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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다양한 목적의 이동형 서비스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 이동로봇이 서비스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속으로 주행 가능해야 한다. 이동로봇이 

고속으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동역학적 특성을 고려한 

장애물 충돌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동로봇의 주행제어 기법은 국소 장애물 회피 

기법(1~3)과 전역 경로생성 기법(4,5)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국소 장애물 회피 기법은 센서정보를 이용해서 

매번 속도출력을 계산하기 때문에 미지 환경에 

적합하다. 전역 경로생성 기법은 소수의 동적 장애물이 

존재하고 환경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지도에 표현되지 

않은 장애물이 존재할 때 적합하다. 전역 경로생성 

기법은 고속 주행을 위해서 사전에 계획된 경로를 

이용해서 충돌회피불가능상태(Inevitable collision state)
(6) 

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제어 기법이다. 

서비스 로봇이 충돌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고속 

주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적 장애물의 속도를 

고려한 궤적 계획이 필요하다. 정적 장애물만을 고려한 

상태에서 궤적을 계획하는 경우 장애물과의 

Key Words: Mobile Robot(이동로봇), Navigation(주행), Obstacle Avoidance(장애물회피), Trajectory Regeneration(궤적 

재생성) 

초록: 서비스 로봇이 충돌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고속 주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적 장애물

의 속도를 고려한 궤적 계획이 필요하다. 정적 장애물만을 고려한 상태에서 궤적을 계획하는 경우 장애

물과의 상대속도로 인해서 로봇이 장애물과 충돌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적 장애물의 속도를 고려

한 궤적시간조정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을 통해서 기존에 생성된 궤적의 시간을 조정해서 장애물

회피가 가능한지를 평가할 수 있다. 만일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생성된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를 선택

할 수 있다. 모의 시험 결과를 통해서 제안된 기법을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장애물 회피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였다.  

Abstract: To achieve safe and high-speed navigation of a mobile service robot, velocity of dynamic obstacles should be 

considered while planning the trajectory of a mobile robot. Trajectory planning schemes without considering the 

velocity of the dynamic obstacles may collide due to the relative velocities or dynamic constraints. However, the 

general planning schemes that considers the dynamic obstacle velocities requires long computational times. This paper 

proposes a velocity control scheme by scaling the time step of trajectory to deal with dynamic obstacle avoidance 

problem using the RNLVO (Robot Nonlinear Velocity Obstacles). The RNLVO computes the collision conditions on 

the basis of the NLVO (Nonlinear Velocity Obstacle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can deal 

with collision state in a short period time. Furthermore, the RNLVO computes the collisions using the trajectory of the 

robot. As a result, accurate prediction of the moving obstacles trajectory does not required.                   

† Corresponding Author, smartrobot@korea.ac.kr 

Ⓒ 2014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문 창 배 · 정 우 진 

 

1194 

상대속도로 인해서 로봇이 장애물과 충돌할 수 있다. 

이동 장애물이 로봇보다 고속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장애물을 회피하기 보다는 장애물이 먼저 지나가도록 

감속해서 주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회피 방법이다. 

장애물의 속도를 고려한 장애물과의 충돌 조건 계산 

및 장애물회피 방법이 제시되었다.
(7,8)
 VO (Velocity 

Obstacle)
(7)은 장애물이 특정 속도로 이동할 경우 

이동로봇의 속도공간에서 동적 장애물에 충돌하는 

속도 집합을 나타낸다. VO 를 이용한 충돌회피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한대의 예측 시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지평(Time Horizon) 이내에서 계산하게 

된다. 만일 주어진 시지평이 짧은 경우 동적 장애물에 

충돌할 수 있다.
(9)
 이와는 반대로 시지평이 지나치게 

길 경우 모든 속도 공간이 충돌하게 되는 것으로 

평가되어서 로봇이 이동할 수 없게 된다.
(10)
 

NLVO(Nonlinear Velocity Obstacle)
(8)은 동적 장애물의 

이동 궤적이 주어진 경우 장애물에 충돌하는 VO 의 

집합이다. NLVO 는 장애물의 이동궤적이 시간에 따라 

변하고 불확실성을 가지는 경우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작업공간(Configuration Space)와 시간공간(Time 

Space)에서 동적 장애물을 고려한 경로계획기법은(11)
 

고차원공간을 포함한 일반적인 경로생성 문제에 

적합하다. 하지만 이동로봇이 주행하는 공간은 2 차원 

공간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이동 장애물이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안된 경로계획 기법을(11)
 

적용하기에는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격자지도를 이용한 경로 생성 방법인 SIPP(safe interval 

path planning)
(12)
 기법이 제시되었다. 2 단계로 궤적을 

변형하는 2-STD(two step trajectory deformer)
(13)
 기법이 

제시되었다. 2-STD 기법은 우선 기존에 생성된 경로를 

이동장애물 회피를 위해서 경로를 변형한다. 두 번째 

단계로 변형된 궤적이 기구동역학적 제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궤적을 재생성 한다.  

추종경로를 유지하면서 속도나 토크를 조정하는 

방법인 궤적시간조정(Trajectory Time Scaling) 방법은 

매니퓰레이터의 경로추종오차를 최소화하고 토크한계를 

초과하는 문제를 방법이 제안되었다.
(14,15)

 제안된 

방법은 사전에 정의된 시간조정함수를 이용해서 궤적 

추종시에 요구되는 토크가 매니퓰레이터 토크한계보다 

큰 경우 궤적시간조정을 수행한다. 경로추종오차를 

줄이기 위한 궤적시간조정기법이 제안되었다.
(16~18)

  

본 논문에서 서비스로봇의 고속주행은 로봇의 최고 

속도로 주행가능하며 동적 장애물을 감지한 경우 동적 

장애물의 속도를 고려하여 회피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를 실내 환경에서 이동 장애물은 보행자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물회피를 위해서 서비스로봇이 

가속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충돌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장애물 회피를 위해 로봇이 감속하지 않을 

경우 보행자는 로봇이 본인을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행자가 먼저 로봇을 회피하고자 하는 

반응을 보인다. 보행자에 의한 충돌회피 시도는 

장애물의 이동궤적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또한, 

서비스로봇은 보행자의 움직임에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물회피를 위해서 로봇이 

주행 경로를 변경하지 않고 속도를 감속하여 보행자가 

로봇보다 먼저 로봇과 보행자가 교차하는 지점을 

지나가도록 하는 궤적시간조정기법을 이용한 

속도제어기법을 제안 하고자 한다. 

NLVO 를 이용하여 장애물의 궤적이 주어진 경우 

장애물과 충돌하는 로봇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실제 환경에서는 동적 장애물의 정해진 궤적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NLVO 를 이용해서 동적 

장애물회피를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장애물의 

궤적이 아닌 로봇의 궤적은 사전에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적 장애물의 속도가 주어진 경우 로봇의 

궤적을 NLVO 에서 장애물의 궤적으로 계산하는 

RNLVO(Robot-NLVO)를 제시한다. 궤적의 시간 스텝이 

일정할 때, 각 시간 스텝을 늘릴 경우 결과적으로 

속도를 감속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RNLVO 를 

이용해서 동적 장애물과의 충돌 조건을 계산하고 

궤적시간조정을 통해서 동적 장애물을 회피하는 

궤적을 재생성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은 

계산량 측면에서 유용한 기법이며 기존에 사용되는 

임의의 궤적생성기법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로봇의 고속주행을 위해서 빠르게 동적 

장애물 회피 궤적을 생성할 수 있어 유용하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RNLVO 를 

이용한 충돌상태 조건계산 방법을 2장에서 제시한다. 

3장은 시간조정함수와 장애물회피 궤적생성방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모의시험결과를 제시하고 5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2. RNLVO와 충돌 상태 조건 계산 

2.1 Robot-NLVO 

초기 시작시간 t0 에서 c(t0)이고 최종 시간 

tf 에서 c(tf)인 이동로봇의 궤적 c(t)를 이용해서 

RNLVO 를 계산한다. RNLVO 의 시지평 th 는 tf 가 

된다. RNLVO 는 장애물과 이동로봇이 충돌할 수 

있는 속도공간에서의 집합이다. 만일 장애물의 

속도가 RNLVO 에 포함되는 경우 장애물은 로봇과 

충돌하게 된다. RNLVO 는 시작시간 t0에서 tf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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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llustration of the RNLVO 

 

다음 식을 이용해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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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A 는 로봇 A 에 포함되는 모든 

영역을 나타낸다. 시간이 t 일 때 로봇의 궤적 

c(t)에 로봇이 위치할 때 로봇이 점유하는 영역이 

된다. ⊕ 는 민코프스키합(Minkowski sum)이다. 식 

(1)의 상세한 계산방법은 Zvi Shiller 및 Frederic 

Large의 연구에 제시되어 있다.
(8)
  

Fig. 1 은 장애물 B가 (1, -2)에 위치하고 로봇의 

궤적이 c(t)일 경우 RNLVO 를 나타내고 있다. 만일 

장애물의 속도가 vb 일 경우 장애물과 로봇이 

충돌하는 영역인 RNLVOvb 는 다음 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0
{ ( ) | }f

t

vb tRNLVO RNLVO t B v RNLVOγ= + ∈        (2) 

 

식 (2)에서 γ 의 범위는 [0, dist(B, c(t))]이고 dist

(B, c(t))는 B 와 c(t)의 거리이다. 

 

2.2 충돌 상태 조건 계산 

Fig. 2 는 장애물과 로봇이 충돌할 경우 시간이 

tv,min 일 때 최저 속도 vmin 에서 시간이 tv,max 일 때 

최대 속도 vmin 인 경우 RNLVOv 를 나타내고 있다. 

RNLVOv 는 로봇의 궤적을 장애물이 통과할 때 

존재하게 된다. 만일 장애물의 속도 vb 가 vmin 보다 

작을 경우 로봇은 장애물과 교차하는 지점을 

장애물보다 먼저 이동하게 된다. 장애물의 속도 

vb 가 
min maxb
v v v≤ ≤ 범위인 경우 장애물은 로봇과 

충돌하게 된다. 장애물과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궤적시간조정을 위한 계수 α 는 장애물의 속도 

vb 를 이용해서 다음 식과 같이 정규화된 계수이다. 

max
v

minv

,maxvt

,minv
t

 

Fig. 2 Illustration of the RNLVOv 

 

  

Fig. 3 Examples of the collisio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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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장애물이 로봇보다 충돌하는 궤적을 사전에 

통과하도록 하는 시간조정계수 α 의 범위는 

max
α α≥ 가 된다. 로봇이 장애물과 공통으로 

지나는 영역에서 장애물이 해당 지점을 완전히 

이탈하는 시간 tv,max 일 때 로봇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max ,maxp v

tτ α= ⋅  가 된다. 

3. 장애물 충돌 회피 우선 순위 계산 및 

궤적 재생성 

3.1 장애물 회피 우선 순위 계산 

Fig. 3 은 로봇과 장애물이 충돌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장애물 O1 과 O2 는 로봇과 

장애물이 공통으로 지나는 지점 p1 과 p2 를 

장애물의 속도가 RNLVO 보다 작기 때문에 로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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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이후에 해당 지점을 통과하게 된다. 장애물 

O3 는 장애물의 속도가 RNLVO 에 포함되기 때문에 

로봇이 해당 궤적을 속도제어 없이 통과하게 되는 

경우 장애물과 시간 t3 일 때 p3 에서 충돌하게 

된다. 장애물 O4 는 로봇의 초기 위치를 통과하게 

되며 로봇이 초기 위치에서 정지해 있을 경우 

장애물과 충돌하게 된다. 

장애물회피를 위해서 충돌하는 장애물을 충돌회피 

후보에 등록하게 된다. Fig. 3의 경우 장애물 O3가 

첫 번째 장애물로 등록된다. 장애물 O3 를 

회피하기 위한 시간 조정계수 α 를 식 (1)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장애물 O3 를 회피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일 경우 장애물 O1, O2 에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α 를 이용해서 시간을 조정할 경우 

O3 를 제외한 장애물에 충돌하는 경우 증가된 

시간을 이용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최소 

min
α 을 계산하여 충돌이 없는 궤적의 재생성이 

가능하게 된다. 만일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min

α 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경로를 통과할 경우 

장애물에 충돌하게 된다. 

 

3.2 궤적시간조정 방법 

장애물이 로봇보다 먼저 교차지점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시간 
min ,maxp v

tτ α= ⋅ 에 해당 

지점을 통과해야 한다. 최종 통과 지점에서의 속도제한 

조건을 이용해서 속도프로파일을 생성하는 기법이(19)
 

제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한조건 및 

동역학적제한조건을 이용하여 궤적을 재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로봇이 감속할 

수 있는 최소의 궤적을 생성하여 결과적으로 

장애물 회피를 위한 최적의 궤적을 생성하게 된다. 

Fig. 4 는 장애물회피를 위해서 궤적을 재생성 할 

때 감속하는 구간에서의 시간 τ0 에서 τp 까지의 시간 

조정 함수를 나타낸다.  시간이 지연된 궤적에서 

충돌 지점을 지나는 시간은 τp 로 증가하게 되며 

원래의 궤적에서 통과하는 시간은 
1

0
( )t f d

τ

τ
τ τ= ∫ 이 

 

β

1.0

 
Fig. 4 Time scale function f1(τ ) for generating deceleration 

trajectory 

된다. τs 에서 τd 구간은 동역학적 제한 조건을 고려한 

감속 구간이다. 예를 들어, 원래 궤적의 제어 주기가 

0.1s인 경우, 0.7β = 일 때 기존 속도를 30% 감속하는 

결과가 된다. β 와 τd는 다음 식을 만족해야 한다. 
 

0
1 ,max
( )

p

p v
f d t

τ

τ
τ τ =∫                               (4) 

min ,maxv p
tα τ⋅ =                                    (5) 

 

식 (4)와 (5)를 이용해서 β 와 제한 조건을 고려

한 τd의 허용 가능한 범위는 다음 식과 같다. 
 

,max

0.5( )

0.5( )

v,max s d

v s d

t

t

τ τ
β

α τ τ
− +

=
− +

                    (6) 

max max

max ,d s d s
d, min s

v v

v

β βω ω
τ τ

ω

 − −
≥ +   

 ɺɺ
       (7) 

 

식 (6)에서 초기치 τd를 이용해서 β 를 계산하게 된다.  

식 (7)에서 vd는 기존 궤적의 병진속도이고 vs는 감속을 

시작하는 시간 τs 에서의 병진속도이다. 
dω  는 기존 

궤적의 각속도이고 
sω 는 감속을 시작하는 시간 

τs 에서의 병진속도이다. 
maxvɺ 와 

dωɺ 는 각각 최대 

병진가속도 및 각가속도를 나타낸다. 식 (6)에서 계산된 

β 를 이용해서 식 (7)을 이용해서 τd 를 계산할 수 있다. 

식 (6)과 (7)을 τd,min 보다 작을 때 까지 계산하여 

최종적인 τd 를 얻게 된다. 만일 τd 가 0 보다 작을 경우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궤적을 생성할 수 없다. 

Fig. 5 는 장애물과의 충돌 지점을 통과한 후 감

속된 궤적을 원래의 궤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시간

조정함수를 나타낸다. τa ~ τaf 구간에서 가속을 해

서 시간 τaf 이후에 원래의 궤적과 동일하게 된다.

 시간 τaf 와 τf 는 다음 제약 조건을 가지게 된다. 
 

2 ( )
f

p
f v,maxs d t t

τ

τ
τ τ = −∫                      (8) 

1
( 1) (1 )( )

2
f v,max af atτ α β τ τ= − + − +           (9) 

β

1.0

 
Fig. 5  Time scale function f2(τ ) for generating acceleration 

traj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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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1)과 (12)의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τaf 와 τf

 는 다음 식을 통해서 계산된다. 
 

2( 1) (1 ) 2

( 1)

v,max a f

af

tα β τ τ
τ

β

− + − −
=

−
          (10) 

max max

max ,
af a af a

af a

v v

v

β ω βω
τ τ

ω

 − −
≥ +   → ɺɺ

         (11) 

 

식 (10)과 (11)을 통해서 식 (6)과 (7)과 같이 반

복적으로 계산하여 식 (11)을 만족하는 τaf 를 계산

할 수 있다. 

4. 모의 시험 결과 

모의 시험을 위해서 생성된 궤적은 최대 병진속

도 1.5m/s, 각속도 30deg/s 이고 최대 병진가속도 0.

6m/s
2
, 각가속도 60deg/s

2 로 설정하였다. 기준 궤적

의 시간 간격은 0.1초로 생성하였다. 

Fig. 6은 이동 장애물이 로봇과 동일한 경로를 

로봇보다 앞선 지점에서 로봇보다 느린 속도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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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Obstacle avoidance result when the obstacle 
moving along the trajectory of the robot 

동할 때의 장애물회피 결과를 1s 시간간격으로 

나타내고 있다. 장애물과 충돌하는 경우 Fig. 5 와 

같이 적색으로 나타나며 Fig. 6에서와 같이 충돌한 

영역은 없음을 알 수 있다. Fig. 6 과 같은 경우는 

로봇이 좁은 복도를 이동할 경우 발생한다. 

장애물은 초기 위치 (0,3)에서 vx=0.7m/s, vy=0.7m/s 

(v=0.99m/s)로 이동한다. Fig.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로봇의 이동속도가 장애물의 이동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로봇과 장애물은 약 (4,7)에서 충돌하게 

된다. Fig. 6 은 제안된 기법을 통해서 재 생성된 

궤적을 나타내고 있다. 로봇은 장애물의 인접한 

후방을 따라서 주행하게 되며 궤적의 종료시점까지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시된 결과는 로봇이 

장애물로 인해서 지연되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Fig. 7 은 Fig. 5 와 같은 충돌이 일어날 때 제안된 

기법에 의해서 생성된 궤적시간조정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  로봇이  고속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는  시점이전에  감속을  0 . 5 1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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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ime scaling function of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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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ime scaled trajectory of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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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Obstacle avoidance result for recursive collisions 
 

까지 수행하고 이후에는 등속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Fig. 8은 Fig. 7을 이용해서 재생성된 로봇의 

궤적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물의 속도는 로봇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로봇의 속도를 Fig. 8 과 

같이 감속하여 장애물의 후방을 추종하는 형대로 

주행하게 된다. 장애물이 로봇의 최종궤적까지 

로봇보다 저속으로 같은 경로를 이동하기 때문에 

로봇의 궤적은 최종시간까지 초기궤적으로 복원하지 

않는다. Fig. 6의 장애물회피를 위한 계산 시간은 측정 

가능한 최소 시간 단위인 1ms 이내로 계산되었다. 

Fig. 9 는 다수의 장애물이 로봇의 궤적을 통과하는 

경우의 장애물 회피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장애물은 Fig. 9에 표시된 방향으로 0.6m/s로 이동한다. 

Fig. 3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복수의 장애물과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한 기법을 이용하여 충돌 순서를 

계산하여 충돌 하는 순서대로 장애물 회피를 위한 

궤적 재생성을 수행하게 된다. 초기궤적을 통해서 

이동할 경우 장애물 O3 에 의해서 1 차 충돌이 

발생하게 되며 충돌회피를 위해서 감속하는 궤적을 

생성하게 된다. 이로 인해서 로봇이 천천히 주행하게 

된다. 장애물 O3 회피를 위해서 속도를 줄일 경우 

장애물 O2 에 의한 2 차 충돌이 발생한다. 최종적으로 

감속하여 장애물 O1 과의 장애물 회피를 위한 궤적이 

생성된다. Fig. 9(b)는 제안된 기법에 의해서 생성된 

궤적을 통해 장애물 회피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Fig. 10 Time scaling function of 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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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ime scaled trajectory of Fig. 9 

 

Fig. 10은 Fig. 9에 제시된 장애물회피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조정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장애물회피를 

수행한 이후에 발생하는 충돌이 없기 때문에 로봇의 

원궤적으로 복귀하게 된다. Fig. 10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원궤적으로 복귀를 위해서 4.9 초 이후에 

가속을 시작하여 6 초 이후에 원래의 궤적으로 

복귀하게 된다. Fig. 11은 생성된 궤적을 나타내고 

있다. Fig. 9에 제시된 장애물회피를 위해서 2ms 의 

계산시간이 소요되었다. 

15m 이상의 궤적을 통해서 제안된 방법의 

장애물회피 방법을 시험하였다. 장애물 감지를 위한 

센서군의 주기는 대부분 2ms 를 훨씬 상회하는 

주기를 가지기 때문에 센서의 측정 주기보다 매우 

짧은 시간내에 계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의 

실험결과 계산 시간은 2ms 이내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제안된 기법을 이용해서 장애물회피를 수행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장애물의 

속도를 선형으로 고려하였으나,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경로를 재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물의 

속도가 변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대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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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동적 장애물의 속도를 고려한 

궤적시간조정기법을 제안하였다. RNLVO 는 동적 

장애물의 회피를 위한 충돌 조건을 계산할 수 있다. 

제안된 기법을 통해서 기존에 생성된 궤적의 시간을 

조정해서 장애물회피가 가능한지를 평가할 수 있다. 

만일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생성된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모의 시험 결과를 통해서 

제안된 기법을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장애물 회피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제안된 기법은 기존의 궤적 

생성기법에 적용이 가능하며, 장애물의 궤적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아도 동적 장애물 회피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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