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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교육용 로봇을 이용한 학습에서 학습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기존의 데스크탑 컴
퓨터상에서의 학습과 달리 교육용 로봇의 이동성은 학습자

의 이동으로 인한 학습 장소의 변경을 가능하게 해준다. 
학습자를 인식하는데 사용되는 비젼시스템은 이미지상의 
정보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이동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 최
근 십여년동안, 비젼시스템을 이용한 사람추적에 관한 많
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일정 공간상에 카메라를 설치하

여, 특정영역에서의 사람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지능형공간

에 대한 연구를 통해 좋은 성능의 추적결과를 보여주었다. 
[1],[2] 하지만, 정적인 비젼시스템은 지정된 영역을 벗어나

면 무용지물이 되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
바일 로봇에 비젼시스템을 장착하여 사람을 추적하는 연구

가 최근 많이 이루어 졌다. [3] 사람의 특징점을 찾아내 비
젼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이동중인 사람을 추적하는 모바

일 기반의 비젼시스템이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하지만, 교
육용 로봇의 경우, 학습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개선된 중력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모바일 로봇이 이동하는 사람을 추적하는 도중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하는 연구가 기존에 진행되었다.[4] 
하지만, 카메라가 모바일 플랫폼에 고정된 상태에서  사람

을 추적하기 때문에, 장애물 회피중에 추적중인 사람을 비
젼 이미지 상에서 놓칠 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용 로봇이 비젼 시스템을 이용해 학
습자를 추적시 모바일 제어와 비주얼 서보잉을 독립적으로 
하여, 장애물로 인한 추적 경로 변경에도 불구하고, 비젼 
이미지상의 학습자추적을 지속할 수 있다. 2 장에서 학습자 
추적 시스템 구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3 장에서 시뮬레이

션 결과를 통해 학습자 추적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고, 4
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학습자 추적 시스템 구성도  

교육용 로봇이 학습에 줄 수 있는 중요한 영향요소는 
학습자를 따라다니면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능
동적 학습환경이다. 학습자가 학습도중 필요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경우, 교육용 로봇은 이동하는 학습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학습과정의 연속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학습자의 위치 추적을 위해 교육용 로봇은 비젼

시스템을 사용한다. 학습대상자의 신원파악을 위해 얼굴인

식용 및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시 학습자와의 상호작

용 기능으로 사용되는 비젼시스템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
해 학습자의 위치 및 이동방향을 추적할 수 있다.  

Fig 1 은 비젼시스템을 이용해 학습자를 추적하는 시스

템 구성도를 보여준다. 시스템은 모바일과 비젼센서, 거리

센서로 구성된다. 주제어기는 비젼센서를 사용하여 학습자

의 위치 및 방향을 인식하고, 비젼상의 학습자 정보를 놓
지지 않기 위해 비젼의 방향을 제어한다. 모바일 제어기는 
비젼정보로부터 학습자의 상대위치를 받아 학습자의 이동

을 추적한다. 추적도중 거리센서로부터 장애물이 인식되면, 
모바일 제어기는 충돌 회피 알고리즘을 이용해 장애물을  

Fig. 1 Block diagram of the student-tracking mobile system with a 
vision sensor and range sensors 

 
우회한다. 이때, 비젼모션 제어기는 학습자의 위치정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모바일의 진행방향과는 독립적으로 
학습자의 이동방향으로 비젼방향을 제어한다. 비젼 모션을 
모바일과 독립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모바일이 어느 방향을 
이동을 하든지 학습자의 상대위치를 지속적으로 추적가능

하다. 교육용 로봇의 이동성을 위한 2 륜 차동장치 모델은 
다음과 같다.[5]  

 
                               (1) 

 
     (2) 

            
 
 
               (3) 
 

 
 
 

이때, xc, yc 는 로봇의 회전중심좌표이고, x, y, θ는 

현재 로봇의 x 축, y 축 위치와 진행방향이고, x’, y’, 

θ’는 다음 주기에 로봇의 위치와 방향이다. 제어주기 Δ

t 동안의 이동거리와 회전각도는 로봇의 진행방향 속도ν

와 각속도ω를 이용하여 기하학으로 구할 수 있다.  

모바일 제어기는 구현이 용이하고, 모델에 따른 파라미

터 조정이 가능한 PID 제어기를 사용하였다. 제어기를 사
용해 비젼정보로부터 받은 학습자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로봇의 진행방향을 제어한다. 로봇이 학습자를 추적도중 
장애물은 인식했을 때, 충돌회피는 Tangent Bug 알고리즘을 
사용한다.[6]  

 
 
 
 
 
 
 
 

Fig. 2 The tangent bu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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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과 조우시, 로봇은 장애물 회피 모드로 상태가 변경

되고, 장애물의 경계면을 따라 우회이동을 한다. 목표지점

인 학습자의 위치에서 장애물에 접선을 그어 만나는 접점

에 로봇이 도착을 하면, 로봇의 상태는 다시 학습자 추적

상태로 되돌아가고, 비젼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 추적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비젼모션 제어기는 학습자의 이동뿐

만 아니라, 모바일 플랫폼의 이동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

에 학습자의 추정위치 오차가 클 수 있다. 비젼 모션 제어

기의 경우, 높은 제어성능은 보장되지 않지만, 허용 오차범

위 안에서 고속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Fuzzy Controller 를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자 추적 시스템의 성
능을 평가하였다.   

 
3. 시뮬레이션  

교육용 로봇의 학습자 추적 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

은 Matlab 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모바일 플랫폼은 2 륜차

동장치 모델을 사용하였다. 비젼시스템은 단일카메라로 시
야각은 90 도로 모델링하였고, 좌우 방향 회전 제어가 가능

하다. 거리센서는 초음파센서를 전방 180 도에 5 개가 부착

되도록 모델링하였다. Fig 3 은 교육용 로봇이 장애물을 피
해 학습자를 추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초 학습자를 
추적하던 중, 장애물을 만나 우회하여 충돌을 회피하면서 
비젼은 지속적으로 학습자를 추적한다. 장애물 회피가 완
료되면, 다시 학습자 추적상태로 돌아와 비젼정보를 이용

하여 학습자의 최종위치까지 추적하게 된다. Fig 4 는 교육

용 로봇이 학습자를 추적하는 동안의 로봇 진행방향(a), 비
젼방향(b)과 로봇 진행방향과 학습자 방향사이의 오차각도

(c), 비젼방향과 학습자 방향사이의 오차각도(d)를 보여주고 
있다. 장애물을 만나기 전까지 로봇의 진행방향과 비젼방

향은 모두 학습자를 향하고 있으나, 장애물과 조우시 로봇

은 진행방향을 선회하여 학습자방향과 점점 크게 벌어져 
90 도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이때 비젼방향을 제어하여 학
습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지 않을 경우, 교육용 로봇은 학
습자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만다. 비젼방향은 5 도 내외의 
방향오차를 가지고, 지속적인 학습자 추적을 한다. 장애물

회피가 종료되면 로봇의 방향은 학습자를 향하게 되고, 비
젼방향과 일치하여 학습자를 추적하게 된다.  

 
4. 결론  

교육용 로봇이 학습자를 추적하는 도중에 장애물을 만
나 장애물 회피를 위해 로봇의 방향이 학습자의 방향으로

부터 크게 벗어나더라도, 지속적으로 학습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비젼방향 제어기를 구성하였다. 

 

Fig. 3 The paths of a student and an educational robot tracking it 
with obstacle avoidance 

거리센서를 초음파센서로 모델링하고, 단일카메라를 사
용한 학습자추적 시스템을 모델링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고, 로봇이 장애물 회피 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습자를 
추적함을 확인하였다.  

추후, 단일 카메라를 이용하여 학습자의 위치정보를 검
출하는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실제 상용으로 판매되고 있
는 교육용 로봇에 학습자 추적 시스템을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학습 공간에 대한 지도정보를 이
용하여 학습자를 추적한다면 추적경로를 효율적으로 생성 
해 낼 수 있고, 이러한 기능들이 학습 콘텐츠에 적용되어 
로봇을 이용한 다양한 학습방법이 개발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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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angular result of the student-tracking robot : (a) Heading 
of the mobile, (b) Heading of the vision, (c) Angle between 
Heading of the mobile and the direction toward the student, 
(d) Angle between Heading of the vision and the direction 
toward the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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