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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능형 서비스로봇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지능형 로봇 분야에서 청소로봇은 개인생활의 본질적인 운동성을 보조하며 인간

과 공생의 형태를 지원하는 로봇으로 성장하고 있다. 청소로봇은 가정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가정환경과 적절한 

상호작용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로봇이 외부의 서버와 협동을 통한 원격제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지도 작성이 가능

한 청소로봇은 바닥에 센서를 부착하거나 작업환경에 카메라 및 기타 많은 장치를 구축하므로 고가의 장비로 분류되어 일반적으

로 활용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로봇의 효율적인 제어를 위하여 작업환경에서 로봇의 궤적과 센서정보를 원격으로 

서버에 전달하고 서버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를 작성하고 최적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연산하여 로봇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는 로봇이 지도 작성을 위한 연산 과정을 줄이므로 수행 시간을 단축하고 로봇에 주어지

는 부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원격으로 제어를 수행하므로 무선통신이 가능한 각종 디바이스와 상호 연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므로 청소로봇의 성능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로

봇을 제작하고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주어진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키워드: 지능형(Intelligent), 청소로봇(Cleaning Robot), 유비쿼터스환경(Ubiquitous Environment)

I. 서론

서비스로봇 분야의 하나인 청소용 로봇은 인간의 기초 생활 영역

인 가정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의 발전과 더불

어 생산현장에서의 활용도 기대되어지고 있다. 최근 지능형 로봇의 

관심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주된 이유는 사람이 직접 관찰하

기 어려운 환경이나 실제의 작업 환경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업화되고 있는 지도 작성용 청소로

봇은 바닥전체에 센서를 부착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

으나 이는 많은 센서의 사용으로 고가의 장비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비젼 시스템은 영상처리를 수행 하고 특징을 추출하여 해당 물체가 

어떤 물체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

은 인식률이나 속도 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로봇이 장애물과 위치인식을 위하여 

초음파센서와 적외선센서 구성하였다. 구동부에는 엔코더를 통하여 

로봇의 진행거리와 방향 그리고 궤적을 생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

다. 이러한 일련의 획득된 정보는 RF를 통하여 서버에 전달되고  

서버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를 작성하여 청소로봇으로 다

시 전달되므로 효율적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로봇의 정확한 방향 각도를 추출하기

위하여 자이로센서를 이용하였으며 모터구동을 위하여 PID 알고리

즘을 적용하였다. 제작된 청소로봇은 그림 1과 같다. 전체시스템의 

제어구성은 그림 2와 같이 구성 하였다.

그림 1. 청소로봇 시스템

Fig. 1. System of the Cleaning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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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구성 및 기구학

1. 청소로봇의 구성

본 연구에서 구성된 청소로봇은 크게 제어부, 센서부, 모터 구

동부, RF 통신부, 그리고 청소를 위한 흡입부로 나누어진다. 제작

된 청소로봇의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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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청소로봇의 구성도

Fig. 2. Constructional Diagram of Cleaning Robot

독립적 목적으로 설계된 로봇은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기위하여 

각각의 하위제어기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로봇의 시스

템 구성은 4개의 DC 모터를 이용하여 4개의 바퀴를 가지는 구조

이며 각 모터를 구동시키는 모터드라이버는 H-Bridge 형으로 구

성하여 양방향의 속도 및 위치제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였다. 또

한 각 모터에는 500 pulse 출력의 엔코더가 부착되어 속도 제어 

및 위치계산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였다. 엔코더 신호를 4체배의 정

밀도로 제어된다. 청소로봇의 하위구조인 센서 제어에 관련된 많

은 작업들을 실시간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다수개의 제어기들이 네

트워크를 통하여 제어를 수행하는 분산제어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CAN(Controller Area Network)방식을 청소로봇에 

도입하여 주 제어기가 5개의 하위제어기에 네트워크를 통하여 명

령을 내린다. 하위제어기는 주어진 센서입력의 처리 및 속도명령

과 각속도 등을 분산적으로 처리하여 매인 프로세서로 전달하므로 

각 제어기의 독립성과 처리속도를 증대시키고 로봇의 기능별 확장

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었으며 궤적계획은 하위 센서들의 입력에 의

한 데이터 값의 조합에 의한 효율적 작업이 수행될 수 있다.

2. 청소로봇의 기구학

청소로봇의 운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림 3과 같이 좌표계를 

설정한다. 2차원 평면으로 구성된 직교좌표 공간상에서 각각의 속

도 기구학을 통해 청소로봇의 상태를 위치와 방향을 갖는 벡터 

p= [ ]xm ym θm
T로 표현할 수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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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청소로봇 모델링 및 좌표계

Fig. 3. Cleaning Robot modeling and coordinate system

여기서,

X W,YW : Cartesian 좌표계에서의 World frame

xm,ym    : Cartesian 좌표계에서의 청소로봇의 

중심점의 좌표

l        : 청소로봇 중심에서 바퀴 축까지의 거리

vR  , vL  : 청소로봇의 오른쪽 및 왼쪽 바퀴의 선형 속도

u       . : 청소로봇 중심에서의 선형속도

ω        : 청소로봇 중심에서의 각속도 

청소로봇을 제어하는데 있어서의 두 제어입력인 선형속도 u와 

각속도 ω로 달리 표현하면, 식(3.5)와 같다[1].

u=
1
2
(vr+vl)

ω=
1
2l

(v r-v l)                             (1)

입력변수 q에 대한 전역좌표계에서의 속도 p&는 자코비안 행렬 

J(p)에 의해 통해 식 (2)과 같이 표현된다[2][3].

ṗ= J(p)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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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좌표계에서의 위치벡터 p는 식 (3)과 같이 식 (2)의 적분형

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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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구학적 관계로부터 로봇은 매 제어주기마다 위치벡터

를 계산하며, u 및 ω는 각 바퀴의 엔코더 신호로부터 계산된다[4].

III. Map-Building

지도 작성은 정해진 초기 위치에서 청소 로봇이 출발했을 때, 
자체 모터로부터 출력된 엔코더(Encoder)의 값, 초음파 센서, 자이로센

서로 부터의 출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RCD(Region of Constant 
Depth) 지도를 작성하며 RCD 지도와 실제 센서 데이터를 분석 후 

로봇만의 지도를 작성한다. 로봇의 위치추정 과정은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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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MAP

Prediction
Using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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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Yes

Predicted Beacon Observations

Position Estimation

Raw Sensor Data or Extracted Feature

Matched Predic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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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청소로봇의 위치추정과정

Fig. 4. Position Estimate cycle of Cleaning Robot

 

이러한 절대위치절대 위치결정방식은 이미 알고 있는 기준 위

치들로부터 거리 혹은 각도를 측정하여 기하학적으로 위치를 결정

한다. 또한 지도 이용 시 기준 위치를 인위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주어진 지도의 환경요소들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알고리즘

은 구조화가 잘 된 실내 환경은 평면, 구석, 모서리, 원주 등의 요

소들로 모델링이 가능하므로 청소로봇에 용이하다.

IV. 시뮬레이션 및 실험

시뮬레이션은 자이로센서를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자이로센서

는 각속도를 출력하고 각속도를 시간에 따른 적분과정을 통하여 

각도를 추출한다. 그러나 자이로센서는 적분과정에서 드리프트

(Drift)누적 오차가 발생하므로 로봇이 정지하였을 때 초기화를 시

켜 회전 각도를 추출한다. 그림 5는 자이로센서가 정지 상태와 회

전하였을 경우의 출력을 나타낸다.  

그림 5. 자이로센서 출력

Fig. 5. Gyro sensor output

구동축에 바퀴 축에 모두 Step 입력을 인가하여 바퀴의 1축과 

2축의 결과를 그림 6에서 나타내었다. PID Gain은 P=4 I=0.01 
D=2로 정하였고, 바퀴의 반지름은 45mm이며 시간은 60초로 설

정하였을 때의 제어기의 출력과 위치 추정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6. 제어 출력

Fig. 6. Control output

제어출력과 센서정보를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는 이를 지도로 

표현하며 경로를 설정하고 다시 청소로봇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그

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7. 청소로봇의 맵작성

Fig. 7. Position Estimate cycle of Cleaning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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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원격으로 지도를 작성하고 청소로봇의 최적경

로를 서버에서 지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성능을 평가하

였다. 청소로봇은 작업공간에 제약이 없으므로 최적화 충분조건

을 바탕으로 이동 능력에 따른 위치오차를 향상시킬 수 있다. 실

험결과 청소로봇에서 장애물을 인식하기위하여 프로세서에서 처

리되는 시간은 초음파센서의 특성, 엔코더의 특성과 자이로스코

프의 변화에 따라 응답속도와 정상상태 오차가 매우 달랐다. 이

러한 결과의 원인은 청소로봇은 모터로 움직이며 그것의 동특성

은 매우 비선형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스템의 상태방정식을 

정확하게 세우기가 매우 어려워 PID Gain을 설정하기가 많은 어

려움이 있다. 또한 시료가 모아질수록 로봇의 무게가 틀려지므로 

Gain을 다시 조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청소로봇을 보다 유연하

고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하여 Self Tuning PID를 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청소로봇이 활용되는 환경마다 상이한 조건이므로 각각

의 환경과의 불일치에 따른 소프트웨어적인 튜닝이 필요 하다. 
향후 과제로서 청소로봇의 속도제어에 있어서 위치오차의 보정을 

위한 외부센서의 응답 특성을 고려한 설계과정과 모터 파라미터

및 불확실성에 대한 강인성 문제에 관한 연구와 RF 통신과 더불

어 인터넷 통신매체와 결합한 형태의 로봇의 개발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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