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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온라인 쇼핑몰 산업이 발달하면서 운반해야하는 물류의 양이 증가하고, 인력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물류 운반용 AGV(Automatic Guided Vehicle)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AGV 운용의 큰 과제중 하나는 컴퓨터에 익숙

하지 않은 작업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효율적으로 여러 대의 AGV를 운용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제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가 유동적으로 목적지를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 사용

자 맞춤형 AGV 운용 시스템을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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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통계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액이 22.7% 

증가했다. 이렇듯 물류, 온라인 쇼핑몰 산업이 발달하면서 운반해야하

는 물류의 양이 증가하고, 인력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하

고 있어 물류 운반용 AGV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현장의 관리자들은 비전공자로 CLI 기반의 컴퓨터 환경에 익숙하

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공장에서 물건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여러 

대의 AGV를 비전공자들도 쉽고 직관으로 운용,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CLI 기반이 아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가 AGV를 운용 할 수 있다. AGV의 상황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자가 확인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AGV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한 AGV의 

위치,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갑작스런 상황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II. Design The System

1. System Architecture

Fig. 1은 맞춤형 AGV 운용 시스템에 사용되는 시스템 구조도이다. 

AGV의 보드는 ATmega328를 사용하였다. 센서부는 라인트레이서 

센서, 컬러 센서, 초음파를 연결시킨 구조로 되어있다. 라인트레이서 

센서는 흑백을 구분해 AGV가 검정색 라인을 따라 이동한다. 컬러 

센서는 교차로를 인식하고 목적지를 인식할 때 사용된다. 초음파 

센서는 AGV가 이동 중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다. 제어부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목적지 버튼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다. AGV는 어플리케이션과의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운용이 가능하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Fig. 2는 시스템 흐름도이다. 라인트레이서와 컬러센서를 사용해 

모터를 제어한다. 또한 실시간 상황을 카메라를 통해 컴퓨터로 전송해 

관리자가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장애물을 초음파센서를 통해 

인식한 경우 좌회전을 해 피한다[3]. 상황을 크게 사용자가 목적지를 

직접 입력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목적지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AGV는 정해진 루트로 이동하며 교차로를 마주친 경우 

항상 우회전을 한다. 목적지가 입력된 경우, AGV는 각 교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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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에 미리 입력된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때 목적지는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버튼을 통해 지정하고, 이는 블루투스를 통해 AGV에 

값을 전달한다. 각각의 목적지에서는 AGV가 목적지를 인식한 경우 

일정시간 정지 후 재가동하게 된다.

Fig. 2. Sequence Diagram

2. Experiments

Fig.3는 AGV를 모델링한 모습과 어플리케이션의 화면이다. 

Fig. 3. AGV model & Application

실험은 AGV의 움직임의 제어를 위한 실험이다. 목적지 설정 

여부에 따라 AGV의 교차로 반응 변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AGV 

제어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Table 1. AGV's Communication Result

Table. 1 은 라인트레이서 센서, 컬러 센서, 앱과의 통신을 통한 

목적지 설정 여부 값들을 통해 나타나는 AGV의 모터 제어 상황이다. 

실험 환경은 RC카를 사용해 AGV 모델을 만들고 앱을 통해 통신시킨 

후 목적지가 입력된 여부에 따라 교차로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했다. 목적지까지 갈 때, 몇 개의 교차로를 지나갔는지 알려준다. 

실험에서는 목적지 도착 여부와 방향을 클라우드에 저장한다. 목적지

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AGV가 라인을 따라 자율 주행한다. 

사용자가 직접 AGV를 제어하는 상황에는 바퀴수를 통해 제어하고 

이때는 교차로나 트랙과 상관없이 제어가 가능하다. 

III. Conclusions

사용자 맞춤형 AGV 운용 시스템을 통해 여러 대의 AGV를 사용자

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어함으로써 편리하게 AGV를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의 CLI 환경의 운용 방식에서 비전공자들인 

작업자들이 직접 목적지를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의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AGV를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자가 앱을 통해 스케쥴을 줄 때 사용자가 

한 명이 아닌 다수일 경우 AGV에서 받는 요구사항은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게 된다. 이에 바로 처리되어야 하는 일이 늦어질 

수 있다. 따라서 AGV가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주어 스케쥴을 만들어 

주어야 효율적으로 AGV를 운용할 수 있다. 이에 추후 작업자의 

지시와 더불어 스케줄 데이터에 의해 AGV 스케줄링에 대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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