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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로봇 기술의 발달로 자율 주행 기능이 강화

된 로봇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자율주행은 로봇

이 현재 위치에서 어떠한 목적지까지 스스로 경로

계획하고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로봇이 자율적 

주행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적 융합이 

필요하다. 거리 센서를 이용하여 로봇 주변 장애물

을 인식하고 주행 가능한 경로를 생성하여 이동하

고, 위치 및 자세 센서를 이용하여 주행 정보를 

확인하고 특정 장소로 이동하기도 한다.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 얻어지는 로봇 주변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경의 특정 요소를 인식하고 영상처리

를 통해 주행 정보를 재생산해낸다.
이런 자율 주행 기능과 복합 지능을 추가한 멀티 

로봇 군집주행 또는 협업주행이 다양한 로봇 플랫

폼과 다양한 환경에서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멀티 협업 로봇 자율 주행 중 

거리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상 데이터를 통해 

얻어지는 개체 로봇의 특징점과 패턴을 다양한 

비전 알고리즘으로 추출하고 상호 보완적인 방법

으로 융합하여 개체 인식률을 높이고 정확하게 

추종 주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였다.

2. 모바일 로봇 플랫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바일 로봇 플랫폼은 

2-Wheeled Mobile Robot을 기반으로 메인 제어 프

로세서에 ARM7을 사용하고 서브 프로세서로 

ATmega128을 사용하였다. 7인치 LCD Touch 
Screen이 장착되어 있고, 저해상도 카메라와 초음

파와 IR센서 그리고 로봇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가스, 온도, 습도 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는 운영체제는 WindowsCE
이다.

  

Fig. 1 2-wheeled mobile robot and system architecture

알고리즘의 빠른 구현과 검증 실험을 상위 제어 

시스템을 재구성하였다. 메인 코어를 대신하기 위

하여 상위급 사양의 멀티코어 CPU와 고성능 SSD
를 조합하여 메인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서브 

프로세서는 ATmega128을 그대로 활용하여 모터

와 엔코더, 서브 모터 등 센서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카메라보다 성능이 높고 

연결이 쉬운 USB 웹 카메라로 변경하여 로봇 전방

의 영상처리 인식률을 높였고, 로봇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Cricket을 장착하였다. Windows7 
운영체제와 LabVIEW기반 제어프로그램을 구현

하였고, 재구성한 로봇 플랫폼과 시스템 아키텍처

는 Fig. 2와 같다.

  

Fig. 2 Reconfigured mobile robot and its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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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두 로봇 인식

추종 주행을 위하여 선두 개체 로봇을 선정하고 

후면에 적색 LED를 직각 삼각형 형태로 배치하여 

패턴 매칭 방식을 이용하여 로봇을 인식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카메라 영상이 입력된 후 처리 부하를 

줄이기 위해 이미지크기 변경을 먼저 진행한다. 
적색을 추출하기 쉽도록 보색성분의 레벨을 맞추

어 32비트 이미지를 8비트 이미지로 그레이화한다. 
명암 대비 값을 조절하여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경계를 더욱 뚜렷하게 처리하고, 이진화 처리를 

한 후 경계선을 추출한다. 이후 알고리즘은 개체 

로봇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하여 세 단계로 나누어 

처리하였다.
첫 번째는 로봇의 하부의 외곽 형태를 템플릿으

로 설정하고 경계선 패턴 매칭 방식으로 로봇을 

검출해 낸다. 두 번째는 직각 삼각형 적색 LED 
패턴 전체를 사각 형태의 템플릿으로 설정하고 

매칭하는 방법이다. 위의 두 방법은 주행하는 바닥

의 빛 반사나 선두 개체 로봇의 위치, 방향에 따라 

인식률의 편차가 커지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는 

각 LED의 위치를 검출한 뒤 직각 삼각형의 특성을 

이용하여 삼각함수 계산을 통하여 매칭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두 번째 인식률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방법이다.
위의 세 가지 패턴 매칭 처리를 통해 이미지 

픽셀 상의 위치를 계산해내고 거리 센서 데이터를 

기준으로 실제 개체 로봇의 위치를 도출해내고 

이를 이용하여 추종 로봇의 주행 방위각을 결정짓

게 된다. 

Fig. 3 Vision processing  algorithm

4. 실험

실험은 앞에서 언급한 세 단계의 인식 방법을 

각각 단일로 적용한 경우와 복합적으로 적용하였

을 경우를 비교하여 선두 개체 로봇 인식률을 확인

해보았다. 실험은 건물 내의 특별한 장애물이 없는 

직선 형태의 복도에서 진행하였고, 실행 방법은 

두 대의 모바일 로봇을 선두 로봇과 추종 로봇으로 

설정하여 출발 위치를 달리하며 수차례 실험하여 

인식률의 평균값을 구했다.
아래 Fig. 4 는 선두 로봇이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GUI 이미지이며 우측 부분에 세 단계의 

인식결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으며, Table 1은 

평균 인식률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1 Recognition rate of each vision processing

First Second Third Integration

87.86% 89.61% 83.75% 97.79%

Fig. 4 Robot detection image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멀티 협업 로봇들의 자율 추종 

주행을 위하여 복합적 비전 알고리즘을 통하여 

상호보완적인 개체 로봇을 인식하는 방법을 연구

하였고, 단일 알고리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실내 환경

에서의 실험만으로 결론을 도출하였지만 다른 형

태의 마크 패턴 적용과 다양한 복잡 환경에서도 

안정적이고 높은 인식률을 보일 수 있도록 계속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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