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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농작물이나 과수는 멧돼지, 고라니, 꿩 등과 같은 유해동물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

다. 특히 멧돼지는 재 별다른 천 이 없어 개체수가 격히 증가하고 산간지역을 넘어 도심지역까지 

출몰하고 있어 농가에 큰 근심거리가 된다. 종래에는 농장이나 과수원에 허수아비를 세우거나 목책을 

치는 소극 인 수단에서부터, 경계를 따라 기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야간 멸 조명 기를 설치하는 등

의 극 인 수단을 강구하 으나, 야생동물들이 이들 책수단에 응하게 되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확실한 책이 없이 피해는  더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무인로 을 이용한 유해동물 감시 시스템으로, 특히 유해동물을 감지하고 무인로 을 유해동

물로 이동시켜 소리 는 물질을 방출하도록 하고 유해동물에 한 련정보를 리자단말  유 기

서버로 송하도록 하는 유해동물 감시 시스템 설계  개발 한 것이다. 

1. 서론

   본 논문에서는 무인운반차(automated guided vehicle: 

AGV) 기술을 이용한 유해동물 감시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자 한다. 무인운반차(AGV)는 정해진 경로를 무인으로 자

율주행하며 운반물을 운송․하역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는 

제조 공장이나 물류 창고에서 인력을 체하여, 비용  

사고를 이고 정시에 정확한 치로 운반물을 운송한다

[1,2]. 무인운반차의 핵심 기술은 크게 유도 기술과 주행제

어 기술로 나뉜다. 유도 기술은 무인운반차를 정해진 경로

로 정확히 이송시키기 한 치측정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데, 이는 크게 유선유도(wire guidance)와 무선유도

(wireless guidance)로 나뉜다. 일반 인 유선유도 장치는 

바닥에 유도선 혹은 자석을 매설하고 그것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자기를 계측하여 무인운반차를 유도하는 장치를 

말한다[3,4]. 유도선으로 무인운반차를 유도하는 장치를 

자기 유도(inductive guidance)라고 하며, 자석으로 유도하

는 장치는 자기 유도(magnetic guidance)라고 한다. 상기 

유선유도 방식들은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 많은 장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바닥 시공을 통해 유도선 혹은 자석을 

바닥에 매설해야하기 때문에 설치  유지보수가 어려우

며 새로운 주행 경로를 만들기 해서는 추가 인 바닥 

시공을 필요로 한다. 이에, 최근에는 자석 테이 , 색깔 테

이 , SUS(steel use stainless) 테이 를 이용한 유선유도 

방식들이 두되고 있다. 이 방식들은 바닥 시공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주행 경로의 추가․삭제가 쉽다는 장 을 가

진다. 하지만 자기 유도 장치에 사용되는 자석 테이 는 

두께가 두꺼워 훼손이 매우 쉽게 일어나며, 색깔 테이 와 

SUS 테이 를 이용하는 학 유도 방식(optical guidance 

system)은 외부의 빛과 바닥상태에 따라 외란에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무선유도 장치는 유선유도 장치의 단 을 해결하기 해 

개발된 유도 장치이다. 이는 바닥에 유도선을 시공하지 않

고 천장이나 벽면, 기둥에 부착된 인공표식(artificial 

landmark)을 인식하여 무인운반차의 치를 계산하고 유

도하는 방법이다. 표 인 무선유도 장치로는 이  내

비게이션(laser navigation)과 천장 학 유도(ceiling based 

optical guidance)가 있다.

자기-자이로 유도 장치(magnet-gyro guidance system)는 

유선유도와 무선유도 장치의 간 형태이다. 이는 자기 

치측정 장치(magnet positioning system)와 자이로

(gyroscope)를 이용한다. 자기-자이로 유도 방식은 자이로

로 계측된 각속도를 이용하여 무인운반차를 유도한다. 이 

때, 자기 치측정 장치가 바닥에 매설된 원통형 자석을 

계측하면 이를 통해 무인운반차의 치와 각도를 보정하

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유선유도 방식에 비해 15~30배 

이상 설치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주행경로의 추가  

유지보수가 쉽다. 한, 정 한 주행이 필요한 장소에서는 

바닥에 자석을 추가 으로 설치하는 것만으로 정 한 주

행을 가능하게 한다.

자기-자이로에 사용되는 자이로의 형태는 기계식 자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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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형 자기계시스템(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MEMS)형을 주로 사용한다. 이는 유체식과 이버, 링

이  자이로 방식들에 비해 소형․ 력이며 무엇보다 

가격이 매우 렴하다. 하지만 MEMS형 자이로는 각속도 

정 도와 드리 트(drift), 직선성 성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자이로 유도 장치에 용하기 해서는 고정

 ADC (analog to digital converter)와 정확한 민감도

(sensitivity) 값이 필요하다. 민감도는 자이로의 원데이터

(raw data)를 각속도로 변환하기 한 척도인자(scale 

factor)를 의미한다. 일반 으로 MEMS형 자이로의 민감

도 값은 자이로 칩의 사양서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자이로

가 설치된 치나 기울기에 따라 민감도 값이 변하게 되

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자이로가 설치된 

환경에서 최 화된 민감도 값을 찾아야한다. 하지만 기존

의 최 화 기법(optimization method)은 연산량이 많고 알

고리즘이 복잡하기 때문에 마이컴(micro control unit: 

MCU)에 용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본 논문은 무인로

을 이용한 유해동물 감시 시스템을 설계 개발 하고자 한

다.[6]

2. AGV 개발 황

   물류 운반 자동화에 있어 컨베이어 기술 개발 후 무인

운반차(AGV, Automatic Mobile Vehicle)기술이 개발되었

는데 이는 물류 장의 인건비를 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이론상 무인운반차는 컨베이어에 비해 물류 취 량에 유

연하게 응할 수 있으며 자율운행  분산제어 방식을 

채용하여 컴퓨터가 운행 데이터를 기억, 스스로 단하여 

안 운행을 하며 한 작업 장이 이아웃 변경이나 시

스템의 확 도 용이하다는 장 이 있으며 이  유도형

과 자기 유도형으로 구분할수 있다.

최근에는 충 장비나 차량용 배터리는 물론 건 지로 운

행이가능한 무인운반차가 세계 인 AGV 개발 업체인 

AGV Electronics와 egemin사에서 개발 다.

3. 기술 개발 배경 

 본 논문에서 개발 하고자 하는 것은, 유해동물 감시 시스

템에 한 것으로서, 특히 유해동물을 감지하고 무인로

을 유해동물로 이동시켜 소리 는 물질을 방출하도록 하

고 유해동물에 한 련정보를 리자단말  유 기

서버로 송하도록 하는 유해동물 감시 시스템에 한 것

이다. 농작물이나 과수는 멧돼지, 고라니, 꿩 등과 같은 유

해동물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멧돼지

는 재 별다른 천 이 없어 개체수가 격히 증가하고 

산간지역을 넘어 도심지역까지 출몰하고 있어 농가에 큰 

근심거리가 된다.

 종래에는 농장이나 과수원에 허수아비를 세우거나 목책

을 치는 소극 인 수단에서부터, 경계를 따라 기울타리

를 설치하거나 야간 멸 조명기를 설치하는 등의 극

인 수단을 강구하 으나, 야생동물들이 이들 책수단에 

응하게 되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확실한 

책이 없이 피해는  더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유해동물에 극 으로 응하는 한 기술로서 

유해동물을 촬 하여 유해동물로 물을 분사하는 기술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종래기술에서는 물이 분사되는 각도를 

크게 하거나 다수의 분사기를 설치해야 하므로 비용이 증

가하고 특히 물을 분사하는 거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해동물이 멀리 있는 경우에는 효과를 보지 못한다. 따라

서 넓은 농경지에서는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를 보완하기 하여 IT 기술을 목한 무인로 을 이용

하여 유해동물을 퇴치하는 기술이 제시되었다. 이는 원격

통제장치에서 조류가 출몰하는 상 역 내에서 주변 상

황정보와 구역별 가 치를 용하여 무인로 이 조류퇴치 

임무를 수행할 임무 역을 결정하며 무인로 은 원격통제

장치의 제어에 의해 임무지역에서 이나 음향을 송출하

여 조류를 퇴치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기술에서는 원격통제장치가 단지 임무

역만 결정할 뿐이며 임무 역으로 무인로 이 이동한 

후에는 다수의 카메라로 조류를 감지하여 이나 음향을 

송출할 뿐 무인로 이 조류가 출몰하는 자율 으로 이동

하지는 못하므로 조류를 퇴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설령, 리자가 원격통제장치를 통해 무인로 을 조류방향

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나, 이를 해서는 리자가 계속 

조류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야간에는 으로 

식별할 수 없으므로 카메라에 의존해야만 한다. 따라서, 

무인로 이 조류가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문제

로 인해 조류퇴치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낮아지는 문제

이 있다. 

4. 시스템 설계  개발 

(그림 1) 체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유해동물 감시 시스템은, 일정한 

각도 내에서 반복회 하며 유해동물을 감지하는 감지수단, 

상기 감지수단이 설치되고 미리 결정된 경로를 따라 이동

가능하고 상기 감지수단으로부터 유해동물 감지정보가 수

신되면 상기 유해동물의 치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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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부터 상기 유해동물로 이동 가능한 경로를 탐색하여 

상기 유해동물 방향으로 이동하며 기 장된 유해동물 정

보를 이용하여 상기 감지된 유해동물의 종류를 단하는 

무인로 , 상기 무인로 에 설치되며 상기 무인로 으로부

터 상기 유해동물 종류가 수신되면 상기 유해동물의 종류

에 응하는 소리 는 물질을 방출하는 방출수단, 상기 

유해동물이 감지되면 상기 유해동물을 촬 하여 그 촬

정보를 상기 무인로 으로 송하는 촬 수단, 상기 무인

로 으로부터 송되는 상기 유해동물 감지정보, 유해동물 

정보  촬  정보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리자단말, 상기 

무인로 으로부터 송되는 상기 다수의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유해동물과 련하여 기 설정된 통계정보를 생성하

고 장하는 유 기 서버,  상기 무인로 , 리자단말 

 유 기 서버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통신망을 포함한

다.

(그림 2) 시스템 구성  흐름도 

5. 결론

 최근 농작물이나 과수는 멧돼지, 고라니, 꿩 등과 같은 

유해동물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멧돼

지는 재 별다른 천 이 없어 개체수가 격히 증가하고 

산간지역을 넘어 도심지역까지 출몰하고 있어 농가에 큰 

근심거리가 된다. 종래에는 농장이나 과수원에 허수아비를 

세우거나 목책을 치는 소극 인 수단에서부터, 경계를 따

라 기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야간 멸 조명 기를 설치하

는 등의 극 인 수단을 강구하 으나, 야생동물들이 이

들 책수단에 응하게 되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확실한 책이 없이 피해는  더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무인로 을 이용한 유해

동물 감시 시스템으로, 특히 유해동물을 감지하고 무인로

을 유해동물로 이동시켜 소리 는 물질을 방출하도록 

하고 유해동물에 한 련정보를 리자단말  유 기

서버로 송하도록 하는 유해동물 감시 시스템 설계  

개발 한 것이다. 향후 연구된 내용을 기반으로 실제 시

스템을 개발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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