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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사료 급이 로봇과 초음파 장애물 분류 시스템

Autonomous Feeding Robot and its Ultrasonic Obstacle 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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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utonomous feeding robot and its obstacle classification system using ultrasonic 

sensors to secure the driving safety of the robot and efficient feeding operation. The developed feeding robot is verified by 

operation experiments in a cattle shed. In the proposed classification algorithm, not only the maximum amplitude of the 

ultrasonic echo signal but also two gradients of the signal and the variation of amplitude are considered as the feature 

parameters for object classification.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e efficiency of the proposed classification method based 

on the Support Vector Machine, which is able to classify objects or obstacles such as a human, a cow, a fence and a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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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국내 한우 사육 농가는 20마리 미만의 소규모에서 

1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로 변하는 추세이며,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어렵고 힘든 축사 작업의 기피 현상으로 인해 

인력 부족이 극심한 상황이다[1].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람의 작업을 대신하는 축사 자동화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고, 

그중 소의 사료 급이 작업은 사람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다양

한 자동 사료 급이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왔다[2]-[4].

기존의 사료 급이 시스템들은 컨베이어 등을 이용한 고정형

[5]-[7], 차량을 이용한 수동형[8]-[10], 이동로봇형[11, 12]으

로 나뉜다. 본 논문에서는 설치 변경과 초기 비용이 고정형에 비

해 적고, 작업자를 대체할 수 있는 면에서 수동 차량형보다 우수

하여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이동로봇형에 대해 논하고자 한

다. 한편, 본 연구진은 유도선 상을 움직이는 AGV(Automated 

Guided Vehicle) 형식을 취해 임의의 경로 이동로봇에 비해 저

가이고 운영 면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이 높고, 로드셀 센서를 이

용한 사료 배출 속도 조절이 용이한 자동 사료 급이 로봇 1차 

버전을 개발한 바 있다[13].

본 논문은 새롭게 개발된 자동 사료 급이 로봇 2차 버전(2장 

참조)을 소개하고 기존 이동로봇형 사료 급이 시스템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초음파 센서 기반의 장애물 분류(인식) 방법에 

대해 중점을 두어 논하고자 한다. 이동 로봇의 주행 안전성을 확

보하기 위해 장애물 인식에 사용되는 비접촉식 센서들로는 적외

선 센서, 카메라, 레이저 센서, 초음파 센서 등이 있다. 이 중 초

음파 센서는 비교적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넓은 각도의 수 m 이내 장애물 인식

이 가능하여 이동로봇에 널리 채용되고 있다[14]-[16].

본 연구의 사료 급이 로봇에도 비접촉식 장애물 인식용으로 

로봇 정면과 측면에 초음파 센서를 장착하였다. 로봇이 유도선을 

따라 움직여야하므로 유도선을 이탈하며 장애물을 회피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장애물이 감지되면 저속 이동 또는 정지하도록 

한다. 그러나 초음파 센서는 빔 폭(감지 각도 110°)이 넓은 특성

으로 인해 사료 급이 중 축사 구조물이나 먹이를 먹는 소가 측

면 센서에 감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료를 급이 할 때는 급

이 구역의 거리가 가까운 펜스, 벽과 같은 축사의 고정 구조물이 

감지되더라도 정지 없이 지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사람

이나 소가 감지될 경우는 주의해서 주행하다가 최소 거리(30cm) 

이내에 감지되면 정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료 급이 로봇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초음파 센서 신호처리를 통한 장

애물의 종류를 인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존에 초음파 에코 신호를 이용한 물체 인식에 대한 많은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초음파 물체 인식 시스템에는 물체

마다 측정된 초음파 에코 신호 envelope의 진폭(Amplitude) 

[17]-[19]을 비교하거나 여러 개의 센서를 사용하여 각 센서로 

들어오는 수신 신호의 시간 차[20, 21]를 이용하여 물체를 구분

하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기존 연구들에서는 

물체를 판단하기 위한 파라미터가 적어 구분할 수 있는 물체가 

제한적이고,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물체들을 구분할 수가 없는 단

점이 있어 축사에서 고려되어야 할 고정 장애물(펜스, 벽)과 이동 

장애물(사람, 소)을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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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동 사료 급이 로봇의 운영 과정

Fig. 1 Operational process of autonomous feeding robot

(a) Inner parts (b) Outer view

그림 2 개발된 자동 사료 급이 로봇

Fig. 2 Developed autonomous feeding robot

본 논문에서는 물체마다 측정된 초음파 에코 신호 envelope의 

기울기와 진폭을 바탕으로 한 특징 파라미터 4가지를 이용하여 

물체를 구분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우선 개발된 자동 사료 급

이 로봇 시스템에 대해 2장에서 소개하고, 3장에서는 로봇에 부

착된 초음파 센서의 배치, 하드웨어 시스템, 초음파 에코 신호의 

디지털 변환 및 envelope 검출 순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물체 분

류를 위한 특징 파라미터 선택 및 측정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4

장에서는 물체별 특징 파라미터 측정 실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

류를 통해 물체 분류가 가능함을 검증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결

론을 맺는다.

2. 자동 사료 급이 로봇 시스템

2.1 자동 사료 급이 로봇의 운영 과정

자동 사료 급이 로봇은 국내의 대규모 현대식 축사를 대상으

로 개발되었다. 대규모 현대식 축사는 그림 1과 같이 중앙 통로

를 기준으로 양쪽에 5m(가로)×10m(세로) 크기의 연속적으로 배

치된 셀에서 소가 사육되며, 사료는 축사 앞부분 약 0.7m 정도의 

구역에 배출된다. 축사 바닥의 유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전

자기적으로 유도되는 전압을 로봇 하부에 장착된 2개의 센서로 

측정하여 로봇과 유도선 간의 편차를 보정하며 로봇은 유도선을 

따라 이동한다. 각 측정 셀의 시작 위치에 부착된 RFID 태그를 

인식하여 각 셀마다 설정된 사료의 양에 따라 사료를 공급하고 

마지막 셀에 공급을 완료하면 반대편 셀로 이동하여 동일한 방법

으로 사료를 배출하게 된다. 

또한, 로봇에 부착된 초음파 센서를 통해 최대 1.5m 내의 물

체를 감지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사료 및 배터리가 부족할 경

우 출발지로 복귀하여 사료를 보충하거나 배터리를 충전한 후 작

업 중이던 셀로 돌아가 작업을 재개하도록 설계되었다. 

사료 급이 운영 과정에 맞게 소 400마리를 사육하는 축사에 

실제 적용하여 로봇의 동작을 확인하였다(그림 12 참조).

2.2 자동 사료 급이 로봇의 기구부

사료 급이 로봇의 상부는 호퍼, 스크루 컨베이어, 컨베이어 벨

트와 벨트 조절기, 하부는 로드셀과 AGV로 구성된다. 호퍼에는 

소에게 공급할 사료를 저장하고 스크루 컨베이어는 저장된 사료

를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시키며,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사료가 

급이 구역으로 배출된다. 

그리고 하부에 위치한 로드셀을 통해 배출된 사료의 양을 파

악하고, AGV를 통해 로봇을 지정된 경로로 이동시킨다. 그림 2

는 개발된 자동 사료 급이 로봇(2차 버전)을 나타내고, 사양은 표 

1과 같다.

표    1 자동 사료 급이 로봇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autonomous feeding robot

Items Specifications

Dimension
1,612(w) × 2,441(D) 

× 1,926(H) mm

Max Capacity of Feed 636.8kg

Release Rate per 

Feed Quantity

10kg 200g/s

15kg 300g/s

21kg 420g/s

Moving Speed
Driving 0.72 ~ 4.9km/h

Feeding 0.36km/h

Obstacle Detection Distance of 

Ultrasonic Sensor

Adjustable from 

0.3m to 1.5m.

Power Source DC 24V Battery

2.3 제어 시스템

자동 사료 급이 로봇의 제어 시스템에는 그림 3과 같이 사료 

급이 설정 및 작업 상태 확인을 위해 임베디드 PC를 사용하고,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제어하기 위해 DSP(Digital Signal 

Processor) 기반의 메인 제어기를 자체 개발하였다. 그리고 사료

를 배출하기 위한 400W, 750W, 1.5kW 3개의 BLDC(Brush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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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모터, 호퍼에 담긴 사료의 양 파악을 위한 로드셀 센서, 작

업 정보가 내장된 RFID 태그를 읽기 위한 2개의 RFID 판독기로 

구성된다. 그리고 로봇의 주행 중 장애물을 감지하기 위해 초음

파 센서, 배터리 부족 시 충전장치와 연동을 위한 적외선 송수신 

모듈 등이 장착되어 있다.

그림 3 제어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Fig. 3 Block diagram of control system

그림 4 21kg 사료 배출 실험 결과

Fig. 4 Results of 21kg feed release test

2.4 사료 배출 속도 설정

국내 축사의 한 칸 셀의 평균 폭 5m를 0.36km/h의 속도로 

이동하며 사료를 배출하는 것을 고려하여 50초 동안 목표 사료

량 배출을 위한 배출 속도를 설정한다.

각 셀에서 사육되는 소들의 크기에 따라 10kg, 15kg, 21kg의 

사료를 배출하기 위해 스크루 컨베이어의 회전 속도를 800, 

1200, 1470rpm으로 설정한다. 그림 4는 21kg의 사료 배출에 대

한 로드셀 측정치를 나타낸다. 스크루의 기구부 구조상 계단형의 

배출 형태로 사료의 양이 감소하는 구간은 사료가 컨베이어 벨트 

위로 떨어지는 상태이고, 사료의 양이 유지되는 구간은 스크루에 

의해 사료가 이동되는 상태이다. 21kg의 사료 배출 목표에 대해 

21.2kg의 사료가 배출되어 약 1%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10kg 사료 배출의 경우 50초에서 10.4kg을 배출하여 목표대

비 약 4%를 초과하였고, 15kg의 사료 배출의 경우 15.2kg의 배

출되어 1%의 오차를 보였다. 목표 사료량이 배출되면 스크루 컨

베이어가 감속 시간을 가지며 멈추지만 이후에도 스크루 날 사이

의 사료가 조금씩 흘러내리기 때문에 목표치 대비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5% 이내의 배출량 조절 성능을 보인다.

3. 초음파 장애물 분류 시스템

3.1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로봇 운행 방법

그림 5와 같이 로봇 중앙에 위치한 초음파 센서(2)를 기준으

로 60cm 간격, 30° 방향으로 초음파 센서(1), (3)이 배치되어 있

다. 주행 중 센서(1) 또는 (3)에서 1m 내에 물체가 감지되면 초

음파 에코 신호를 분석하여 물체를 판단한 후 로봇의 계속 주행 

여부를 결정하고, 센서(2)에서 특정 거리(0.8m, 1m 등 조정 가

능) 내에 물체가 감지되면 물체의 종류에 대한 판단 없이 유도선 

상의 장애물로 인식하여 로봇의 동작을 정지한다.

그림 5 장애물 인식을 위한 초음파 센서 배치

Fig. 5 Arrangement of ultrasonic sensor for obstacle 

recognition

3.2 초음파 장애물 인식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하드웨어 시스템은 메인 제어기의 32bit DSP 마이크로 컨트롤

러 유닛(TMS320F28335(150MHz, 68KB RAM), 그림 3 참조), 현

대모비스사의 차량용 TEC-7000 거리 측정 모듈과 초음파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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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TEC-7000 시리즈 초음파 센서

Fig. 6 TEC-7000 series ultrasonic sensor

그림 7 초음파 에코 신호의 아날로그 신호처리 과정

Fig. 7 Analog signal processing of ultrasonic echo signal

그림 8 초음파 신호처리를 위한 하드웨어 시스템 블록도

Fig. 8 Block diagram of hardware system for ultrasonic 

signal processing

그림 9 아날로그 초음파 에코 신호 및 펄스 신호

Fig. 9 Analog ultrasonic echo signal and pulse signal

(a) Digital ultrasonic echo signal

(b) Envelope

그림 10 디지털 초음파 에코 신호 및 envelope

Fig. 10 Digital ultrasonic echo signal and envelope

로 구성된다(그림 6 참조). 

TEC-7000 거리 측정 모듈은 TOF(Time of Flight) 측정을 위

한 펄스 신호만 출력되는 구조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에

코 신호 분석을 위해 거리 측정 모듈의 회로를 분석한 후 DSP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과 거리 측정 모듈을 연결하여 DSP에서 

자체적으로 초음파 발진 신호를 출력하고, 초음파 에코 신호와 

TOF 신호를 입력받도록 회로를 구성하였다.

사용된 초음파 센서 모듈은 송수신 겸용으로 40kHz 주파수에 

해당하는 25sec 주기의 10-cycle 펄스 구형파를 초음파 센서로 

보내면 초음파를 한번 발진한다. 수신된 초음파 에코 신호는 거리 

측정 모듈에서 4단계의 신호처리 과정을 거친다. 그림 7과 같이 

공기 중에서 신호가 감쇠되고 노이즈를 포함한 초음파 에코 신호

(A)가 대역 통과 필터(Band Pass Filter)를 거쳐 복원된 신호(B)

가 된다. 그리고 신호(B)는 검파 회로(Detection Circuit)의 정류

과정을 거쳐 음 부분이 제거된 신호(C)가 되고, 저역 통과 필터

(Low Pass Filter)를 거쳐 envelope 신호(D)가 추출된다. 슈미트 

트리거를 통해 TOF(Time of Flight) 측정을 위한 펄스 신호(E)로 

출력된다. 그림 8은 하드웨어 시스템의 블록도를 나타낸다.

3.3 초음파 에코 신호의 디지털 변환 및 envelope 검출

그림 9는 그림 7에서 나타낸 거리 측정 모듈의 신호 처리 과

정 중 아날로그 초음파 에코 신호(B)와 슈미트 트리거를 통해 출

력된 펄스 신호(E)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감지된 물체를 분석하기 위해 물체의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아날로그 초음파 에코 신호(B)를 사용하고, 

단순 거리 측정에는 신호(E)를 사용한다. 40kHz의 아날로그 신호

(B)를 DSP에서 2.5sec 주기로 ADC 샘플링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분석에 사용되는 초음파 에코 신호만을 얻기 위해 신



Trans. KIEE. Vol. 67, No. 8, AUG, 2018

자동 사료 급이 로봇과 초음파 장애물 분류 시스템             1093

호(E)의 첫 번째 상승 에지(Edge)부터 샘플링을 시작하여 초음파 

에코 신호의 시작점을 찾고, 두 번째 상승 에지에서 샘플링을 종

료하여 디지털 값으로 변환된 초음파 에코 신호를 얻게 된다. 초

음파 에코 신호의 시작점부터 신호의 peak 점을 추출하여 

envelope을 검출한다. 그림 10(a)는 디지털 값으로 변환된 초음

파 에코 신호를 나타내고, 그림 10(b)는 그에 따른 envelope을 

나타낸다.

3.4 초음파 에코 신호의 envelope 특징 파라미터

물체가 위치한 거리 및 각도, 종류에 따라 초음파 에코 신호는 

다양한 형태로 측정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은 초음파 에코 신호 

envelope의 진폭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 외에 앞, 뒤 기울기 등

을 특징 파라미터로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1과 같이 

envelope의 각 샘플링에서의 크기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앞, 뒷

부분의 기울기를 측정하기 위해 최소제곱법(Least Square 

Method)[22]을 이용하여 샘플링 포인트와의 편차가 최소가 되는 

직선을 구하고, envelope의 샘플링 포인트 중 최댓값을 진폭으로 

한다.

우선 최소제곱법에 적용할 데이터를 정하기 위해 envelope의 

샘플링 포인트를    ⋯  , 그중 최대 진폭은 max로 

나타낸다. 그리고 envelope의 증가 부분은 단조증가(Mono- 

tonically increasing), 감소 부분은 단조감소(Monotonically 

decreasing) 한다고 가정한다. 

그림 11 초음파 에코 신호 envelope의 특징 파라미터

Fig. 11 Feature parameter of ultrasonic echo signal envelope

첫째, envelope 증가 부분의 기울기를 구하는 경우 아날로그 

초음파 에코 신호의 샘플링 과정에서 신호 앞부분의 노이즈까지 

샘플링 되어 기울기에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오차가 최

소화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한 구간을 정하기 위해 물체의 거리, 

각도와 재질이 다른 조건에서 측정된 에코 신호들을 분석하여, 

envelope이 증가하는 부분 중 max의 10% 이상부터 80% 이하

에 해당하는 구간의 샘플링 포인트만을 최소제곱법에 적용할 데

이터로 정하였다. 

envelope이 증가하는 부분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한 샘플링 포

인트의 집합인   은 식 (1)과 같고,    집합 중 번째 값 
와 아날로그 초음파 에코 신호의 디지털 변환 과정에서 에 해

당하는 디지털 값을 저장한 샘플링 인덱스인 
는 식 (2)와 같

다. 식 (1)과 식 (2)를 이용하여 최소제곱법을 이용한 envelope의 

앞부분 기울기 
  은 식 (3)과 같다. 

    max ×≤ ≤max × 의크기는단조증가  (1)  

  
  의 샘플링 인덱스                       (2)

 
  







 

  



 



  




  

 











              (3) 

둘째, envelope이 감소하는 부분의 기울기를 구하는 경우에도 

기울기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샘플링 포인트가 감소하는 구간 

중 max의 80% 이하부터 마지막 샘플링 포인트 까지 기울기

를 구하는 데이터로 사용한다. envelope이 감소하는 부분의 기울

기를 구하기 위한 샘플링 포인트의 집합인  는 식 (4)와 같고, 

  집합 중 번째 값 와 에코 신호의 디지털 변환 과정에서 

에 해당하는 디지털 값을 저장한 샘플링 인덱스 
는 식 (5)와 

같다. 식 (4)와 식 (5)를 이용하여 envelope의 뒷부분 기울기 


 는 식 (6)과 같다.

     ≤max×  의 크기는 단조 감소}   (4)

    
  의 샘플링 인덱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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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체 분류 실험 및 결과

4.1 로봇의 축사 운영 실험 및 대상 물체 선정

개발된 로봇의 축사에서 운영 실험 장면은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는 장면 1부터 장면 4까지 시간에 따른 것들이며 로봇이 

사료 급이를 원활하게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실험 장면에서와 

같이 자동화된 축사를 가정할 경우 사료 급이시 고려해야할 기본

적인 측면 장애물은 철제 펜스와 소이다. 아울러 작업자와 축사 

건물 벽을 추가로 인식해야할 장애물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물체 분류 실험에서는 급이 과정 중 거칠 수 있는 기본적인 장

애물로서 철봉 형태의 펜스와 콘크리트 재질의 벽, 소, 그리고 사

람을 분류 대상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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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펜스와 벽 측정 시 envelope의 기울기

Fig. 14 Slope of envelope for fence and wall measurement

그림 15 펜스와 벽 측정 시 envelope의 최대 진폭

Fig. 15 Maximum amplitude of envelope for fence and wall 

measurement

(a) Scene 1

 

(b) Scene 2

(c) Scene 3

 

(d) Scene 4

그림 12 로봇의 축사 운영 실험 장면들

Fig. 12 Scenes of robot operation experiments in a cattle 

shed

(a) Fence (b) Concrete Wall

(c) Human (d) Cow

그림 13 물체별 실험 환경

Fig. 13 Experimental environment for each object

4.2 물체별 envelope의 기울기, 진폭 측정 실험

로봇의 측면 초음파 센서의 신호처리를 통한 물체 분류 실험

에 대해 논한다. 급이 작업 중 로봇의 이동 속도는 0.36km/h로 

초당 10cm 이동하고 초음파 센서의 발진 주기는 0.2sec로 한다. 

즉, 로봇이 2cm 이동할 때마다 초음파 신호는 1회 발진한다. 급

이 구역(3장 1절 참조)의 폭(70cm) 내에서의 장애물 인식을 위해 

충돌 전 최소거리(30cm)부터 48cm까지 2cm마다 총 10회의 측

정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림 13은 물체별 실험환경을 나타낸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170cm(W)×150cm(H) 규격의 펜스 구조물, 

두 번째 실험은 콘크리트 재질의 벽인 고정된 물체를 측정하였

다. 펜스와 벽을 측정했을 때 envelope의 앞, 뒷부분 기울기는 

그림 14와 같이 일정 범위 내에서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두 물체에 대한 envelope의 앞부분 기울기를 비교해 볼 때 상

대적으로 벽이 펜스보다 초음파가 반사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초음파 에코 신호의 강도가 커지므로 앞부분 기울기가 크게 측정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진폭의 경우에도 그림 15와 같이 벽을 측정했을 때가 펜스보

다 진폭이 크게 측정되었다. 벽은 거리에 거의 무관하게 일정한 

값이 측정되는 반면 펜스는 거리가 가까워지면 철봉 사이의 빈 

공간이 확연히 측정되므로 반사 신호의 양이 줄어 진폭이 감소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실험은 사람, 네 번째 실험은 실제 축사에서 펜스 

밖으로 머리를 내민 소를 대상으로 3번의 반복 실험을 통해 기

울기와 진폭을 측정하였다. 사람과 소를 측정한 경우 초음파 에

코 신호 envelope의 기울기는 그림 16, 그림 17과 같이 앞, 뒷

부분 기울기의 변화가 크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람과 

소의 경우 움직임에 따라 초음파가 반사되는 면적이 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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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사람 측정 시 envelope의 기울기

Fig. 16 Slope of envelope for human measurement

그림 17 소 측정 시 envelope의 기울기

Fig. 17 Slope of envelope for cow measurement

그림 18 사람 측정 시 envelope의 최대 진폭

Fig. 18 Maximum amplitude of envelope for human 

measurement

반사되는 면적이 고르지 못해 난반사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측

정된 진폭의 경우도 그림 18과 그림 19와 같이 변화량이 크게 

측정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원인으로 보인다. 그림 14의 벽과 

펜스에 대한 앞부분 기울기 데이터와 그림 16 및 그림 17의 사

람과 소에 대한 첫 번째 측정한 앞부분 기울기 데이터로 부터, 

각 물체별 앞부분 기울기의 변화량을 구하면 그림 20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19 소 측정 시 envelope의 최대 진폭

Fig. 19 Maximum amplitude of envelope for cow measure- 

ment

그림 20 물체별 envelope 기울기 변화량

Fig. 20 Amount of change of envelope slope for each object

4.3 SVM 알고리즘을 이용한 물체 분류

물체 분류 알고리즘은 SVM, 신경회로망, 딥러닝, 결정 트리

(Decision tree), 퍼지(Fuzzy) 분류 방법을 이용한 알고리즘 등 

다양하다.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나[23], 본 연구에서는 제한

적인 연산능력을 갖는 임베디드 하드웨어를 고려하여 다른 방법

에 비해 계산 복잡성이 적고 일반화 성능이 우수하고 앞 장에서 

도출한 특징값을 기반으로 한 분류 방법으로 적합한 SVM 방법

을 사용한다.

앞선 실험을 통해 얻은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우선 펜스와 벽

의 경우에는 두 물체 간 최대 진폭에 차이가 크게 있으며, 사람

과 소의 경우는 최대 진폭 값과 앞부분 기울기의 변화량이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펜스, 벽, 사람, 소의 진폭만을 비교

하면 2000~2200 (ADC 값) 사이 값이므로 진폭만을 특징 파라미

터로 하여 이들 4가지 물체를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람과 소의 경우 뒷부분 기울기의 크기를 보면 사람 

측정 시에 뒷부분 기울기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4가지 물체 분류를 위한 특징 파라미

터로서 초음파 신호 envelope의 앞부분 기울기  , 뒷부분 기울

기 , 최대 진폭  , 앞부분 기울기의 변화량 를 선정한다.

선정한 특징 파라미터를 SVM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물체별 

특징 파라미터를 선형 경계로 이진 분류(Binary Classification)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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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습된 SVM의 검증용 데이터

Table 2 Data for verification of the trained SVM

   

Fence

24.47 -11.70 2165 0

26.36 -13.26 2180 1.89

25.70 -15.24 2179 -0.66

26.89 -12.65 2199 1.2

25.99 -11.88 2186 -0.9

26.49 -15.85 2177 0.49

29.48 -14.83 2188 2.99

27.98 -16.84 2180 -1.5

30.14 -10.53 2201 2.16

31.25 -16.42 2215 1.11

Wall

55.13 -19.56 2231 0

55.27 -18.56 2229 0.14

57.69 -16.26 2223 2.42

59.23 -12.64 2269 1.54

52.64 -11.96 2252 -6.59

50.94 -18.23 2245 -1.7

54.52 -14.85 2239 3.58

59.65 -17.62 2248 5.13

62.95 -14.96 2249 3.31

61.99 -18.26 2256 -0.97

Human

35.32 -26.66 2015 0

28.13 -14.56 2100 -7.19

26.90 -20.69 1980 -1.23

39.56 -18.65 2120 12.66

20.21 -14.88 1960 -19.35

29.24 -9.65 1980 9.02

27.15 -29.73 2195 -2.09

29.33 -18.63 1919 2.18

19.29 -23.73 1965 -10.04

19.72 -12.03 2001 0.43

Cow

18.55 -15.65 2102 0

19.23 -17.50 2005 0.68

10.37 -8.98 1989 -8.87

5.98 -9.88 2001 -4.39

16.23 -15.36 2103 10.25

20.36 -13.69 2036 4.13

18.67 -8.99 2058 -1.69

19.65 -20.69 2063 0.98

9.98 -19.89 1998 -9.67

10.56 -23.65 2036 0.58

는 초평면(Hyperplane)을 구하여 물체를 판단한다[24, 25]. 4가

지 물체를 20번씩 측정한 총 80개의 데이터 set을 SVM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초평면을 구한다.

물체를 판단하기 위해 그림 21과 같이 우선 크게 고정형 물체

(벽, 펜스)와 움직이는 물체(소, 사람)로 물체의 종류를 구분한 후 

물체를 판단한다. 먼저 총 80개의 학습 데이터 set을 고정형 물

체(펜스, 벽)에 대한 40개의 데이터 set과 움직이는 물체(사람, 

소)에 대한 40개의 데이터 set으로 분류하는 초평면인 은 식 

(7)과 같다. 이 음수이면 고정형 물체, 양수이면 움직이는 물체

로 판단한다. 고정형 물체로 판단되었을 때 고정형 물체에 대한 

40개의 데이터 set 중 펜스를 측정했을 때의 20개 데이터 set과 

벽을 측정했을 때 20개의 데이터 set을 분류하는 초평면인 는 

식 (8)과 같고, 가 음수이면 펜스, 양수이면 벽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로 판단되었을 때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40개의 데이터 set 중 사람을 측정했을 때의 20개 데이터 set과 

소를 측정했을 때의 20개 데이터 set을 분류하는 초평면인 는 

식 (9)와 같고, 가 음수이면 사람, 양수이면 소로 판단한다.

  


     (7)

  





   if     (8)

   





  if     (9)

그림 21 SVM을 이용한 물체 분류 순서도

Fig. 21 Flowchart of object classification using SVM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은 물체별 측정 데이터 set 10개씩

을 초평면의 파라미터에 입력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표 2 참조). 

우선 고정형 물체와 움직이는 물체로 구분하는 물체의 종류 

판단은 100% 정확도를 보였다. 고정형 물체 중 펜스와 벽을 판

단하는 경우도 각각 100%의 정확도로 물체가 판단되었고, 움직

이는 물체 중 사람과 소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각 80%의 정확

도를 보였다 (표 3 참조). 움직이는 물체이므로 사람과 소에서 측

정한 데이터 set이 유사하게 측정된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

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제한된 수의 데이터에 대한 분류 결과

이므로 추후 보다 많은 데이터에 대한 분류 실험을 통해 성능 

향상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2단 분류기는 일차적으로 고정 장

애물과 이동 장애물을 구분한 후 고정 또는 이동 장애물 중 하

나를 특정하도록 하여 추후 고정 또는 이동 장애물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응용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저가의 초음파 센서를 사용

하여서도 새로운 특징값을 고안하면 물체 분류가 가능함을 보인 

것에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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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개의 클래스를 한 단계로 분류하는 SVM 방법인 ‘오류 

보정 출력 코드(error correcting output code)' 방법(ECOC 방

법)을 적용해 보았으나 전반적으로 동일한 분류 성능을 보였으며 

펜스의 경우는 오히려 인식률이 저하되는 결과를 보였다.

표 3 실험 물체에 대한 인식률

Table 3 The rate of recognitions according to experimental 

object

      물체

거리  
Fence Wall Human Cattle Total

30~38cm 100% 100% 80% 80% 90%

40~48cm 100% 100% 80% 80% 90%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인간 작업자를 대신하여 축사에서 자동으로 소

의 사료 급이 작업을 수행하는 새로운 사료 급이 로봇을 소개하

고, 로봇에 부착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안전한 로봇의 이동

을 위한 새로운 장애물 분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물체마다 측

정되는 초음파 에코 신호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에 착안하여 신호

의 앞, 뒤 기울기, 앞부분 기울기의 변화량, 그리고 최대 진폭을 

특징 파라미터로 선정하였다. 축사와 관련된 물체인 펜스, 벽, 사

람과 소를 대상으로 초음파 에코 신호 envelope의 기울기와 진

폭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측정된 데이터 set을 SVM

의 학습 데이터로 설정하여 물체별 데이터 set을 분류하기 위한 

초평면을 구한 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은 측정 데이터 set

을 적용해봄으로써 물체의 분류가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추후 보

다 많은 데이터와 다양한 장애물을 적용하거나 딥러닝과 같은 인

공지능 방법을 적용하여 분류기 성능 향상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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