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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기반 옥외용 로봇의 인간 추종 방법

GPS-Based Human Tracking Methods for Outdoor 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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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esents a GPS-based method for outdoor robots to track humans. This new method can overcome the crucial

problems of conventional techniques in complex environments with obstacles or sloped terrain that do not allow detecting

the locations of humans out of the robot's line of sight. The robot determines the position of the human with respect to

GPS data and forms the trajectory of the human’s movement. This trajectory is then smoothed in real time to reduce

sudden changes in the path and improve the tracking performance. We also propose an autonomous trajectory tracking

method for the robot to avoid obstacles while effectively tracking the human trajectories. This method allows the robot to

follow the human even in an environment with many robots and humans simultaneously present because the robot can

always distinguish the human it should follow. The experiments demonstrate that robots can effectively follow the human

while avoiding obstacles in complex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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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 추종 로봇 기술은 무거운 장비나 짐을 운반하면서 인간을

추종하는 작업보조 로봇, 비료나 거름 및 작업장비 등을 운반하거

나 수확물을 탑재하여 이동하면서 인간의 작업을 보조하는 농업

용 로봇,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야외 운동이나 조깅을 할 때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물건운반과 동시에 즐거움이나 심리적 안정

감을 주는 로봇, 그리고 골프장에서 골퍼를 추종하는 캐디로봇 등

으로 그 응용분야가 다양하다.

로봇의 인간 추종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은 인간 및 로봇의 위

치평가 기술, 평가된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인간의 이동궤적을 추

적하기 위한 경로계획 기술, 계획된 경로를 추적하는 경로추적 기

술, 추종도중 출현하는 장애물을 감지하여 회피하는 장애물 회피

기술 등이 필요하다.1-4 위치평가 성능은 위치 기반 서비스의 질적

인 문제와 직결되며, 이에 따라 위치평가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5

로봇이 인간을 추종하기 위한 기존방법은 주로 초음파, 레이저,

카메라, LED 등을 이용한다.6 초음파 방식은 주로 두 개의 초음

파 신호로부터 거리를 계산하고 이 거리차이로부터 방향을 추측

하고 인간을 추종한다.7 레이저 방식은 레이저 스캐너로 연속적으

로 인간의 신체 일부를 추적하여 거리 및 방향을 계산하여 인간을

추종한다.8,9 카메라 방식은 로봇이 추종할 인간의 얼굴이나 신체

특정부위를 목표로 연속적으로 인식하여 추적하는 방법이다.10,11

그러나 카메라는 주변 빛 강도에 대단히 민감하여 조도가 일정하

지 아니한 외부환경에서는 적용이 거의 불가하다. LED 방식은

카메라 방식의 단점인 주변환경 조도민감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

이기 위한 것으로서 LED를 인간의 몸에 부착하여 이 빛을 추적

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기존방법은 인간의 신체 일부를 직접 감지하여 추적

하는 방식으로써 인간과 로봇 사이에 장애물이 존재하거나 경사지

나 언덕과 같은 환경에서 인간이 로봇 시야에서 벗어나는 경우 인

간을 감지할 수 없으므로 추종이 불가능하다. 또한 다수의 인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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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복수공동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이 추종해야 할 인간을 구

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과 로봇이 장애물 역할을 하여

추종성능이 극히 떨어진다. 따라서 인간 추종 로봇이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경사지나 장애물 환경에서 복수공동작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애물 회피가 가능한 추종 방법의 개발이 필연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복잡한 옥외환경에서 효과적인 GPS 기반 인간

추종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인간의 위치를 GPS로 인식하여

인간의 이동궤적을 형성하고 그 궤적을 로봇이 실시간으로 추종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로봇은 장애물이나 경사지 등에서도 추종

해야 할 인간의 위치를 항상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장애물을 피해 이동한 궤적을 추종하게 되므로 장애물을 효과적

으로 회피하여 인간을 추종할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인간의 각

GPS 모듈에 ID를 부여함으로써 복수 동시 작업 시에도 자신이

추종해야 할 인간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GPS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위치오차가 발생하기 때문

에 생성된 인간의 궤적이 오차에 의해 평탄하지 못하고 변화가

심하여 로봇의 추종성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로봇이 이동 중에 실시간으로 생성된 인간의 궤적을 평

활화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로봇이 생성된 궤적을 추종하는

궤적추종 방법을 제안하며, 직선 및 곡선 트랙에서의 실험을 통하

여 추종성능을 분석하고 복잡한 실제 옥외환경에서의 인간 추종

과 장애물 회피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2. 로봇 시스템 구성 및 위치평가

2.1 인간 추종 로봇 시스템 구성

GPS 기반 인간 추종 로봇 시스템은 Fig. 1과 같다. 로봇은 인

간이 휴대한 GPS로부터 측정된 인간의 위치정보를 무선통신으로

수신 받아 인간의 위치를 인식한다. 따라서 로봇은 장애물이나 경

사지 및 로봇 시야 범위와 상관없이 항상 인간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으며, 인간이 휴대하는 송신모듈에는 고유한 ID를 부여함으

로써 복수공동작업 시에 로봇은 자신이 추종해야 할 인간을 구별

할 수 있다.

로봇은 GPS 모듈, 디지털 컴퍼스를 장착하고 인간을 추종한다.

로봇의 기능은 위치평가를 수행하여 자신의 정밀위치를 평가하고

인간을 추종하기 위한 추종궤적형성 및 평활화, 그리고 자율추종

항법을 수행한다.

2.2 로봇의 위치평가

로봇의 위치평가는 로봇바퀴에 부착된 엔코더 정보와 DGPS의

위치정보, 그리고 디지털 컴퍼스의 방향정보를 확장 칼만 필터로

융합하여 최적의 위치를 평가한다.12

시간 t에서 로봇 위치 Xt는 주어진 제어입력 ut와 이전 위치 Xt-1

에 의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비선형식으로 표현된다.

(1)

여기서, g(ut, Xt-1)은 비선형 상태천이함수이고 εt는 평균이 0이고

공분산이 Rt인 가우시안 잡음으로 가정한다.

시간 t에서 로봇의 예측된 위치 Xt와 연관된 공분산 Pt는 Fig. 2

와 같은 관계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

(3)

여기서, Gt는 g(ut, Xt-1)의 자코비안이다.

다음으로 측정모델 Zt는 다음 식(4)와 같이 표현된다.

Zt = h(Xt) + δt (4)

여기서, δt는 평균이 0이고 공분산이 Qt인 가우시안 잡음으로 가

정한다. 식(4)에서 h(Xt) = [x, y, θ]T로서 센서의 측정값과 로봇의

위치를 관계짓는 함수인데 로봇의 위치와 DGPS 및 디지털 컴퍼

스의 측정값 사이에는 별다른 기하학적 관계가 없으므로 단지 로

봇의 위치와 방향으로 구성된다.

각 센서에 대응되는 예측값과 실측값의 차로 구성되는 InnovationXt g ut Xt 1–
,( ) εt+=

Xt g ut Xt 1–
,( ) Xt 1–

dtcosθt 1–

dtsinθt 1–

θt 1–
θtΔ+⎝ ⎠

⎜ ⎟
⎜ ⎟
⎜ ⎟
⎛ ⎞

+= =

Pt GtPt 1–
Gt

T
Rt+=

Fig. 1 Concept of human following robot system

Fig. 2 System modeling



한국정밀공학회지  제 35권 제 4호 April  2018 / 415

행렬 vt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5)

위 식(5)에서 Zm,t는 DGPS 및 디지털 컴퍼스의 정보로서

[xDGPS, yDGPS, θCOMPASS]
T를 나타낸다. vt의 공분산은 다음 식(6)과

같이 표현된다.

St = HtPtHt
T + Qt (6)

여기서, Ht는 h의 자코비안으로, h가 식(4)와 같이 선형으로 표현

되므로 Ht는 단위행렬이 된다. vt와 St를 이용하여 다음과 식(7)과

식(8)과 같이 위치 및 공분산을 갱신한다.

(7)

(8)

여기서 kt는 칼만 이득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9)

3. 인간 추종

3.1 궤적 생성 및 추종 방식

로봇은 인간 DGPS 정보를 기반으로 인간을 추종하기 위한 추

종 궤적을 생성한다. 궤적이 생성되면 로봇은 직접추종 방식 또는

궤적추종 방식 중 설정된 방식을 이용하여 인간을 추종한다. 

직접추종 방식은 Fig. 3(a)와 같이 로봇의 현재위치에서 인간

의 현재위치까지 직선으로 연결하는 경로를 생성하여 추종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직선이나 완만한 곡선경로에서 최단 추종경

로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가장 빠르게 인간을 추종할 수 있다. 그

러나 이 방법은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Fig. 3(b)와 같이 로

봇이 장애물에 가려진 인간의 현재위치를 추종하므로 장애물과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장애물회피가 불가능하다.

궤적추종 방식은 인간의 현재 위치가 아닌 인간의 이동궤적을

추종하는 방식으로써 Fig. 4와 같다. 그림에서 점선은 인간의 이

동궤적, 실선은 로봇의 이동궤적을 나타낸다. 따라서 로봇은 형성

된 인간궤적의 각 위치를 차례대로 추종함으로써 장애물 회피가

가능하다.

만약 로봇에 장애물 감지 기능이 있는 경우는 직접추종과 궤적

추종을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장애물 회피가 가

능하다. 즉, 로봇은 직접추종을 수행하다가 장애물이 감지되면 궤

적추종으로 전환한다. 궤적추종을 통해 장애물을 회피하다가 더

이상 장애물이 감지되지 않으면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직접

추종 경로(Direct Tracking Path)를 형성하여 인간을 추종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장애물 회피가 가능하다.

고정형 장애물은 이상과 같은 궤적추종을 이용하여 회피가 가

능하며, 이동형 장애물은 장애물이 궤적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

다리는 지연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회피가 가능하다. 또한 복수 공

동작업 시 각 로봇 및 인간은 고유한 ID를 가지고 있으므로, 로봇

은 자신이 추종하는 인간이 아닌 다른 인간 및 로봇은 이동형 장

애물로 인식하여 회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3.2 경로 평활화

로봇은 GPS로부터 측정된 인간의 각 위치를 그대로 연결하여

궤적을 생성한다. 그러나 GPS는 전리층, 대류층, 위성궤도 및 시

계오차 등 다양한 형태의 무작위 오차가 개입될 뿐만 아니라 주

변 장애물에 의한 위성정보수신장애 또는 다중경로현상에 의한

오차 등으로 인해 인간 궤적의 위치 변화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

다. 인간 궤적의 위치 변화가 심하면 로봇이 그 궤적을 추종하는

성능이 크게 떨어지므로 효율적인 추종을 위해서는 경로 평활화

가 필수적이다. 즉, 경로 평활화의 또 다른 효과는 무작위하게 변

하는 인간의 위치오차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 위치정밀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인간 추종 로봇의 이동경로는 비교적 장거리이므로 구간이 넓

은 전체 데이터로부터 하나의 곡선으로 최적화하는 방법은 적합

하지 않다. 따라서 곡선 최적화 방법 중 전체 데이터를 모두 고려

하지 않고 부분적인 데이터에 의한 평활화 방법인 이동평균법

(Moving Average)을 이용하여 경로를 평활화한다.13

시간 0부터 시간 n까지 인간 위치데이터가 시간 순에 따라

vt Zm t, h Xt( )–=

Xt Xt ktvT+=

Pt Pt ktStkt
T

–=

kt PtHt

T
St

1–
=

Fig. 3 Direct tracking method

Fig. 4 Trajectory track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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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dn]으로 주어진 경우, m을 평균할 데이터를 기준으로 좌 또는

우측 데이터 개수라 정의할 때 i번째 인간의 위치 di는 다음 식

(10)으로 평활화한다.

(10)

그러나 이동 중 실시간으로 인간궤적을 평활화하는 경우에는

현재 로봇위치를 중심으로 이전 또는 이후 인간의 위치 데이터

개수가 m보다 작을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즉, 추종 초기에는 인

간 위치 데이터 자체가 부족할 것이며 추종 중에도 경우에 따라

로봇의 현재 위치에서 인간의 현재 위치 사이의 데이터 수가 m보

다 작아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경로를

평활화한다.

(11)

여기서 di는 현재위치에서 로봇의 추종목표지점으로 설정된 인간

궤적상의 위치 데이터이며 k는 i를 중심으로 이전 또는 이후 데이

터 개수 중 작은 수이다.

이와 같은 경로 평활화 방법은 m이 클수록 평활화 효과가 크

지만, 실시간으로 인간을 추종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로봇이 인간을 추종해야 하기 때문에 m의 크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시간 추종의 경우 평활화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수

mmax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2)

여기서 υr은 로봇의 이동속도, Dt는 인간과 로봇 사이의 추종여유

거리, Ns는 초당 획득하는 인간의 위치 데이터 수, 즉 샘플링 비

율이다. 본 연구에서는 Ns = 1 Hz이고 로봇이 0.6 m/s의 속력으로

2 m정도의 간격을 두고 인간을 추종하므로 mmax= 3.3이 되지만

m은 정수이므로 m = 3이 된다.

3.3 인간 추종 방법

로봇은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평가된 자신의 위치(xr, yr)와 인

간궤적상의 목표지점 (xt, yt)로부터 로봇이 향해야 하는 방향 θv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3)

직접추종은 인간의 위치정보가 수신될 때마다 목표지점을 향

하는 방향 θv를 새롭게 갱신하여 추종하는 방법이다.

궤적추종은 형성된 인간궤적 상의 각 위치를 차례대로 목표지

점으로 설정하여 추종하는 방식이다. Fig. 5는 궤적추종 방법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주행이 시작되면 로봇은 DGPS 및 디지털 컴

퍼스와 DR 정보를 받아들여 칼만 필터로 융합하여 최적의 위치

(xr, yr)를 평가하고 목표지점 도달여부를 판단한다. 목표지점에 도

달한 것으로 판단되면 로봇은 인간궤적의 다음 지점을 탐색하여

새로운 목표지점 (xt, yt)를 설정한다. 만약 현재 목표지점에 도달

하지 못한 경우이면 현재 목표지점을 유지한다.

다음 단계로 로봇 현재위치 (xr, yr)와 이동해야 할 목표지점

(xt, tt)으로부터 로봇이 이동해야 할 방향벡터 (xv, yv, θv)를 식(13)

을 이용 하여 계산한다. 방향벡터가 계산되면 로봇은 회전해야 할

방향 θv만큼 로봇의 방향전환을 수행하여 이동한다. 이와 같은 과

정을 반복 수행하면서 최종 목표지점에 도달하면 추종을 종료한

다.

목표지점 도달여부는 로봇 및 인간의 위치오차를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판단한다. 즉, 로봇의 현재 위치와 목표지점 사이의 거

리를 dt라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목표지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한다.

(14)

여기서, 는 식(8)로 계산된 로봇의 현재 위치오차 공분산의

제곱근 행렬의 각 대각성분을 의미하고, σGPS는 인간 GPS의 오차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공분산은 각 위치평균값에 대한 편차의 제

곱이므로 그 제곱근행렬의 대각성분은 각 방향에 대한 표준편차

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14)의 의미는 로봇의 현재

위치가 로봇 및 목표지점의 위치 불확실성을 합친 범위 내에 들

어오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된다. 공분산 행렬 P의 제곱근 행렬은

Cholesky 분해법을 이용하여 구한다.14

di

di m– … d+ i 1–
di di 1+

di m++ + +

2m 1+
------------------------------------------------------------------------

d
i m+

j=i-m j∑
2m 1+

--------------------= =

di

d
i k+

j=i-k j∑
2k 1+

-------------------=

m
max

DtNs

υr

-----------=

xv

yv⎝ ⎠
⎜ ⎟
⎛ ⎞ xt xr–

yt yr–⎝ ⎠
⎜ ⎟
⎛ ⎞

= θv tan
1– yv

xv
----=

dt max Pii( ) σGPS+≤

Pii

Fig. 5 Flow chart of autonomous path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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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및 고찰

4.1 인간추종 성능 평가

개발된 인간 추종 방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직선경로와 곡

선경로에 대한 기초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인간이 기준경로

를 따라 이동하여 생성된 이동궤적을 로봇이 2 m정도의 간격으

로 추종한 뒤, 기준경로에 대한 오차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수행되

었다. Fig. 6은 실험에 이용된 로봇 사진이며 디지털 컴퍼스와

DGPS의 사양은 Table 1과 같다.

4.1.1 직선경로 실험

Fig. 7은 직선경로 추종실험 결과이다. Fig. 7(a)는 경로 평활화

결과에 대한 그림으로서 검은색 점선은 기준경로, 파란색 점선은

인간의 GPS 궤적, 빨간색 실선은 평활화 된 인간의 경로를 나타

낸다. Fig. 7(b)는 로봇이 인간을 추종한 결과로서 검은색 점선은

기준경로, 빨간색 점선은 평활화된 인간의 이동궤적, 파란색 실선

은 로봇의 이동궤적을 나타낸다. 실험 결과 기준경로에 대한 인간

의 최대 위치오차는 0.59 m, 평균오차는 0.17 m인데 반해 평활화

된 경로의 최대오차는 0.37 m, 평균오차는 0.09 m로 나타났다. 이

것은 평활화가 궤적의 급격한 변화를 감쇠시킬 뿐만 아니라 GPS

의 무작위오차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준경로

에 대한 로봇의 최대 위치오차는 0.26 m, 평균오차는 0.11 m로

측정되었다. 로봇의 위치오차는 인간의 위치오차와 로봇 자체의

위치오차 및 경로추종 위치오차 등이 중첩되어 나타나는데 사용

된 DGPS의 정밀도(2.5 m)를 고려할 때 양호한 결과라 할 수 있

다.

Table 2는 동일한 경로에서 10번의 실험을 통해 분석된 위치오

차 특성을 나타낸다. 인간의 위치는 DGPS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

므로 최대 위치오차 0.62 m, 평균오차 0.18 m이고, 평활화된 경로

는 최대 0.39 m, 평균 0.11 m이었다. 로봇의 추종경로는 최대 위

치오차 0.28 m, 평균 0.13 m이었다. 인간 GPS의 위치오차보다 로

봇의 추종오차가 더 양호한 것은 방향전환이 없는 직선추종상황

에서 평활화에 의해 어느 정도 무작위 오차가 개선된 궤적을 추

종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1.2 곡선 경로 실험

Fig. 8은 곡선경로 실험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X는 기준위

치, 빨간색 실선은 평활화 된 인간의 이동궤적, 파란색 실선은 로

봇의 이동궤적을 나타낸다. 실험 결과 기준위치에 대한 평활화 된

인간궤적의 위치오차는 최대 1.12 m, 평균 0.60 m이며 기준위치

에 대한 로봇의 위치오차는 최대1.31 m, 평균 0.68 m로 측정되었

다.

Table 3은 동일경로에서 10번의 실험을 통해 분석된 오차특성

을 나타낸다. 평활화 된 인간궤적의 최대 위치오차 1.25 m, 평균

은 0.60 m, 로봇의 최대 위치오차는 1.32 m, 평균은 0.70 m로서

Fig. 6 Photo of the Pioneer robot

Table 1 Specifications of digital compass and GPS

Digital compass GPS(Robot, Human)

Accuracy ± 3o 2.5 m

Sampling rate 100 Hz 1 Hz

Fig. 7 Results of line tracking

Table 2 Characteristics of position error (unit: m)

Human path Smoothing path Robot path

RMS 0.18 0.11 0.13

Max. 0.62 0.39 0.28

Std. 0.16 0.09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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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궤적이 인간궤적보다 오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곡

선이동에서 발생하는 바퀴의 미끄러짐 등에 의해 로봇의 위치오

차가 커질 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방향전환에 따른 궤적추종 오차

가 직선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직선 궤적 추종에 비해

곡선 궤적 추종 오차가 큰 것은 곡선경로추종이므로 궤적추종오

차가 직선보다 커질 뿐만 아니라 인간 궤적 위치오차 자체가 직

선의 경우보다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추종 로봇

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위치 자체에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4.2 실제환경 추종 실험

개발된 경로 평활화 방법 및 궤적추종 방법의 실제 옥외환경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출발위치

에서 도착위치까지의 이동거리는 약 300 m이며 고도 차는 약

15 m정도이다. 경로 상에 큰 건물 및 언덕, 그리고 기타 장애물로

인해 DGPS 위성신호 수신에 방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4.2.1 직접추종 실험

직접추종 실험 결과는 Figs. 9와 10과 같으며 그림에 나타낸

궤적들은 오차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간 및 로봇의 실제위치와

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예로서 Fig. 9에서 점선은 인간의 궤적,

직선은 로봇의 궤적을 나타내는데 로봇이 이동한 궤적이 주차되

어있는 차량 내부를 통과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로봇은 도로

를 주행하였다.

전체적으로 로봇은 인간을 무리 없이 추종하였으나 직접추종

방식 특성상 곡선경로에서는 로봇이 인간의 이동궤적보다는 인간

의 현재 위치를 추적하므로 인간의 이동궤적과는 다소 차이가 나

는 경로로 추종하였다.

4.2.2 궤적추종 실험

궤적추종 실험 결과는 Figs. 11-13과 같다. Fig. 11에서 점선은

평활화된 인간의 이동궤적, 실선은 로봇의 이동궤적을 나타낸다.

Fig. 12는 경로 평활화 결과로서 검은색 점선은 인간의 GPS 궤적,

빨간색 실선은 평활화된 인간의 궤적을 나타내며, 평활화된 대표

적인 부분을 확대하여 그림의 상단에 나타냈다. 확대된 부분에서

인간의 위치오차가 크게 발생한 것은 주변의 큰 건물로 인해

GPS 위치오차가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활화를 통

하여 어느 정도 급격한 위치 변화 및 오차를 상쇄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궤적 평활화는 오차에 의해 경로 변화가 급격

히 발생하는 환경에서 로봇 추종성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8 Results of curve tracking

Table 3 Characteristics of error for curved path (unit: m)

Smoothing path Robot path

RMS 0.62 0.70

Max. 1.25 1.32

Std. 0.47 0.57

Fig. 9 Experimental results of direct tracking

Fig. 10 Performance of direct tracking

Fig. 11 Experimental results of trajectory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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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은 궤적추종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빨간색 실선은

평활화된 인간의 이동궤적, 파란색 실선은 로봇의 이동궤적이다.

직접추종 결과와 비교하면 직접추종 방식은 로봇이 인간의 현재

위치를 추종하므로 곡선추종 시에 인간궤적과의 편차가 두드러지

게 나타난 반면, 궤적추종 방식은 로봇이 인간의 이동궤적을 추종

하므로 곡선부분에서도 큰 편차 없이 추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4.3 장애물 회피실험

개발된 직접추종 방법 및 궤적추종 방법의 장애물 회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주행거리는 약 80 m정도이고

경로상에 가로 1.5 m, 세로 6 m 크기의 장애물이 두 개 존재한다.

실험은 인간이 장애물을 향해 움직이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장애

물의 외곽을 따라 이동하고 로봇이 인간의 이동궤적을 추종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Fig. 14는 직접추종 방법을 이용한 장애물 회피 실험 결과이며,

검은색 직사각형은 장애물, 파란색 실선은 로봇의 이동궤적, 빨간

색 점선은 인간의 이동궤적을 나타낸다. Fig. 15는 궤적추종 방법

을 이용한 장애물 회피 실험 결과이며, 검은색 직사각형은 장애물,

파란색 실선은 로봇의 이동궤적, 빨간색 점선은 평활화 된 인간의

이동궤적을 나타낸다.

직접추종 실험에서는 인간의 이동궤적이 아닌 현재 인간의 위

치를 추종하므로, Fig. 14에 나타난 것처럼 인간이 장애물의 건너

편으로 지나간 상태에서 로봇이 그 위치를 추적함으로 인해 장애

물에 충돌하였다. 반면 궤적추종 방법은 인간의 이동궤적을 그대

로 추종하게 되므로 Fig. 15에 나타난 것과 같이 로봇은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발된 인간추종 방식을 이

용함으로써 장애물이 존재하는 복잡한 실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인간 추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장애물 환경이나 경사지와 같이 복잡한 지형에

서도 인간 추종이 가능하며 복수공동작업이 가능한 GPS 기반 인

간 추종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방법은 GPS를 이용하여 측정

된 인간 위치로부터 추종궤적을 생성하고 그 궤적을 평활화 하여

로봇이 그 궤적을 추종한다. 궤적추종은 인간의 현재 위치가 아

닌 인간의 이동궤적을 추종하는 방식으로서 로봇은 형성된 인간

궤적의 각 위치를 차례대로 추종하는 방법이다. 실험 결과 적절한

Fig. 12 Smoothing results

Fig. 13 Performance of the trajectory tracking

Fig. 14 Results of obstacle avoidance (direct tracking)

Fig. 15 Results of obstacle avoidance (trajectory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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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평활화가 로봇의 추종 성능을 향상시키며 궤적 추종 방식을

이용하여 장애물 회피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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