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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 4차 산업혁명의 부상과 함께 자율주행 로봇이 큰 주목을 받

으며, 다양한 분야로 응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1-5]. Google, 
Amazon, DHL 등 세계적인 물류회사들은 물류 혁신을 위한 자율

주행 로봇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6-7]. 물류 이외에도 공항, 병원, 
요양원, 호텔 등 다양한 분야로 응용이 확대되고 있다[8]. 또한 기존

의 물류 이송로봇인 AGV (Automatic Guided Vehicle)가 진화

되어 물류 작업의 효율을 제고하고 있다[6-7].

현재 전 세계 많은 회사들이 다양한 응용을 위한 자율주행 로봇

을 개발하고 있다. Amazon Robotics (미국), ADEPT (미국), 6 
River Systems (미국), Locus Robotics (미국), Clean Path 
Robotics (캐나다), Mobile Industrial Robots (덴마크), 포테닛

(한국)은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회사들이다. 
AETHON (미국), Swisslog (스위스), Savioke (미국), Panasonic 
(일본), 유진로봇(한국)은 병원, 호텔, 요양원을 위한 자율주행 로

봇을 생산하고 있다[9]. Starship Technologies (미국), Dispatch 
(미국), Marathon Targets (호주)는 라스트마일 배송(Last 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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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을, Lowe’s (미국), Magazino (독일), Fujitsu (일본)는 

재고관리 자율주행 로봇을 생산하고 있다[10].
자율주행 로봇은 생산 및 제조 산업 현장에서도 물류 작업에 폭

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스마트 팩토리의 등장과 함께 점점 더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 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본

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자율주행 로봇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벽면추종 주행은 자율주행로봇 구현에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기법이다[11-15]. 특히 벽면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평행하게 

주행하는 직각삼각형(Right triangle) 방식은 가장 널리 쓰이는 방

식이지만, 벽면이 급격히 변하는 코너 구간에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고속 자율주행에 적합하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직각삼각형 방식만 사용하는 벽면추종 주행방식과 달

리 코너에서 새로운 주행방식을 사용한 혼합 모드 방식으로 코너 

주행 성능이 개선된 벽면추종 주행방식을 제안한다. 직선 구간에

서는 기존의 직각삼각형 방식을 사용하지만, 코너 구간에 접근하

면 코너 인식(Corner recognitio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코너를 

사전에 인식하고, 삼각형 이등분(Triangle bisection) 방식을 이용

해 더 높은 속도에서 충돌 없이 코너를 통과하게 된다. 고속 RC 
모형차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로봇을 구현하고, 실험을 통해 제안

된 방식으로 직선구간에서는 고속 주행이 가능하고, 코너 구간에

서 직각삼각형 방식과 비교하여 향상된 성능을 보이는 것을 검증

한다.

2. 시스템 구조
2.1 시스템 아키텍처

실험을 위해 구현된 자율주행 로봇의 시스템 아키텍처는 Fig. 
1과 같다[16].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와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 센서는 메인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USB 허브(USB Hub)와 연결되어 각 센서 데이터를 전달한다. 메

인보드(Main board)는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USB 허브와 연결되

어 있는 모터 제어보드(Motor control board)에 속도와 조향 데이

터를 전달한다. 모터제어 보드는 서보모터(Servo motor)와 ESC 
(Electronic Speed Controller)에 각각 조향과 속도를 제어하기 위

한 PWM (Pulse Width Modulation) 신호를 전달한다. ESC는 

전달받은 PWM 신호를 모터 배터리(Motor battery)의 전압 레벨

에 맞춰서 BLDC 모터(BLDC motor)에 전달한다. 메인 배터리

(Main battery)는 전원관리보드(Power management board)에 

11.1 V 전압을 공급한다. 전원관리보드는 LIDAR와 메인보드가 

구동하기 위한 11.1 V 전압을 공급한다. IMU와 모터 제어보드는 

메인보드와 연결 시 5 V 전압을 공급받아 동작하고, 서보모터는 

모터 제어보드를 통해 3.3 V를 공급받아 동작한다. 제작된 고속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은 Fig. 2와 같다. 로봇에는 메인보드, 모터 

제어보드, 전원관리보드, LIDAR, IMU, 서보모터, BLDC 모터,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다.

Table 1은 실험을 위한 모바일 로봇의 하드웨어 구성을 나타낸

다. 차체는 고속 주행이 가능한 차량형(Car-Like) 로봇을 사용하

였다. 로봇의 크기는 L500 × W300 × H150 mm, 무게는 4 kg이

다. 서보모터는 앞바퀴의 조향을 위해 사용되었다. BLDC 모터는 

최대 10 m/s (36 km/h)의 고속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Fig. 1 Architecture Block diagram

Table 1 Hardware description

Moving part

Size L500 × W300 × H150 mm
Weight 4 kg

Driving method 4-Wheel 
Car-Like driving method

Motor 3-phase BLDC motor
Driving speed Max 10 m/s (36 km/h)

Sensor unit

LIDAR

Hokuyo URG-10LX
(Scan angle : 270°,
Step angle : 0.25°,

Maximum distance : 15 m)

IMU

SparkFun 9DoF Razor
IMU M0

(3-axis Accelerometer,
3-axis Gyroscope,

3-axis Magnetometer)

Embedded
 board

Main board Nvidia Jetson TX1 
development board

Motor control board Teensy 3.2 board
Power management 

board Custom board

Power 
supply unit

Main battery LIPO 11.1 V 3-Cell 
5000 mAH Battery

Motor battery NiMH 8.4 V 3-Cell 
3000 mAH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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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는 LIDAR와 IMU 센서를 사용한다. LIDAR는 레이저 펄

스를 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반사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이다[17]. 실험에 사용된 LIDAR는 270° 반경에서 

0.25°분해능을 가지고 있다[18]. 실험을 통해 사용된 LIDAR의 최

대 측정거리는 15 m로 확인되었다. IMU는 3축 가속도, 3축 자이

로, 3축 지자기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 센서이다. 임베디드 보드

(Embedded board)는 알고리즘 및 전체 시스템을 관할하는 메인

보드와 모터 제어를 위한 모터 제어보드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전

원 관리를 위해 전원관리보드를 사용하였다. 차량 안쪽 하부에는 

2개의 배터리를 장착하였고, NiMH 8.4 V 3-Cell 배터리를 통해 

차량의 BLDC 모터에 연결되는 ESC에 전원을 공급하고, LIPO 
11.1 V 3-Cell 배터리는 전원관리보드를 통해 LIDAR와 메인보

드에 전원을 공급한다.

2.2 시스템 소프트웨어
본 연구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ROS (Robot Operating System)기반으로 구현되었다. ROS는 

로봇을 위한 메타 운영체제이다. ROS는 로봇 소프트웨어 프레임

워크를 기반으로 통합 개발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로봇 응용 소프트

웨어들을 제공한다[19]. 이러한 소프트웨어 환경은 센서들의 통합 

인터페이스를 통한 센서 데이터 획득, 원격제어, 자율주행 알고리

즘 그리고 모터 제어보드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터제어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메인보드에서 동작하는 ROS 노드 시스템은 Fig. 3과 같다. 타

원은 노드, 직사각형은 메시지를 나타낸다. ROS 시스템에서 노드

는 하나 이상의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 단위이고, 메시지는 노드 

간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활용되는 데이터 단위이다. 즉, ROS 
소프트웨어 구성방식 중 노드간의 메시지 통신방식을 사용하여 데

이터 입출력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먼저 /imu_node와 /urg_node는 각각 IMU와 LIDAR 센서와 

연동하여 데이터를 가져오는 노드이며, 오픈 소프트웨어로 제공된

다[20-21]. 각 노드는 센서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 필터링 기법이 적용

되어 가공된 센서데이터를 출력한다. /publisher_node는 외부의 

컴퓨터를 통해 키보드 입력 값을 원격으로 받아올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노드이다. 키보드 입력 값은 자율주행모드, 정지모드를 나타

내는 임의의 값으로 정의하였다. /subscriber_node는 자율주행 로

(a) Top view of mobile robot

(b) Side view of mobile robot

(c) Front view of mobile robot
Fig. 2 Hardware configuration of the mobile robot

Fig. 3 ROS Node System graph of the mobile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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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의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노드이다. 알고리즘을 통해 나온 출력 

값은 /serial_node를 통해 모터 제어보드에 전달된다.

3. 직각삼각형 방식 벽면 추종 주행
직각삼각형(Right triangle) 방식은 직선으로 근사된 불규칙적

인 벽면을 직선 벽면으로 근사 후, 근사벽면(Approximated wall)
에 대해 직각삼각형을 유지해 벽면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평

행하게 주행하는 방식이다. 근사벽면은 LIDAR의 거리데이터를 

좌표데이터로 변환하고,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를 이용하여 

구한다.
피드백 제어를 이용하여 근사벽면과 직각삼각형 사이의 면적오

차(Area error)를 최소화하여 벽면에 대해 일정한 거리와 각도를 

유지하도록 앞바퀴의 조향 각도를 제어한다. 본 논문에서는 로봇

의 정면을 기준으로 오른쪽 벽면을 추종 벽면으로 설정하였다. 

3.1 선형회귀를 이용한 벽면 근사
직각삼각형 방식을 위한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는 Fig. 4

와 같다[22]. 먼저 LIDAR의 0°와 45°사이의 거리데이터()를 추

출한다. LIDAR의 분해능은 0.25°이며, 0°부터 45°까지 등간격으

로 181개의 거리데이터 를 받아오게 된다. 거리데이터 의 좌

표데이터 와 는 식 (1)과 식 (2)로 계산된다.

   × cos


×  (1)

   × sin 


×  (2)

좌표데이터로 변환된 데이터를 이용해 근사벽면의 방정식(식 

(5))을 계산한다. 먼저 식 (3)을 통해 기울기 를 계산한다. 

는 181개의 좌표데이터의 평균값이고, 는 181개의 좌표

데이터의 평균값이다[23]. 식 (4)를 통해 절편 를 계산한다. 최종

적으로 LIDAR를 기준으로 불규칙적인 벽면을 근사한 직선의 방

정식인 식 (5)를 구할 수 있다. 

 


  



   


  



      

(3)

    ×   (4)

      (5)

3.2 직각삼각형 방식 경로 제어
직각삼각형 방식에서 로봇은 LIDAR 기준 직각삼각형의 높이 

변과 근사벽면이 일치하도록 경로 제어를 수행한다. 경로에 오차

가 있을 때 Fig. 5와 같이 높이 변과 근사벽면 사이에 면적오차

( )가 발생한다. 는 직사각형 과 직각삼각형 의 합

으로 구성된다. 직각삼각형 밑변 길이는 이고, 는 근사벽면 

기준 직각삼각형의 거리 오차이다. 는 직각삼각형의 높이 변과 

근사벽면 사이의 오차 각도이다. 가 충분히 작은 경우  , 

는 각각 식 (6), 식 (7)로 근사될 수 있다. 이후 디지털 PID 

제어방식을 사용하여 식 (8)의 를 0에 수렴하도록 피드백 제어

하면[24-25], 와 가 0로 수렴하게 되고 로봇이 근사벽면에 대

해 일정한 거리와 각도를 유지하게 된다.

 ≃  ×  (6)

 ≃ 


×  × sin  (7)

     ≅  × 

 × sin 
   (8)

 
3.3 직각삼각형 방식의 코너 주행 문제점

직각삼각형 방식을 이용하면 직각 코너와 같이 벽면이 급하게 

변하는 코너 주행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충돌 

원인은 Fig. 6으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로봇이 직각삼각형 방식

을 통해 우측 벽( )과 직각삼각형을 유지하며 코너에 접근한다. 
정면 벽()까지의 거리가 가 되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

Fig. 4 Wall approximation using linear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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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로봇은 를 인식하지 못한다.   지점을 지난 이후에도 

LIDAR 스캔 후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기까지는 를 인식하지 

못하고 ∆만큼 직진하게 된다. 가령 실험에 사용된 LIDAR는 40 
ms (25 Hz) 주기로 측정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18] 로봇은 

  지점을 지나 최대 40 ms 동안 직진하게 된다. ∆만큼 이동한 

  지점을 지나면서 로봇은 를 인식하기 시작하여 회전을 

시작하고   지점을 지나면서 근사벽면은 가 된다. 이와 같

이 근사벽면이 급격히 에서 로 변하며 면적오차( )가 

급격히 커지기 때문에 로봇의 조향각도가 최대로 제어되어 최소 

회전반경()을 유지하며 회전하게 된다. 이때, 충돌 없는 회전을 

위해 과 ∆의 합 보다 큰 정면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즉, ∆
는 회전반경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  인 경우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구현된 로봇의 경우 은 50 cm로 측정되

어, ∆를 무시할 경우 가 50 cm 이하로 설정되면 반드시 충돌

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트랙의 폭()이 좁은 경우   증가에 한계가 

있으며, 속도의 증가에 따라 ∆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가령, 로봇의 속도가 1.6 m/s (5.8 km/h)일 

때, ∆는 6.4 cm이고 이것은 의 12.8%에 해당하며 충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소 회전반경 을 줄일 경우, 원심력 증가에 

의한 차체 드리프트(Drift)나 회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4. 삼각형 이등분 방식을 이용한 코너 주행 개선
본 논문에서는 고속 자율주행 로봇이 충돌 없이 코너주행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삼각형 이등분(Triangle bisection) 방식을 제안

한다. 삼각형 이등분 방식은 코너에 진입하기 전에 코너를 미리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코너를 인식하고 삼각형 이등분 목표경

로 설정 알고리즘을 통해 주행하는 방식이다.

4.1 코너 인식 알고리즘
Fig. 7은 좌회전 직각 코너 구간에 대한 코너 인식(Corner 

recognition) 방법을 나타낸다. 먼저, LIDAR 스캔 데이터 중 로봇 

정면 방향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에서 거리 값이 가장 큰 데이터 

과 을 추출한다. 만약 코너가 존재한다면,   혹은   은 

바로 이웃한 데이터 값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를 보이는 불연속

(Discontinuity)이 발생하게 된다. Fig. 7의 경우 의 왼쪽에 위

치한 코너에서 불연속 지점이 발생하며 거리 값은  이다. 본 논

문에서는    의 비율이 2보다 크면 불연속으로 정의하여 코

너로 인식하도록 설정하였다.    의 비율이 커지면 로봇이 

불연속 지점에 더 가까운 지점에서 코너를 인식하게 되고, 반대로 

비율이 작아지면 불연속 지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Fig. 5 Control of area error in the right triangle method

Fig. 6 Driving at a the right angle corner using the right triangle 
method

Fig. 7 Triangle bisection and corner recogni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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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를 인식할 수 있다. 로봇은 코너 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코너에 

진입하기 전 코너를 인식하고 주행 방식을 직각삼각형 방식에서 

삼각형 이등분 방식으로 모드를 전환한다.

4.2 삼각형 이등분 방식 
Fig. 7은 코너 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좌측 코너에 불연속이 발생

한 경우 삼각형 이등분(Triangle bisection) 방식을 이용한 주행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로봇의 정면을 기준으로 좌측에서 거

리 값이 가장 큰 데이터 과, 우측에서 거리 값이 가장 큰 데이터 

을 추출한다. 이후 LIDAR의 축을 기준하여 식 (9)와 식 

(10)을 이용해 의 좌표데이터 과 을 계산한다.

   × cos  (9)

   × sin  (10)

에 해당하는 좌표데이터 과 은 식 (11)과 식 (12)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cos (11)

   × sin  (12)

목표경로(Target path)는 현재 로봇의 위치와 두 좌표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설정된다. 목표경로와 축과의 각도오차 는 

식 (13)으로 주어진다.

  atan  

  
  


  atan  

  
 (13)

이후 디지털 PID 제어방식을 통해 를 0에 수렴하도록 

피드백 제어하면[24-25], 로봇이 삼각형 이등분 지점의 좌표 



  


  
을 지나는 목표경로를 따라 이동하게 된

다. 삼각형 이등분 방식은 로봇이 코너에 진입하기 전, 코너를 

인식하고 정면 벽을 기준으로 목표경로를 설정해 주행하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고속에서도 충돌 없이 코너 구간을 통과할 수 

있다.

4.3 코너 주행 성능이 개선된 혼합 모드 방식
Fig. 8은 코너 인식 및 삼각형 이등분 방식을 적용하여 코너 주

행 성능이 개선된 벽면추종 주행의 순서도이다. 먼저 4.1절에서 

설명한 코너인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불연속 지점을 판별한다. 

만약, LIDAR 거리 데이터에 불연속 지점이 인식되지 않으면 우측 

벽면을 따라 근사벽면을 만들어 직각삼각형 방식으로 주행한다. 
좌측이나 우측 불연속 지점이 인식되면 삼각형 이등분 방식으로 

주행한다.

5. 실 험
5.1 직선 주행

실험을 위해 구성된 직선 트랙은 Fig. 9와 같다. 트랙의 폭(W)은 

90 cm로 설정하였다. 실험용 트랙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된 주름호

스(Pleated hose)는 지름 15 cm이며 이는 높이 14 cm로 설치된 

LIDAR가 주름호스를 센싱 가능하도록 선정되었다[26]. 주름호스

는 트랙의 모양을 만들기 쉽고 로봇의 충돌 시 로봇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Fig. 9는 가 45 cm, 
속도가 1.6 m/s (5.8 km/h)로 설정된 경우, 직선구간에서 직각삼

각형 방식의 주행 모션을 나타낸다. 구현된 실험용 트랙과 같은 

구조화된 환경을 적용하였을 때, 10 m/s (36 km/h)까지 속도를 

증가시키며 자율주행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9 Continuous motion in a straight track using the right 
triangle method

Fig. 8 Flowchart for improved wall-following driving using the 
mixed-mod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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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곡선 코너 주행
Fig. 10 (a)는 직각삼각형 방식을 이용하여 1.6 m/s (5.8 km/h)

의 속도로 주행하는 경우 곡선 코너 주행 모션을 나타낸다. 직선 

구간으로 이어지는 트랙의 폭은 90 cm이고, 내부 코너의 반지름

(Ri)은 50 cm, 외부 코너의 반지름(Ro)은 140 cm로 설정되었다. 
Fig. 10(b)는 혼합 모드 방식을 이용하여 1.6 m/s (5.8 km/h)의 

속도로 주행하는 곡선 코너 주행 모션을 나타낸다. 주행의 시작점은 

트랙의 가운데에 로봇이 위치하고 코너 알고리즘을 통해 코너가 인

식되기 시작하는 지점으로 설정하였다. 혼합 모드 방식은 코너 모서

리를 인식하는 동안 삼각형 이등분 방식 주행을 하고, 코너를 지나

면 직각삼각형 방식 주행으로 복귀한다. 속도가 이동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충돌이 발생할 때까지 속도를 증가시키며 

추가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두 경우 모두 는 45 cm로 설정되었다.
Fig. 11은 Fig. 10의 실험을 바탕으로 정리된 주행경로를 나타

낸다. 주행 궤적은 로봇 중심부의 이동경로를 나타낸다. 구현된 실

험용 트랙과 같은 구조화된 환경을 적용하였을 때, 혼합 주행 방식

의 경우 직각삼각형 방식과 달리 코너에 진입하기 전 미리 코너를 

인식하여 회전을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속도 1.6 
m/s (5.8 km/h)일 때, 직각삼각형 방식과 혼합 모드 방식의 이동거

리(L)는 각각 2.25 m, 1.88 m로 측정되었다. 혼합모드 방식의 경

우 안쪽 코너에 가까이 회전하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직각삼각형 

방식 대비 20% 감소되었다. 직각삼각형 방식과 혼합 모드 방식은 

각각 1.6 m/s (5.8 km/h), 2.8 m/s (10.1 km/h) 이하에서 충돌 

없이 코너를 통과하였다. 두 방식 모두 속도가 올라갈수록 곡선 

코너의 외곽 경계에 접근하는 현상을 보인다. 곡선 코너에 대한 

혼합 모드 방식의 최대 주행 속도는 직각삼각형 방식 대비 75% 
향상되었다.

5.3 직각 코너 주행
Fig. 12(a)는 실험을 위한 직각 코너 트랙을 나타낸다. 직선 구간

으로 이어지는 트랙의 폭은 90 cm이고, 실험용 트랙으로 사용된 

(a) The right triangle method

(b) The triangle bisection method

Fig. 10 Continuous motion at the round corner track

Fig. 11 Driving trajectory depending on the speed at round corner

(a) The right triangle method

(b) The triangle bisection method
Fig. 12 Running motion on a the right angle corner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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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호스를 이용하여 완벽한 직각을 만들 수 없어 내부 코너와 외

부코너의 반지름을 최소(20 cm)로 설정하여 직각 코너에 근사한 

트랙을 설정하였다. Fig. 12(a)는 직각삼각형 방식을 이용하여 0.1 
m/s (0.4 km/h)의 속도로 주행하는 코너 주행 모션을 나타낸다. 
Fig. 12(b)는 혼합 모드 방식을 이용하여 1.6 m/s (5.8 km/h)의 

속도로 주행하는 코너 주행 모션을 나타낸다. 주행의 시작점은 트

랙의 가운데에 로봇이 위치하고 코너 알고리즘을 통해 코너가 인

식되어 모드가 전환되는 지점으로 설정하였다. 곡선 코너와 마찬

가지로 혼합 모드 방식은 직각 코너에서 코너 불연속 지점을 인식

하는 동안 삼각형 이등분 방식 주행을 하고, 코너를 통과하면 직각

삼각형 방식 주행을 한다.
Fig. 13은 Fig. 12를 바탕으로 정리된 주행 궤적을 보여준다. 

구현된 실험용 트랙과 같은 구조화된 환경을 적용하였을 때, 직각

삼각형 방식의 경우 로봇이 낼 수 있는 최저 속도 0.1 m/s (0.4 
km/h)에서도 충돌이 발생하며 코너를 통과할 수 없었고, 속도가 

0.2 m/s (0.8 km/h)로 상승하면서 회전 반경이 커지며 충돌이 발

생하였다. 혼합 모드 방식은 1.8 m/s (6.5 km/h) 이하의 속도에 

대해 충돌 없이 코너 구간을 통과하였으며 속도가 올라갈수록 직

각 코너의 바깥쪽 경계에 접근하게 된다. 1.9 m/s (6.8 km/h)에서 

로봇의 우측과 벽면의 충돌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혼합 모드 방식

을 이용하면 직각 코너 구간에서도 코너링 주행이 가능하며 최대 

속도는 1.8 m/s (6.5 km/h)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4 직선/코너 연속 주행
직선 및 코너 구간이 혼합된 구간에서 로봇의 주행성능을 검증

하기 위해 폐루프 트랙을 이용해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Fig. 14는 

테스트에 이용된 폐루프 트랙의 구조도와 사진을 보여준다. 해당 

트랙은 2018년 10월 이태리 토리노에서 개최된 F1/10 자율주행 

로봇 경주대회에 사용된 트랙이다[27]. 트랙은 5개의 직선 구간, 6
개의 곡선코너 구간, 4개의 직각코너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트
랙 한 바퀴의 주행거리는 약 50 m이고, 트랙의 전체 크기는 가로 

10.8 m, 세로 8.4 m, 평균 폭 약 1.8 m이다. 로봇의 속도는 직선구

간에서 4 m/s (14.5 km/h), 곡선 구간에서 1.8 m/s (6.5 km/h)로 

설정되었다. 구현된 실험용 트랙과 같은 구조화된 환경을 적용하

였을 때, 한 바퀴 주행시간은 평균 23초로 측정되어, 평균속도는 

2.2 m/s (7.9 km/h)로 계산된다. 구현된 로봇은 트랙 12 바퀴를 

충돌 없이 성공적으로 자율주행 하였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직선 트랙에서는 직각삼각형 방식을 사용하고, 

코너 트랙에서는 코너 인식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삼각형 이등분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개선된 벽면추종 방식을 제안하고, 
ROS 기반의 고속 모바일 로봇을 구현하여 실험을 통해 동작을 

검증하였다. 로봇은 폭 90 cm의 직선 트랙에서 직각삼각형 방식 

모드로 동작하며 최대 10 m/s (36 km/h)의 주행속도를 달성하였

다. 폭 90 cm, 내부코너 반지름 50 cm의 곡선 코너의 경우 삼각형 

(a) Shape of the closed-loop track

(b) Actual driving test in the closed-loop track
Fig. 14 Closed-loop track for the driving test

Fig. 13 Driving trajectory depending on the speed at the right 
angle co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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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등분 방식 모드로 동작하며 1.6 m/s (5.8 km/h) 속도에서 직각

삼각형 방식 대비 주행거리 및 시간이 20% 감소되었다. 충돌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최대 주행 속도는 2.8 m/s (10.1 km/h)로 75% 
향상되었다. 또한 직각삼각형 방식으로 로봇의 최저 주행속도에서

도 직각 코너 구간을 통과할 수 없었지만, 개선된 벽면추종 방식을 

이용하면 최대 1.8 m/s (6.5 km/h)의 속도로 직각 코너 구간 주행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직선과 곡선/직각 코너가 혼재하는 

폭 1.8 m, 길이 50 m의 폐루프 트랙에서 평균 2.2 m/s (7.9 km/h)
의 속도로 충돌 없이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코너 트랙에서의 고속 주행 알고리즘과 차체의 물리적 관

성을 고려한 제어방식이 연구된다면, 코너 트랙에서의 고속 자율

주행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8]. 또한 제안된 

방법이 복잡한 실제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향후 추가적인 알

고리즘 연구와 다양한 환경에서의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본 논

문에서 개발된 로봇 플랫폼과 주행 알고리즘은 생산 및 제조 현장

에 요구되는 고속 이송로봇의 개발에 효과적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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