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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이 가능한 무인

로봇의 활용성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자율주행

시스템 기능의 구현을 위해서는 정적 및 동적 장

애물 인식과 회피기능이 포함되는 효율적인 경로

계획 및 제어시스템이 응용단계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1) 현재까지 대부분의 이동

로봇의 자율주행 관련 연구들은 정적 또는 일정 

범위 내에 장애물이 위치한 동적 환경에서 운동계

Key Words: Mobile Robot(이동로봇), Kinect Sensor(키넥트 센서), Reactive Path Planning(반응경로계획), Virtual 

Plane(가상평면), Collision Avoidance(충돌회피), Sensor Fusion(센서융합). 

초록: 본 논문에서는 동적 움직임을 갖는 장애물이 위치한 주행환경에서 이동로봇의 충돌회피 기능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반응경로계획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로봇의 동적 장애물과의 충돌회피 기능을 위

해서 반응경로계획기법을 기반으로 키넥트센서를 이용한 센서융합기법의 보완을 통해서 자율주행의 강

건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반응경로기법에서 사용된 접근방식은 동적장애물을 가상좌표평면에서 지

역관측기개념을 이용하여 정적장애물로 좌표변환을 가능하게하며, 생성된 가상평면에서의 로봇과 장애

물의 충돌 발생 가능한 속도와 경로의 운동학적 정보추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키넥트 센서 정보를 

융합하여 장애물의 방향과 위치 정보를 추정하여 동적 환경에서의 주행성능의 정미도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 기술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임베디드 로봇플랫폼과 여러 개의 동적 장애

물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해석 및 실험을 수행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an efficient dynamic reactive motion planning method for an autonomous vehicle in a dynamic 

environment is proposed. The purpose of the proposed method is to improve the robustness of autonomous robot 

motion planning capabilities within dynamic, uncertain environments by integrating a virtual plane-based reactive 

motion planning technique with a sensor fusion-based obstacle detection approach. The dynamic reactive motion 

planning method assumes a local observer in the virtual plane, which allows the effective transformation of complex 

dynamic planning problems into simple stationary ones proving the speed and orientation information between the 

robot and obstacles. In addition, the sensor fusion-based obstacle detection technique allows the pose estimation of 

moving obstacles using a Kinect sensor and sonar sensors, thus improving the accuracy and robustness of the reactive 

motion planning approach.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was demonstrated through not only simulation 

studies but also field experiments using multiple moving obstacles in hostile dynamic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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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수행하고 분석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동적환경에서의 효율적이고 강건한 경로계획은 로

봇 분야에 있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난제를 포

함하고 있다. 로봇의 자율주행 계획법으로는 크게 

계획기반(plan based approach) 및 행동기반(behavior 

based approach) 접근법과 같은 단면적인 자율주행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2) 계획경로 주행법이라 불

리는 계층적 접근방식은 로봇이 환경을 인식 후 

동작을 결정하여 경로추종을 수행하는 직렬적 제

어 아키텍쳐를 갖는다. 대표적으로 결정론적

(deterministic), 확률적(probabilistic) 로드맵 방식과 

포텐셜 필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있으며, 이 방식들은 로봇 주변의 환경인식과 주

행운동 구현 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주로 정적 환경에서 사용된다.(3~6) 동적환경의 경

우는 장애물 충돌회피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최근 

Haar-like기법, Adaboost기법, SVM기법 등을 적용

한 알고리즘이 검증되었다.(7)  또 다른 방식으로 

Stentz(8)에 의해 제시된 D* 알고리즘은 장애물이 

일정 공간에 위치할 경우로만 활용이 제한되거나 

단일카메라 사용으로 인한 정밀도의 발생한다. 이

러한 계획 기반 접근법은 로봇이 경로를 주행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동적 외부환경에 대한 

반응계획을 세우는데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갖게된

다. 

반면 위 방식들과는 다르게 행동기반 접근법

(Behavior Based Path Planning Mehtod)(9~12)은 상대적

으로 변화하는 환경과 지역적 변화를 감지하여 예

상치 못한 장애물 환경변화에 대해 반응경로를 계

획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행동기반 

접근법 중에서도 반응적경로주행(Reacitve Path 

Planning)은 경로를 미리 계획하지 않고 주어진 환

경에 실시간으로 장애물과 주변 환경에 따라서 반

응적으로 계획하게 되는데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

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응적 

경로 계획법의 주 개념은 사용된 개별 센서 단위

의 유닛으로 분할하고 제어 알고리즘의 고속 연산

을 위해 계층적 모듈 아키텍쳐로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13) 반면, 운동학 및 동역학적 정보를 바

탕으로 동적 환경 변화와 제한사항(Constraints)을 

함께 고려하여 반응경로를 세우는 연구도 진행되

고 있다.(14~17) 대표적인 예로 Chakravarthy 와 

Ghose(15)는 충돌구역(Collision Cone) 개념을 이용한 

운동방정식을 기반으로 한 주행, 충돌감지 접근법

이 제안되었으며, 속도장애물 개념의 도입은 장애

물의 속도정보를 이용하여 이동로봇의 충돌구역

(collision cone) 경로를 계산하여 충돌회피 기능을 

가능케한다. 이 방식은 주로 장애물의 선형운동을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Large 와 

Sekhavat(18)는 비선형 속도성분을 갖는 장애물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속도

장애물(Velocity Obstacle)의 주 개념은 동적장애물

의 회피를 위해 동적 요소를 분할된 정적 상태로 

변환하는 것이다.(19) 행동기반 모션계획(Behavior 

Based Motion Planning) 기법 중 센서를 기반으로 

한 운동계획은 동적환경에서 주행을 위해 쓰이는 

효과적인 방식이며, 동적 장애물들의 움직임에 대

한 인지 및 예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20~22) 센서

기반 로봇자율주행방법 또한 장애물의 속도 정보

를 활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공간(Virtual Plane)(13)에서의 

반응경로계획기법과 센서기반 사물인식 및 회피기

법의 결합을 통해서 강건성을 증대시키는 통합형

반응경로기법(Integrated Reactive Motion Planning 

Approach)을 제안하였다. IRMP 기법은 크게 두 가

지의 특징으로 요약된다. 첫째, 반응경로계획기법
(13)의 가상평면 기반 변환기법을 통하여 동적 장

애물 운동을 정적 장애물화를 통해서 불확실한 주

행환경에서의 동적 경로계획 문제를 단순화하였다. 

둘째로, 반응경로계획기법의 충돌회피 기능의 강

건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센서융합기법을 활용하

여 로봇 주변의 동적환경을 인식할 뿐 아니라 장

애물의 이동 속도와 방향을 추정하여 로봇의 충돌

회피 제어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가상평면 방식

은 동적 장애물과의 충돌회피를 위해 로봇의 방향

과 속도를 센서정보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변화

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물의 인식 및 

거리측정을 위해 RGB-D 센서가 내장된 Microsoft 

Kinect(23) 센서를 사용하였으며, 기존 단일카메라

(monocular camera) 기반의 거리 계산 값 보다 높

은 정확도의 데이터를 산출한다. Kinect 로 측정된 

거리정보는 실제 실험 좌표상의 타겟 장애물의 좌

표정보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가상평면과 

센서기반 감지기능의 통합은 로봇이 동적 환경에

서 충돌 없는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속도와 방향에 

대한 동적 윈도우를 제공하여 준다. 결과적으로 

제안된 통합형반응경로계획은 충돌회피의 강건성

과 주행에 있어서 정밀도가 뛰어난 기술이다. 제

안 방법의 성능 검증을 위해 다중이동 물체들로 

구성된 동적 환경에서의 자율주행에 대한 실제 실

험을 통해 로봇 주행 및 충돌회피 성능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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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나머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

는 로봇의 운동학적 방정식과 기하학적 경로계획 

방식이 기술되었으며, 3 장에서 가상평면 기법 기

반 반응경로계획 개념을 설명하였다. 4 장에서는 

키넥트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키넥트를 이용한 

장애물의 거리 및 방향 추정 기법 내용을 다루었

으며, 마지막으로 5 장에서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2. 동적 모션플래닝 개념 

이 장에서 동적 장애물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로

봇의 상대속도 기반 충돌회피 기법을 소개한다.(13) 

Fig. 1 은 동적환경에서 이동로봇의 경로주행에 있

어서 요구되는 기하학적 파라메터들을 보여주며, 

실제 주행필드는 고정좌표계{ }W 와 원점 O 를 기

준으로 표현되며, 모든 동적 장애물에는 지역좌표

계가 적용된다. 본 장에서는 제안된 주행 방식은 

로봇의 일정 반경 내(Coverage Area: CA)에 존재하

는 정적 또는 동적 장애물을 회피하는 경로계획법

의 기하학적 개념을 소개한다.  

Fig. 1에서 보여지듯이 로봇의 가시선 rl  은 원점에

서 시작하여 로봇(R)의 기준점까지 가상의 직선이다. 

가시선 각 rϕ 은 rl 을 기준으로 생성되며, 로봇(R)과 

목표지점(G)의 거리 grl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2 2

gr g r g rl x x y y= − + −    (1) 

위 식에서 ( , )g gx y 은 전역좌표계에서 목표지점의 

좌표이며, ( , )r rx y 은 전역좌표계{ }W 에서 로봇의 
 

 

Fig. 1 Geometry of the reactive navigation problem. 
Illustration of the kinematic and geometric 
variables(12) 

위치이다. 이동로봇은 차동구륜(differential drive)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운동학적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cos

sin

r r r

r r r

r r

r r

x v

y v

v a

w

θ

θ

θ

=

=

=

=

ɺ

ɺ

ɺ

ɺ

                (2) 

여기서 ra  은 로봇의 선형가속도, rv 과 rw 은 각각

선형속도 및 각속도를 나타낸다. ( , )r rvθ 은 로봇의 

제어입력이다. 가시선 grl 에 의해 발생한 가시선 

각 grϕ 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tan
g r

gr

g r

y y

x x
ϕ

−
=

−
    (3) 

ith 동적장애물 iD 의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가정된다. 

cos

sin

i i i

i i i

i i

x v

y v

w

θ

θ

θ

=

=

=

ɺ

ɺ

ɺ

                (4) 

위 식에서 장애물은 선형속도 iv  및 각속도 iw 를 

가지며 iθ 는 헤딩각을 나타낸다. 로봇과 ith 번째 

장애물까지의 유클라디안 거리 irl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 ) ( )2 2

ir i r i rl x x y y= − + −    (5) 

가시선 각 irϕ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tan i r
ir

i r

y y

x x
ϕ

−
=

−
    (6) 

로봇과 장애물 간의 동적 충돌회피를 위한 범위 

및 조향각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극좌표계에서 상

대속도의 접선 및 직각성분의 속도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 ) ( )cos cosir i i ir r r irl v vθ ϕ θ ϕ= − − −ɺ   (7) 

( ) ( )sin sinir ir i i ir r r irl v vϕ θ ϕ θ ϕ= − − −ɺ   (8) 

위 수식으로부터 irl
ɺ 의 마이너스 기호( 0irl <ɺ )는 

로봇과 장애물 iD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을 의미

하고 0 ( 0irl =ɺ )인 경우에는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

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시선 각 irϕ  비율이 0 인 

경우는 장애물 iD 의 움직임이 수직선 상에 있음

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상대 극좌표 시스템은 간

단하면서 로봇과 장애물간의 상대운동을 실시간으

로 연산하여 표현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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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센서융합 기반 반응경로계획 기법 

3.1 가상평면기반 반응경로계획 기법 

본 장에서는 가상평면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관

측기(local observer) 개념을 통하여 동적 장애물을 

정적 장애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

한다.(13) 실좌표(real plane) 공간상의 장애물의 가상

평면으로의 변환은 극부관측기(local observer)의 도

입을 통해 충돌 가능성이 없는 경로로 주행하는 

속도와 방향을 찾는 동적 충돌윈도우(collision 

window)를 제공함으로 가능해진다. 이 변환을 거

쳐 로봇 R 과 ith 번째 장애물 사이의 충돌 경로는 

가상로봇(virtual robot) 
vR 과 장애물의 초기위치 

0( )iD t 간의 충돌회피 문제로 축소되며, 가시선 변

화율 irl
ɺ 과 회전속도 irϕɺ 는 가상로봇 

vR 과 초기 

장애물 0( )iD t 사이의 상대속도 성분, 즉, 가상로봇 

속도 v
rv 와 가상로봇의 회전각 v

rθ 을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구해진다. 

( )cosv v
ir r r irl v θ ϕ= − −ɺ    (9) 

( )sinv v
ir ir r r irl vϕ θ ϕ= − −ɺ   (10) 

위 식에서 가상로봇 vR 의 선속 v
rv 과 방향 v

rθ 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 2( ) ( )v
r i r i rv x x y y= − + −ɺ ɺ ɺ ɺ   (11) 

tan v i r
r

i r

y y

x x
θ

−
=

−

ɺ ɺ

ɺ ɺ
   (12) 

식 (7)과 (8)에 주어진 동적 운동계획을 위한 접선 

및 수직방향 성분 수식은 지역관측기(local observer)

인 가상로봇(virtual robot)의 관점에서 재 표현되며, 

동적 충돌회피 문제가 정적 운동계획 문제로 변환

된다.(13)  

충돌감지는 가상평면(virtual plane) 상에서 표현

되지만, 로봇이 존재하는 실제평면(real plane) 상에

서 충돌회피 및 목표지점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

로하며, 실제 로봇의 속도 및 헤딩각 제어 입력은 

가상로봇과 장애물의 속도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

산된다. 

2 2( ) ( )v v
r r i r iv x x y y= + + +ɺ ɺ ɺ ɺ   (13) 

tan
v
r i

r v
r i

y y

x x
θ

+
=

+

ɺ ɺ

ɺ ɺ
   (14) 

 

3.2 로봇 주행법칙(Navigation Laws) 

가상평면 상의 장애물 0( )iD t 에 대한 충돌 경로

(collision course)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v
r iCCVPθ ∈    (15) 

가상평면상 충돌범위(collision course in virtual plane, 

CCVP)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i ir i ir iCCVP ϕ β ϕ β= − +   (16) 

위 식에서 iβ  는 장애물 0( )iD t 의 상, 하 접선성

분 직선에 대한 각이다. R 과 0( )iD t 사이의 충돌 

경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tan tan( ), tan( )v
r ir i ir iθ ϕ β ϕ β= − +  (17) 

가상 로봇의 헤딩각 
v
iθ 은 실제공간상에서 로봇

의 선형속도 rv 과 헤딩각 rθ  제어입력값을 산출

하는데 이용되며, 계산된 가상공간상의 헤딩각 
v
iθ 으로부터 로봇의 실제 선형속도와 헤딩각 제어 

입력값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tan cos sin )

tan cos sin

v
i r i i

r v
r r r

v
v

θ θ θ
θ θ θ

−
=

−
  (18) 

sin( )
arcsin

v
v i r i

r r

r

v

v

θ θ
θ θ

 −
= −  

 
 (19) 

제안된 반응경로계획기법 기반 로봇 자율주행 및 

충돌회피 기능이 외부환경 변화에서도 강건하게 

적용되기 이해서는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동적 장

애물을 인식하고 장애물의 거리와 방향을 추정하

는 기법을 필요로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 본 연구

에서는 센서기반 경로계획 기법의 통합을 통해서 

반응경로기법을 보완하고자한다. 아래 장에서 상

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3.2 센서기반 장애물 인식 및 추정기법 

본 장에서는 반응경로계획기법 기반 로봇의 자

율주행 기능의 강건성을 증대하기 위한 센서기반 

장애물 인식 및 추정기법을 소개 한다. 이를위해 

본 장에서 제안하는 센서기반 장애물 인식 및 추

정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효율적인 장애물과의 거

리와 방향 추정을 동시에 가능하게하는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제작한 키넥트(Kinect)(23) 센서를 활용

한다. 사용된 Microsoft Kinect(22)는 IR센서와 IR 카

메라, RGB 카메라, 멀티 어레이 마이크로폰이 내

장되어 있는 통합모듈센서 타입 집합장비이며, 장

비 바디 부분에 틸트기능을 제공하는 서보모터 구

동으로 장비사용의 편리성을 더해준다(Fig. 2 참조). 

키넥트 센서는 깊이정보 뿐 아니라 칼라 이미지를 

최대 30fps 의 속도로 처리 가능하고, RGB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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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inect’s focal length and field of view(24) 

Camera 
Focal length 

(pixel) 

Field of View (degrees) 

Horizontally Vertically 

RGB 525 63 50 

IR 580 57 43 

 

 

 

Fig. 2 Architecture of Microsoft Kinect sensor 

 
스트림은 Bayer color filter가 내장된 30Hz의 프레

임율과 8 비트 VGA 화질(640x480 pixels)을 내장하

고 있다.(24) 깊이 측정을 이용한 거리 센서 정보는 

흑백으로 2048 단계의 민감도를 제공하며 11-bit 

기반 VGA(640x480 pixels) 정밀도 및 화질을 갖는

다. 깊이 데이터는 IR 프로젝터와 IR 카메라로부

터 취득되며, 4 개의 마이크로폰 각 채널은 16-bit 

audio 로 16kHz 샘플링으로 처리된다. 마지막으로 

모터로 구동되는 피봇은 센서를 최대 27° 까지 상

하 구동이 가능하게 하여 로봇이 장애물을 인식하

는데 유연한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 Kinect에는 깊

이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단일카메라 기반의 거리

측정 방식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며, 스테

레오 카메라 시스템에 비해 낮은 계산용량을 필요

로 한다. 또한 일반 RGB 영상센서에 비해 6 배 이

상의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여 보다 넓은 필드 상

에서 경로계획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Kinect 센서는 동적 장애물에 대한 

장애물 거리 측정과 운동계획을 위한 컬러 기반 

장애물 및 목표지점 검색에 활용되며, 깊이센서는 

최대 800mm 에서 4000mm 까지의 측정 가능하다. 

키넥트 센서에 사용된 카메라 파라메터 값들은 

Table 1에 정리된다. Fig. 3은 사물의 좌표 (x , y )w w

를 찾기 위한 기하학적 접근법이 제시되었다. 일

반적으로 카메라 및 깊이센서의 내부 및 외부 파

라메터 값들은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정밀

한 실험을 위해 센서 교정(calibration) 단계를 거쳐

야 하며, 센서 교정은 깊이측정에 대한 수학적 모

델과 체스보드 배경을 이용 센서로부터 오프셋  

 

Fig. 3 Robot and obstacle localization using Kinect 
sensor for ranging and positioning computation 

 
시킴으로서 물리적 방법을 통해 켈리브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25,26) 

주어진 키넥트 센서의 좌표시스템(Fig. 3)에서 h

는 스크린의 픽셀단위 높이(focal length)를 나타내

며, β 는 카메라의 FOV(field of view)이다. 장애물

의 거리는 IR 카메라를 통해 mm 단위로 측정되며 

타겟 장애물의 픽셀위의 좌표 (x , y )S S 는 컬러 또

는 마커기반 검출방식을 통해 검출된다. 키넥트 

센서의 거리측정 정보와 칼라기반 픽셀좌표 정보

를 사용하여 사물의 정확한 수평, 수직 좌표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 Horizontal Coordinate:     

arctan(x / )S fα =    (20) 

sinW Wx z α=    (21) 
 

(2) Vertical Coordinate:    

arctan(y / )S fα =    (22) 

sinW Wy z α=    (23) 
 

위 식에서 Wz 는 Kinect 센서에서 획득된 장애

물 까지의 거리이다. 이제 고정된 관성좌표계에서 

추정된 사물의 위치정보를 이용 충돌회피를 포함

한 반응경로계획 단계에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전 부분에서 언급된 것처럼 가상공간상의 상

대속도를 이용하는 반응경로계획 기반 동적 운동

계획은 장애물과의 정확한 거리와 방향 측정값이 

충돌회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컬러감지 기반으로 로봇의 헤딩정보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Fig. 4 와 같이 녹색과 

빨간색의 컬러 감지 방식(24)을 통해 로봇의 중심

점 계산 후 헤딩각 θ̂ 값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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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obot heading angle calculation 

 

좀더 정밀한 방향 제어를 위해 추정된 헤딩값 θ̂   
를 이용하여 아래 수식을 통해 각 4 분면 상의 헤 

딩각 ˆ , ( 1,2,3,4)j jθ = 계산이 이루어진다. Fig. 4에서 

(x , y )g g 는 로봇 상부 부분의 녹색(green)의 중심 

좌표를 나타내고 있으며, (x , y )r r 은 적색(red) 중심 

좌표를 나태낸다. 그리고 각 녹색과 적색의 중심 

좌표를 연결하는 직선이 X 축과 이루는 각을 이

용하여 헤딩값 θ̂ 를 추정할 수 있으며 식 (24)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추정된 헤딩값은 각 사분면에 

따라서 식 (25)를 사용하여 새로운 추정값으로 계

산되어 로봇의 제어 입력값으로 사용된다.  

1 1ˆ tan tan
g r

g r

x xx

y y y
θ − −

 − ∆
= =     ∆ −   

  (24) 

여기서 θ̂ 는 추정된 헤딩값을 나타내며, 각 사분

면에서의 로봇 제어 입력 헤딩값 ˆ , ( 1,2,3,4)j jθ =

은 아래와 같이 계산 된다. 

 

: & y

ˆ ˆ 0, 1

: & y

ˆ ˆ3.14 , 2

: & y

ˆ ˆ3.14 , 3

: & y

ˆ ˆ2 3.14 , 4

g r g r

j

g r g r

j

g r g r

j

g r g r

j

I x x y

j

II x x y

j

III x x y

j

IV x x y

j

θ θ

θ θ

θ θ

θ θ

> >

= + =

< >

= − =

< <

= + =

> <

= × − =

   (25) 

 

3.3 확장형 반응경로계획 기법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이 존대하는 주행환경에

서도 강건하게 동적 장애물 회피 및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반응경로계획기법에서 제시된 방향 

및 속도제어 알고리듬과 센서기반 사물 인식 및 

추정기법을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확장형 반응경로

계획 기법을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Fig. 5 Algorithms for integrated reactive dynamic motion 
planning approach 

 

본 제안 기법은 가상공간(Virtual Plane)(13)에서의 

반응경로계획기법과 센서기반 사물인식 및 회피기

법의 결합을 통해서 강건성을 증대시키는 통합형

반응경로기법(Integrated Reactive Motion Planning 

Approach)이며, IRMP 기법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

으로 요약된다. 첫째, 가상평면 기반 변환기법을 

통하여 동적 장애물 운동을 정적 장애물화를 통해

서 불확실한 주행환경에서의 동적 경로계획 문제

를 단순화하였다. 둘째로, 반응경로계획기법의 충

돌회피 기능의 강건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센서

융합기법을 활용하여 로봇 주변의 동적환경을 인

식할 뿐 아니라 장애물의 이동 속도와 방향을 추

정하여 로봇의 충돌회피 제어 효율성을 증대시켰

다. 

4. 실험 결과 

4.1 실험 환경 및 시나리오 

동적 실험 환경 구성을 위해 두 개의 로봇이 동

적 장애물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나머지 하나의 

로봇은 확장형 반응경로계획법을 기반으로 충돌회 

Reactive Dynamic Navigation Algorithm:  
 

input: Coordinate of obstacle 1, obstacle 2 
and goal 

output: Speed of robot’s right and left 
wheels. 

while grl >0 do 

  Calculate grl  and grϕ . 

  Send robot speed. 

  if All iD  in CA (Coverage Area)  

   Calculate irl
ɺ . 

   if All irl
ɺ >0 then 

    There is no collision risk, keep 

sending robot speed. 

   else 
    Construct the virtual plane. 

    Test the collision in the virtual plane.  

    if there is a collision risk then 
 Construct the θ - window.   
 Choose the appropriate values 

for rθ . 

 Send robot speed command. 

    end if 
   end if 
  end if  

end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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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rchitecture for the experimental setup 

 

 
Fig. 7 Mobile robot hardware and sensor (RoboCAR28) 

 

피 및 자율주행을 수행하게 된다(Fig. 6 참조). 

본 실험에서 NXT Mindstorm(27)으로 제작된 2 개

의 동적장애물은 임의의 방향 또는 지정된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게 된다. 초음파 센서와 엔코더가 

장착된 HBE-RoboCAR(28)는 마스터 로봇으로 자율

주행의 역할을 수행한다. Kinect 센서는 컬러 기반 

검출 알고리즘(29,30)을 통해 최종 목표지점과 장애

물을 감지하게 되며, 각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Kinect 센서로 측정된 후 블루투스 통신으로 마스

터 로봇에 전송되고 전송된 데이터는 반응 경로계

획 알고리즘에 입력된다. 실험환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ig. 6에서 설명되어 있다. 

주행 알고리즘은 로봇 플랫폼인 RoboCAR 에 

장착된 임베디드 8비트 AVR ATmega128L 기반 프

로세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성능테스트가 수행 

되었다(Fig. 7 참조). 초음파센서와 IR 센서로부터 

장애물 감지와 가속도 센서와 엔코더를 통하여 모

션 컨트롤이 가능해지고, 블루투스 모듈로 ISP, 

UART 방식 기반 통신이 이루어진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로봇카(RoboCAR)는 블루투스를 통해 지상

통제 시스템과 연결된다. 반응경로계획기반 동적 

장애물 회피 및 충돌 감지에 대한 정밀도 향상을 

위해 키넥트 센서로 획득되는 거리정보와 RoboCar

의 초음파 센서를 융합하였다. 키넥트 센서는 매 

 
Fig. 8 Simulation results on virtual plane and real plane 

 
우 근접된 물체의 거리 추정에서 오차를 포함하기 

때문에 동적 장애물과의 거리가 특정값 이내로 근

접하게 될 때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근거리 정보

를 융합함으로써 근거리에서의 거리정보 정밀도를 

높이게 된다.  

 

4.2 시뮬레이션 결과 

Fig. 8은 가상평면 및 실제평면상에서의 반응경

로계획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Fig. 8 의 

가상공간상의 시뮬레이션에서 2 개의 동적 장애물

의 초기 위치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충돌영역은 녹

색의 타원형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가상로봇의 궤

적과 반경범위는 파랑색으로 표기된다. 실좌평면

에서 보여지듯이 첫번째 장애물의 초기 위치는 

(1000 mm, 50 mm) 좌표 부근에 위치하며, 두 번째 

장애물의 초기 위치는 (1900 mm, 2000 mm) 좌표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행로봇의 초기 위치는 

원점근처에서 출발하게 되며, 최종 목표 지점의 

위치는 (2590 mm, 2000 mm) 좌표에 놓여있다. 그리

고 로봇의 주행경로는 Fig. 8 의 아래쪽에서 빨간

색으로 표시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마스터 로봇은 접근하는 두 개의 동적 장

애물을 모두 피하였으며, 특히 두 번째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해서 급기동 이후 완벽히 장애물을 회

피하고 목표지점까지 선형 경로주행을 통해 임무

를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Fig. 9 는 위에서 실시간 모션주행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사용된 센서 및 로봇 주행 정보를 보여

준다. 맨 위의 첫번째 그림은 실좌표평면 상에서 

최종목표 지점과 로봇의 선속도 사이의 각도를 보



두팔람 툽신자갈 · 이 덕 진 

 

556 

여주며, 두번째 결과는 경로주행 제어명령 수행에 

따른 로봇의 헤딩각 정보를 보여주고 있으며, 세

번째는 목표 지점과 선속도 사이의 각도와 로봇의 

주행시 생성되는 헤딩각(Heading) 사이의 차를 보

여준다. 예측되듯이 경로주행의 마지막 부분은 명

령된 방향 각과 타겟 각의 크기가 같아지게 된다. 

장애물 회피를 위해서 로봇의 헤딩각을 제어를 위

해서 마스터 로봇의 양쪽 바퀴의 속도를 제어함으

로써 주행 목적을 수행하게 된다. 

Fig. 10과 11은 장애물의 헤딩각, 선속, 경로 결

과를 보여준다. 동적 경로계획 실험을 위해 장애

물의 속도 및 헤딩각에 변화를 주어 불확실한 장

애물 밀집 지역을 구현하였다. 

 

 
 

Fig. 9 Simulation results of angles: target angle, robot 
heading angle, variance angle 

 

 
 

Fig. 10 Results of first moving obstacle’s orientation 
angle, speed and position in x-y coordinates 

Fig. 12 첫벗째는 출발지점부터 목표지점까지 로

봇의 충돌회피와 자율주행 경로를 보여주고 있으

며, 두 번째는 로봇의 주행시 전방속도 값을 나타

내며, 세번째와 네번째 그림은 주행로봇의 엔코더

로부터 측정된 양쪽 휠의 속도값을 보여준다. 결

과에서 볼 수 있듯이 주행 로봇은 궤적은 35 초 

근처에 실좌표평면 (1500 mm, 1000 mm) 지점의 두 

번째 장애물과의 충돌 회피를 위해서 급기동을 하

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양쪽 횔의 속도 차이가 크

게 기록된 것을 관측할 수 있다. 이 때 좌∙ 우 휠

의 회전속도는 시간 축에 기준하여 대칭됨을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헤딩각의 변화 또한 휠 속도

차에 비교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Fig. 11 Results of second moving obstacle’s orientation 
angle, speed and position in x-y coordinates 

 

 
 

Fig. 12 Simulation results of robot’s trajectory, speed, 
right and left wheels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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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xperiment Environment (Initial Stage) 

 

 

4.3 실시간 실험 결과 

제안된 확장형 반응경로계획 기법의 실제 동적

환경에서의 성능을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Fig. 

13 에서 보여 지듯이 본 실험을 위해서 검정색과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두 대의 로봇이 동적 장애물

로 이용 되었고, 녹색과 빨간색 커버로 이루어진 

다른 하나의 로봇은 주행을 위한 이동로봇으로 이

용된다.  

Fig. 14 는 실험에 사용된 장애물과 로봇의 위치

를 보여주고 있으며, 주행로봇의 초기 위치는 빨

간 점으로 표기되며 좌표 (2750 mm, 2126 mm)에 

위치하고 있고, 최종 목표지점의 좌표는 녹색점으

로 표기되면 원점 근처 좌표 (90 mm, 30 mm)에 위

치하고 있다. 첫 번째 이동로봇의 초기 시작 지점

은 파란색 점으로 표기 되어있으며 위치 (2050 mm, 

1900 mm)에 놓여 있고, 두번째 동적장애물의 초기

위치는 좌표 (1050 mm, 2000 mm)에 검정색 점으로 

표기되어진다. 가상평면 상에서 첫번째 이동로봇

과의 충돌구역(collision cone)은 Fig. 14 의 첫번째 

그림의 녹색 타원형으로 표기되어졌으며, 충돌구

역의 위치는 아래 실좌표의 위치를 통해서 일치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5 는 첫번째 동적 장애물에 대한 충돌회피 

및 자율주행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첫번째 맨 위 

그림에서는 가상평면상에서의 로봇의 충돌구역을 

인식하고 로봇이 왼쪽 방향으로 방향을 제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좌표 평면에서의 주행

로봇의 경로는 Fig. 15 의 두 번째 그림에서 보여

지고 있다.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첫번째 장애물은 

초기 위치에서 우측 아래 방향으로 경로를 이동하

고 있으며, 주행로봇과 (2300 mm, 1700 mm) 근처에

서 충돌가능성이 있음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주행로봇은 첫 번째 장애물과의 충돌 회피를 위해

서 우선 위쪽으로 방향 선회 후 좌회전 하는 경로 

 

Fig. 14 Results of the experimented data at initial stage 

 

 

Fig. 15 Results of the trajectories of the robot and the 
obstacles in the virtual and real planes during 
the collision avoidance with the first moving 
obstacle 

 

가 예상되어진다. 그림에서 보여 지듯이 예상과 

같은 경로로 주행로봇은 첫 번째 이동 장애물과의 

충돌회피를 위해서 위쪽으로 방향을 선회 이후 좌

측으로 이동 최종 목표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음을 

쉽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애물과의 충돌회피는 Fig. 16 에서 보

여 주고 있으며, 이동로봇은 모든 장애물을 회피 

후 마지막 단계에서 모션제어를 통해 목표지점을 

향해 직선주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동로

봇의 출발점에서 최종 목표지점까지의 전체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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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Results of the trajectories of the robot and the 
obstacles in the virtual and real planes during 
the collision avoidance with all the moving 
obstacles 

 

 

Fig. 17 Experiment result after the collision avoidance 
with all obstacles 

 

동 궤적은 Fig. 16 두 번째 그림에서 보여지고 있

다.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가상평면의 로봇과 장애

물의 상대 위치는 Fig. 16 의 상부 첫 번째에서 보

여주고 있으며, 로봇의 실제평면상에서의 절대좌

표는 두 번째 그림에서 표시되고 있다. 위의 다각 

그림에서 로봇 위치의 궤적 형태는 다르게 나타내

어지고 있지만, 충돌회피를 위한 방향전환에 있어

서는 장애물의 속도를 고려하여 목표 지점으로의 

직선주행 대신 곡선 형태의 회피기동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로봇이 모든 장

애물과의 충돌회피 이후 최종 목적지를 향해 이동

한 실험 결과는 Fig. 17 에서 보여주고 있다. 부드

러운 경로궤적을 생성하기 위해서 선형 주행법칙

을 통해 생성 및 적용하였으며, 향후 최소 거리 

주행을 위한 최적제어 기법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 불확실한 동적환경에서도 강건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법을 제안하였다. 새롭게 제

안된 확장형 반응경로계획기법은 동적장애물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는 센서기반 주행기법과 동적 장

애물을 정적 장애물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충돌

회피가 가능하도록 하는 반응경로계획방식을 통합

한 기법이다. 제안된 방식의 특징중 하나는 가상

평면을 사용함으로 복잡한 동적 계획문제를 정적 

문제로 변환함에 있고, 두번째로는 장애물의 이동

감지 및 자세 예측을 위해서 거리 정보와 컬러감

지가 가능한 키넥트 센서를 모션계획에 적용하는

데 있다. 센서기반 접근법은 장애물과 주행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반응경로 계획법의 정확

성과 강인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제안된 확장형 

반응경로계획 기법의 성능은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였으며,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불확

실한 동적 장애물이 밀집된 환경에서의 로봇의 충

돌회피 기능을 포함한 자율주행 응용에 효과적으

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에서 제안된 확장형 반응경로 계획기법은 이동로

봇뿐만 아니라 무인항공과 자율주행차량을 포함한 

자율무인시스템 등 다양한 로봇의 자율주행에 효

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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