

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Fig. 3의 지질별 모터 전류 데이터를 보면 아스팔

트는 평평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위, 아래 피크점의 주

기와 진폭이 비교적 일정하다. 자갈 지질 데이터는 바

퀴와 지면간의 불규칙적인 접촉으로 인해 위쪽 피크점

이 높게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다. 
모래 지질 데이터는 네 곳의 실험 지질 중에서 가

장 유연하고 접촉점이 많은 지질로 다른 지질에 비해 

피크점 개수가 적으며 피크점이 없는 구간은 전류 소

모가 작은 구간이므로 바퀴의 미끄러짐이 발생한 구간

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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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tor current data collected from experimental terrains (X‐
axis: Sample number, Y‐axis : Sensor raw data )

Fig. 4. Yaw rate data from experimental terrains (X축 : 샘  개수, 

Y축 : 센서의 보정  원시 데이터 )

흙 지질 데이터는 자갈과 모래 지질 데이터의 중간 

정도의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흙 지질은 크기가 작은 

자갈과 모래가 섞인 지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Fig. 4의 요율 데이터는 육안으로 물리적 특성이 

확인될 정도는 아니지만 지질별로 위, 아래 피크점의 

패턴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수집한 접촉식 센서 데이터 중에 모터 전류와 요

율, Z축 가속도의 데이터가 비교적 지질 특성이 강하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다음 3장에서는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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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lgorithm concept of terrain feature extraction using peak 

variances

특성이 강한 세 가지 센서 데이터에서 지질 특성을 추

출하는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추출한 특성정보가 지질 

분류에 사용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검증한 결과를 

소개한다.

3. 지질 특성정보 추출

3.1 피크분산을 이용한 지질 특성정보 추출 방법

2.3절에서 지질별 접촉식 센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

과를 바탕으로 수집 데이터에서 지질 특성정보를 추출

하기 위해 Fig. 5와 같은 방법을 고안하였다. 
수집한 접촉식 센서 데이터가 지질마다 위, 아래 

피크점의 주기와 진폭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활용

하기 위해 사용자가 정한 일정 구간 동안에 얻어진 데

이터에서 위쪽과 아래쪽의 피크점을 추출하였다. 

0
dt

XX 1kk >
− − , 0

dt
XX k1k <

−+ (1)

0
dt

XX 1kk <
− − , 0

dt
XX k1k >

−+ (2)

연립부등식(1)을 만족하는 센서 데이터 Xk를 위쪽 

피크점 데이터로 사용하였고 연립부등식(2)를 만족하는 

센서 데이터 Xk를 아래쪽 피크점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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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한 피크점은 식(3)을 이용하여 추출한 위쪽 피

크점 데이터 Xpp와 아래쪽 피크점 데이터 Xnp의 평균 

μpp, μnp을 각각 구하고 식(4)를 이용하여 분산 
 , 



을 계산하게 된다. 계산된 두 개의 분산 데이터를 분

류 특성을 분석하기에 용이하도록 2차원 평면의 X, Y
축에 각각 대응시켜 데이터를 출력하면 Fig. 5의 오른

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2차원 평면에 지질 그룹이 형

성되게 된다. 이 계산 과정을 다음 샘플링 시간에 측

정되는 센서 데이터를 추가하여 반복계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얻어진 위쪽과 아래쪽의 피크분산 값을 피크분

산 특성정보(Feature of peak variance)라고 명명하여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물은 피크 값의 분산을 계산하기 위

한 구간 n을 50샘플로 선정하였으며, 구간의 크기를 

변화시켜 실험한 결과로 구간의 길이가 길수록 추출된 

지질그룹의 구분이 명확해 짐을 확인하였다.

3.2 센서별 지질 특성 추출 결과

같은 지질에서 수십 회의 반복 실험을 통해 피크분

산을 이용해 추출한 지질 특성정보 데이터가 센서별로 

특정 지질이 반복되는 특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반복되는 특성을 보이기 위해 Fig. 6, Fig. 7, Fig. 
8 과 같이 센서별로 4회의 반복 실험결과를 보였다.

먼저 Fig. 6의 모터 전류 정보를 이용하여 지질 특

성을 추출한 결과를 보면 4회의 반복실험 동안 아스팔

트와 흙 지질의 피크분산의 분포와 유동성이 작게 나

타났다. 반면에 자갈과 흙 지질의 피크분산의 분포와 

유동성은 크게 나타났다. 고정적인 특성을 보이는 아스

팔트와 흙 지질은 모터 전류 정보를 이용해 추출한 지

질 특성정보로 지질 분류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Fig. 7은 Z축 가속도 정보를 이용한 지질 특성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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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result of terrain feature extraction from motor current 

data on each experimental terrains(Dotted rectangle is before 

enlarged portion, solid rectangle is after enlarged portion)

Fig. 7. The result of terrain feature extraction from acceleration data of 

z‐axis on each experimental terrains(Dotted rectangle is before 
enlarged portion, solid rectangle is after enlarged portion)

출 결과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해 보면 흙과 모

래 지질 모두 고정적인 특성을 보이지만 흙 지질은 아

스팔트 지질의 피크분산 분포와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

게 된다. 겹치는 부분은 지질 특성이 비슷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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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result of terrain feature extraction from yaw rate data 

on each experimental terrains(Dotted rectangle is before 

enlarged portion, solid rectangle is after enlarged portion)

Z축 가속도 정보를 이용하여 추출한 지질 특성으로는 

흙과 아스팔트는 비슷한 지질로 판단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자갈 지질의 피크분산 분포의 유동성은 조금 나

타났지만 분포의 크기는 작게 나타났기 때문에 자갈 

지질의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Fig. 8은 요율 정보를 이용한 지질 특성 추출 결과

로 자갈 지질만 피크분산 분포와 유동성이 조금 나타

나고 나머지 세 지질은 분포와 유동성이 작게 나타났

다. 이 결과를 통해 요율 정보가 다른 센서들 보다 지

질 특성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용한 지질 특성 추출 

방법에 따른 지질 분류 성능비교

본 4장에서는 제안한 방법과 기존의 방법의 성능비

교를 위해 기존의 지질분류 연구에서 지질 특성정보로 

활용하는 고속 퓨리에 변환 특성정보와 피크분산 특성

정보를 신경망을 통해 학습하여 지질을 분류하고, 두 

방법의 성능을 비교한 내용을 소개한다. 사용된 신경망

은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입력층‐은닉층‐출력층의 역방

향 다층퍼셉트론 네트워크 구성을 갖는다.

4.1 고속 퓨리에 변환 특성정보를 이용한 지질 분류

고속 퓨리에 변환 특성정보를 이용하여 지질 분류 

실험은 Debangshu Sadhukan[12] 이 제안하였던 방법을 

사용하였다. 센서로 얻은 데이터를 고속 퓨리에 변환 

정보로 변환하면 특정 구간의 주파수 성분이 지질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 구간에서 

10개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지질 특성정보로 활용하였

다. 지질마다 추출한 고속 퓨리에 변환 특성정보는 분

류 검증을 위해 역전파 알고리즘의 구성은 10노드의 

입력층, 30노드의 은닉층, 4노드의 출력층으로 설정하

였으며, 학습율은 0.01, 반복횟수는 5000회로 설정하였

다. 한 세트가 10개로 구성된 지질 특성정보 600세트

를 추출하여 400세트는 학습 데이터로, 200세트는 지

질 분류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여 Fig. 9와 같은 실험

결과를 얻었다.
지질 분류 결과 그림의 구성은 X축에는 지질의 종

류이고 Y축은 분류율을 나타낸다. Y축의 0을 기준으

로 위쪽은 해당 지질의 분류율이고, 아래쪽은 해당 지

질이 아닌 다른 지질로 분류한 분류율을 나타냈다. 즉, 
분류 오류율을 의미한다.

고속 퓨리에 변환 특성정보를 이용한 모터전류 데

이터를 이용한 분류결과는 흙 지질을 제외한 지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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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result of terrain classification using terrain features of 

FFT

Fig. 10. The result of terrain classification using terrain features of 

peak variance

평균 85% 정도의 분류율을 보였으며, Z축 가속도 데

이터는 모래와 흙 지질이 높은 분류율을 보였다. 요율 

데이터는 평균 97% 정도의 높은 분류율을 보였으며, 
이 결과는 앞의 3.2절의 내용에서 지질 특성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4.2 피크분산 특성정보를 이용한 지질 분류

피크분산 특성정보를 학습하고 분류 성능을 검증하

기 위한 역전파 알고리즘의 구성은 2노드의 입력층, 
10노드의 은닉층, 4노드의 출력층으로 설정하였으며, 

학습율은 0.01, 반복횟수는 5000회로 하였다.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한 세트가 위쪽 피크분산과 아래쪽 

피크분산 값으로 2개인 피크분산 특성정보를 600 세트

를 추출하여 400세트는 학습 데이터로 200세트는 지질 

분류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여 Fig. 10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요율 데이터를 이용한 지질 분류결과는 

모든 지질의 분류율이 평균 95% 이상으로 고속 퓨리

에 변환 특성정보를 이용한 분류 결과와 비슷한 분류 

성능의 결과를 얻었고 나머지 두 센서 데이터의 전체

적인 분류율은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모터전류 데이터

를 이용한 분류결과에서 아스팔트와 모래 지질과, Z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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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특성 추출 

방법

입력

데이터 수

출력 

데이터 수

연산시간

(sec)

방법 1 50 10 0.1292

방법 2 50 2 0.0676

Table 2. The comparison of computational time according to method 

for terrain feature extraction (Method 1 : terrain feature 

extraction using FFT feature data, Method 2 : terrain 

feature extraction using peak variance data)

가속도 데이터를 이용한 분류결과에서 자갈 지질은 분

류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센서마다 지질을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조합해

서 지질을 분류한다면, 고속 퓨리에 변환 특성정보를 

이용한 분류 성능과 대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류 알고리즘을 이동 로봇에 적용 할 때는 

로봇이 주행을 하며 실시간으로 지질을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분류 성능뿐만 아니라 실시간성도 고려해야 한

다. 다음 4.3절에서는 실시간성을 고려한 분류 효율성

이라는 평가지수를 정의하고 이를 적용하여 고속 퓨리

에 변환 특성정보와 피크분산 특성정보를 이용한 분류 

방법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4.3 실시간성을 고려한 분류 효율성 비교

실제 이동 로봇에 적용하여 주행 중에 지질을 분류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성도 분류 성능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고속 퓨리에 변환 특성정보와 피

크분산 특성정보를 추출하는 연산시간을 아래 Table 2
과 같이 비교하였다. 연산시간을 보면 피크분산을 이용

한 지질 특성 추출의 연산시간이 약 두 배정도 빠른 

것을 확인하였다. 
실시간성과 분류 오류율을 고려하여 분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수를 다음 식 (5)과 같이 정의하

였다. 

et
pE
+

= (5)

Eefficiency는 분류 효율성을, Ppossibility는 분류율을, 
tprocessing time은 지질 특성정보를 추출하는 연산시간을, 
eerror는 분류 오류율을 나타낸다. 지질 특성정보의 추출

은 로봇이 주행을 하며 실시간으로 이루어 지는 부분

이기 때문에 연산시간을 분류 효율성을 판단하는 평가 

지수에 사용하였으며, 분류 오류율도 같이 고려를 하여 

평가지수를 정의 하였다. 식(5)의 Eefficiency 값이 크면 

분류 효율성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4.1, 4.2절에서 얻은 학습 결과에 식(5)을 적용하여 

피크분산 특성정보를 이용한 지질 분류방법과 고속 퓨

리에 변환 특성정보를 이용한 지질 분류방법의 분류 

효율성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앞의 4.1, 4.2절의 결과에서 요율 데이터를 이용한 

지질 분류 결과가 두 가지 방법 모두 비슷한 분류 성

능을 보이므로 식(5)을 적용하여 Fig. 11과 같이 분류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자갈 지질은 두 방법이 비슷한 

분류 효율성을 갖지만 나머지 지질의 분류 결과에서는 

고속 퓨리에 변환 특성정보를 이용하는 것보다 피크분

산 특성정보를 이용한 지질 분류 결과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요율 데이터를 이용한 지질 분류율

은 두 가지 방법 모두 비슷하지만 지질 특성정보를 추

출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한 추출되는 정보의 양이 다

르기 때문에 Table 2의 결과와 같이 연산시간에서 차

이가 나게 된다. 이러한 두 방법의 성능 차이로 인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분류 효율성이 더 높게 나

타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Fig. 11. Comparison of classification efficiency

5. 결 론  

실외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 로봇의 지질인식 

방법 중 접촉식 센서 정보를 활용한 지질 분류에 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접촉식 센서를 갖춘 이동 로

봇을 제작하여 실험지질로 선정된 네 개의 지질에서 

접촉식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 데이터로 지질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분석을 수행하여 센서 정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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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특성정보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피크분산 특성정보라고 명명하여 

사용한 지질 특성정보를 추출하였고 센서마다 추출된 

결과를 분석하여 센서별로 분류가 가능한 지질을 확인

하였다. 또한 제안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지질 특성정보로 사용하는 고속 퓨리에 변환 

특성정보와 피크분산 특성정보를 신경망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시켜 각각의 분류 성능을 비교하여 기존의 

방법과 비슷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두 

방법의 지질 특성정보 추출 연산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연산시간과 분류 오류율을 고려한 분류 효율성을 기준

으로 두 방법을 비교한 결과 제안한 방법이 더 우수함

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제안한 지질 특성 추출 방법

을 속도가 변하는 조건에서의 지질 분류 연구에 적용

할 것이며, 본 논문에서 실험지질로 선정한 네 지질이 

적절히 혼합된 지질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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