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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로봇 기술은 전자공학, 컴퓨터, 기계공학 등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로봇은 극한 

환경에서 인간이 실천하기 어려운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으며, 인간과 함께 운용되거나 인간이 로봇을 무선으로 제어하여 현장

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무선 제어 로봇은 탐사 시 동체가 전복 

되더라도 지속적인 탐사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로봇의 동체보다 바퀴를 크게 하여 동체가 전복해도 동작이 가능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조정 자동차를 사용 하여 차체의 전복에도 충분히 제어 및 탐사가 가능한지 실험하고, 초음파센서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장애물 회피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키워드: 무선 제어 로봇(Radio Control Robot), 아두이노(Arduino), 스마트폰(Smart Phone), 무선 조정 자동차(Remote 
Control Car), 앱 인벤터(App Inventor)

I. 서 론

최근 로봇 기술은 전자공학, 컴퓨터, 기계공학 등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로봇은 극한 환경에서 

인간이 하기 어려운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다.  
무선 제어 로봇은 탐사 시 동체가 전복되더라도 지속적인 탐사가 

가능해야 한다. 혹은 뒤집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바퀴의 형태를 로봇의 동체보다 크게 설계하였다. 
또한 Wi-Fi 카메라와 초음파센서를 장착하여 순간적으로 놓치는 

전방 장애물의 경우 능동적으로 감지하여 피할 수 있도록 사용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전기차량의 핵심이 되는 

초음파 센서에 대해 다루고, 3장에서는 전체적인 시스템과 차량을 

제어하는 App에 대해서 다룬다.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관련연구

1. 초음파센서

초음파센서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체 혹은 사람의 유무, 거리측정, 
속도 측정에 사용한다. 초음파소자는 고유 진동에 상당하는 전압을 

가하면 압전 효과에 의해 진동하여 초음파를 발생한다.

그림 1. 초음파센서의 작동 원리

fig 1. Ultra Sonic Sensor's Operating Principles

그림 1은 초음파센서가 초음파를 보내어 장애물에 부딪혀 다시 

초음파센서로 돌아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초음파센서에는 두 개의 

눈이 있는데 하나는 초음파를 발생시켜서 송신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

고 나머지 하나는 송신된 초음파의 신호를 수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두 개의 눈은 전면에 위치한 임의의 물체로부터 반향 된 신호를 

계산하여 물체와의 거리를 인식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III. 제안 기법

1.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무선 조정 자동차에 아두이노 보드를 장착하고 스마트

폰과의 통신을 이용하여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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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스템 구성도

fig 3. System Architecture

무선 조정 자동차를 제어하기 위해 앱 인벤터(App Inventor)라는 

앱 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에서 무선 조정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섬세한 제어를 위해 4개의 모터를 무선 

조정 자동차의 움직임을 원하는 대로 제어하고 초음파 센서를 장착하

여 능동적으로 장애물을 피해 갈 수 있도록 한다.

2. 앱 인벤터 에서의 앱 개발 

그림 4. App 디자인

fig 4. App Design

앱 인벤터로 컨트롤 패널과 초음파센서 값을 받아올 수 있도록 

설계한다. 프로그래밍에는 JAVA를 사용한데에 비해 앱 인벤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대신하여 디자이너(Designer) 창과 블록 (Block) 
창에서 디자인과 프로그래밍 기능을 각각 담당한다.[1] 

그림 5. 무선 조정 자동차 완성도

fig 5. Remote Control Car Completeness

IV. 결 론

본 논문은 무선 제어 로봇에서 동체 전복에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탐사의 달성과 사용자의 제어 외에 능동적으로 움직임을 수행 하는 

것을 구현했다는 점에서의 의의를 두고 있다. 차체의 내구성, 탐사 

상황에 맞는 센서, 지형 이동의 편리성 개전 등을 개선한다면 사회적으

로나 경제적으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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