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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농업은 시간 공간적 가변성이 가장 큰 산업중 

하나로 인력부족, 생산성저하등으로 쉽게 기계화 

및 자동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 

및 고역 농작업 기피 현장으로 인하여 농업생산 

시스템의 경쟁력 저하로 국가 식량공급의 기반인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Fig.1
과 같이 미래 농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다.1 

Fig. 1 Agriculture Development Process

기존의 로봇 자율 주행 방법으로는 위치 인식 

정보를 기반으로 목적지 까지 주행하며 장애물을 

회피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로봇 주행 환경에 대한 제약과 주위 환경에 대한 

낮은 인식률 그리고 시스템 구성 단가의 고비용으

로 실용화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복수개의 유도선을 따라 이동

하는 로봇 시스템을 통하여 시설농장에서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로봇 구동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2. 구동 플랫폼

협소한 시설 농장에서 원활하게 구동이 가능하

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식물생산 로봇에 적용을 

위한 사륜 독립 조향 구동  플랫폼 연구를 기반으로  

Fig.2 와 같이 구동 시스템을 제작하였다.2 구동은  

BLDC 150W 모터를 사용하였으며, 조향은 스텝모

터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Fig. 2 Modeling of Driving Platform

구동 플랫폼은 상황에 따라 전륜/후륜/사륜 조향

이 가능하다. 이는 협소한 농장 환경에서 로봇의 

회전 반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로봇의 주행 최고 주행 속도가 2㎧ 이기 때문에 

전륜/후륜 조향시에는 Parallel 방식의 조향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사륜 조향시에는 조종성이 좋은 역

상 방식을 사용하였다.3

구동 제어는 Fig.3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주제어

기는 조향각과 속도를 계산하여 구동모터와 조향 

모터를 제어한다.

Fig. 3 Construction of Driving Control System

메인 제어기는 Atmel 社의 XMega128을 사용하

였으며, 구동 모터 드라이버는 ATMega16을 사용하

401



한국정밀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여 제작하였다. 
3. 자기유도 시스템

시설 농장의 로봇 위치 및 로봇의 주행경로 인식

을 위하여 두 개의 자기유도선을 통하여 로봇이 

주행하도록 하였다. 유도선이 나누어지는 구간에

서는 로봇이 우선 이동 경로를 감지하여 이동 방향

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Fig.4는 시설 농장에서의 

유도선 구성도 이다.

Fig. 4 Configuration of Guide Wire

주행구간에 대한 검출을 위하여 로봇에 검출 

센서를 좌/우, 전/후 4개를 장착하여 로봇의 이동 

경로 및 위치를 검출하도록 구성하였다. 제작되어

진 각 검출기에는 Fig.5와 같이 4개의 유도 검출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유도선의 신호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로봇의 중심이 유도선

에 일치하여 주행하고 유도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

Fig. 5 Magnetic Induction Detector

각각의 센서는 센서간의 신호의 세기를 비교 

판단하여 Fig.6과 같이 자기유도선이 검출기의 중

앙에 위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6 Example of  Guide-Wire Sorting 

검출기에서 검출되어지는 RC공진 주파수를 정

밀하게 비교 판단하기 위해서 입력되어지는 아날

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검출기 프로세서

에서 1차적으로 비교후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

하여 주제어기에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를 위한 ATMega32 프로세서의 DAC 기능을 사용하

였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농업 자동화 및 로봇화를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협소한 농장 환경의 구동

을 위해 사륜구동, 사륜조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

며, 로봇의 이동 경로 인식 및 주행을 위해 복수개의 

자기유도선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차후 

실제 농업용 로봇의 실용화를 위한 기초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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