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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럴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을 

이용한 이동 로봇의 지역 경로계획

Local Path Planning for Mobile Robot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 Potential Fiel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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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obot's technology was very simple and repetitive in the past. Nowadays, robots are required to perform intelligent 

operation. So, path planning has been studied extensively to create a path from start position to the goal position. In this 

paper, potential field algorithm was used for path planning in dynamic environments. It is used for a path plan of mobile 

robot because it is elegant mathematical analysis and simplicity.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The problems are collision 

risk, avoidance path, time attrition. In order to resolve path problems, we amalgamated potential field algorithm with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system. The input of the neural network system is set using relative velocity and location between 

the robot and the obstacle. The output of the neural network system is used for the weighting factor of the repulsive 

potential function. The potential field algorithm problem of mobile robot's path planning can be improved by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system. The suggested algorithm was verified by simulations in various dynamic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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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로봇은 전기, 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의 많은 공

학 분야의 기술이 융합된 고도의 첨단 시스템으로 발전, 연

구되고 있다. 또한, 사회의 발달에 따라 더욱 지능화되고 발

전된 다양한 로봇이 요구되고 있다. 로봇의 지능화 따라 고

정된 장소에서 단순 작업 형태의 로봇에서 사람의 컨트롤

(Control)이 없는 자율 주행 이동 로봇(Autonomous Mobile 

Robot)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1-3]. 로봇은 고정된 

장소에서의 작업보다 자율주행할 경우 더 많은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율 주행 로봇이 주행 중 장애물과 

충돌할 경우 로봇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장애물이 사람

일 경우 사람의 부상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자율 주행 로

봇의 경우 자율 주행의 방법보다 장애물과의 충돌 회피에 

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하다.

효율적인 장애물 회피를 하는 자율 주행을 위해서는 이동 

로봇의 시작 지점에서 목표 지점까지의 경로 계획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경로 계획 중 주변에 나타나는 동적, 정적인 

장애물과의 충돌 없이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경로 

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4]. 

본 논문의 목적은 자율 주행 로봇이 지역 경로 계획을 하여 

정지해 있는 정적인 장애물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장애물이 있는 

동적인 환경에서의 장애물 회피를 하여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주행하는 것이 목적이다[5-7]. 

이동 로봇의 경로 계획을 위해 수학적인 분석이 쉽고, 간단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는 포텐셜 필드 알고리

즘을 사용한다.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동 

로봇과 목표 지점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가상의 인력장이 형성

되고, 이동 로봇과 장애물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가상의 척력장

이 형성되어 전체 작업 공간을 에너지 장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

법이다. 인력장과 척력장의 에너지장의 합으로 이동 로봇이 목표 

지점까지 이동함에 장애물을 안전하게 회피하고, 목표 지점에 빠

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동적인 환경에서는 이동 로봇과 장

애물의 위치와 속도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상황이 

발생한다. 이 이동 로봇과 장애물 사이의 위치와 속도에 관한 상

황에 따라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의 척력장 가중치가 상황에 맞게 

변화되어야 하지만 이 알고리즘은 척력장의 가중치가 경험적인 

실험으로 얻어진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는 형태이므로 모든 

상황에서의 최적의 척력장 가중치로 보기 어렵다. 또한 충돌 가

능성 문제와 회피 시간의 지연 문제, 무리한 회피 경로의 문제를 

갖는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동적 환경에서의 이동 로봇과 장애물의 위치와 속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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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고, 척력장의 가중치를 경험적인 실험으로 고정된 가중치

가 아닌 상황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뉴럴 네트워크를 적

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8]. 

2.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

수학적인 경로 계획의 연구는 주로 정적인 환경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로봇이 실제 환경을 주행한다면 거의 모든 

장애물이 움직이고 있는 동적인 환경이다. 따라서 동적 환경에서

의 장애물 회피는 자율 주행 로봇의 연구에 필수적이다. 

동적 환경에서의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율 주행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이동 로봇과 동적인 장애물의 속도를 고려하

지 않았다. 이동 로봇과 동적인 장애물을 순간의 정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이들의 위치만으로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을 해석하였다

[9, 10]. 하지만 속도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적인 환경에

서의 경로 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 이동 로봇의 자율 주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포텐

셜 필드 알고리즘은 이동 로봇과 장애물의 위치와 속도를 모두 

고려한 동적인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으로 실제 환경에서의 주행

에 적합하도록 하였다[11, 12].

2.1 인력장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의 인력장 함수(Attractive Potential 

Field Function)는 이동 로봇과 목표 지점 사이의 서로 끌어당기

는 가상의 힘이다. 이동 로봇의 실제 환경에서의 주행은 동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이동 로봇과 목표 지점 사이의 위치와 속도를 

변수로 하였다. 

   ∥∥  (1)

   ∥∥   (2)

식 (1)은 동적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의 위치에 관한 인력장을 

나타낸 것이고, 식 (2)는 속도에 관한 인력장을 나타낸 것이다.

∥∥는 시간 t에 대한 목표 지점과 이동 로봇 사

이의 거리를 나타내고, ∥∥는 시간 t에 대한 이

동 로봇과 목표 지점의 상대 속도를 나타낸다. 과 은 인력장

의 모양을 결정하는 상수로서 ≤일 경우 특이점을 갖기 때

문에 로 설정한다. 와 는 인력장의 위치와 속도에 대

한 가중치를 나타낸다. 와 는 이동 로봇과 목표 지점 

사이의 위치와 속도에 대한 단위 벡터(unit vector)로써 척력장 

함수와의 정규화(normalization)을 나타낸다. 

동적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은 이동 로봇의 위치와 속도를 고려

한 식 (1)과 식 (2)의 합으로 나타내며 식 (3)과 같이 나타낸다.

     (3)

식 (3)에서 이동 로봇과 목표 지점 사이의 상대 거리가 가까

워지거나 상대속도가 감소한다면 인력장  는 감소하게 되

고, 반대의 경우는 인력장이 증가하게 된다. 

2.2 척력장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의 척력장(Repulsive Potential Field)은 

이동 로봇과 장애물 사이의 서로 밀어내는 가상의 힘이다. 이동 

로봇의 실제 환경에서의 주행은 동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이동 로

봇과 목표 지점 사이의 위치와 속도를 변수로 하였다. 척력장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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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 (4)에서 ∥ ∥은 시간 t에 대한 장애물과 

이동 로봇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고, 는 이동 로봇의 상

대속도를 나타낸다. 와 는 이동 로봇이 최대로 감속 할 

때의 정지거리와 장애물의 영향 범위를 나타낸다. 척력장은 이

동 로봇과 장애물 사이의 위치와 속도에 대한 상황에 따라

∥ ∥≥     의 경우는 이동 로

봇이 장애물의 영향 범위 밖에 위치하고 있거나 이동로봇의 속도

가 음의 속도이기 때문에 척력장이 발생하지 않아서 0으로 정의

한다. ∥ ∥     ≥의 경우

는 이동 로봇이 주행 중 이고 장애물의 영향 범위 안에 있기 때

문에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해 척력장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 ∥     의 경우 이동 로봇이 

진행 방향의 반대로 후진을 하거나, 이동 로봇의 최대 감속 정지

거리가 이동 로봇과 장애물 사이의 거리보다 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 
 max

  (5)

위의 식 (5)는 이동 로봇과 장애물 사이의 척력장을 나타낸 

식이다. 로봇의 최대 가속도를 나타내고, 는 이동 로봇과 장애

물 사이의 척력장 가중치를 나타낸다. 는 인력장과 마찬가지

로 정규화(normalization)을 위한 단위 벡터(unit vector)를 나타

낸다.

이동 로봇과 장애물 사이의 위치와 속도에 관한 변수를 고려한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의 인력장  과 척력장  의 

합으로 동적인 장애물을 회피하여 시작 지점에서 목표 지점으로



Trans. KIEE. Vol. 64, No. 10, OCT, 2015

뉴럴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을 이용한 이동 로 의 지역 경로계획              1481

의 경로 계획은 가능하다. 하지만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의 단점

인 지역 최소점(local minimum)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림 1 지역 최소점 문제 

Fig. 1 Local minimum problem

지역 최소점은 그림 1과 같이 이동 로봇과 장애물이 동일 선

상에서 움직이는 경우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발생한다. 이동 로

봇이 목표 지점을 향해 주행 중 동일 선상에 있는 장애물을 만

나게 되면 목표 지점을 향해 주행하려는 인력장과 장애물을 회피

하려는 척력장의 방향이 정 반대 방향이 되고 그 거리에 따라 

인력장과 척력장의 합이 0이 되어 더 이상 주행이 어려운 경우

를 말한다. 

지역 최소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적인 환경에서의 척력

장 가중치에 수직인 형태의 가상의 척력장을 추가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

(6)

⊥ ⊥는 이동로봇과 장애물의 수직인 벡터로 지역최소

점을 빠져나오기 위한 단위벡터이다. 지역 최소점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제안한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의 척력장은 장애물과의 

척력장 과 그에 수직인 형태의 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동적인 환경에서의 지역 최소점 문제를 해결한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의 전체 힘은 식 (3)과 식 (4)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7)

본 논문에서 제안한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으로 이동 로봇은 

시작 지점에서 목표 지점으로의 지역 최소점 문제를 극복하고 동

적 장애물 회피를 하는 자율 주행을 하였고, 이는 모의실험을 통

해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3. 뉴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는 생물학적 시스템의 계산 틀을 사용하여 생물

학적 정보체계와 인지과학 이론 병합한 예측, 분류와 최적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으로 많이 이용된다. 이는 학습 기능

을 통하여 변화하는 상태에 적응성을 갖으며 대규모 병렬처리로 

인해 계산 시간의 감소와, 분산구조에 의한 시스템 성능의 강인

성에 대한 제어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의 연결 가중치를 조정하는 학습을 통한 최적화

와 예측 능력은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최적의 값이 필요

한 경우 쉽게 사용 되고 있다. 하지만 효과적인 뉴럴네트워클 모

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습을 진행할 많은 Sample data필요로 

한다. 만약 Sample data의 범위 밖의 오류 입력 데이터가 들어

올 경우에는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13, 14].

신경망의 가장 일반적인 모델이며 본 논문에서 사용한 모델은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으로 인간 두뇌의 패턴 

정합 능력을 학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경의 구조를 모델링을 

이용하여 다층 구조망(multi-layer network)을 구성한다. 이는 

비선형 (non-linear)문제를 학습가능하다. 

그림 2 뉴럴네트워크 구조

Fig. 2 Neural Network Structure

그림 2는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다. 회색의 원

은 하나의 뉴런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세로 방향으로 있는 뉴런

들을 Layer로 구분한다. 처음의 Input Layer와 마지막의 Output 

Layer를 제외한 모든 Layer를 Hidden Layer로 구분한다. 각 

Layer의 뉴런의 개수와 Layer의 개수는 임의로 지정이 가능하다. 

뉴런으로 들어가기 전에 곱하는 값으로 뉴런으로 들어오는 net값

은 아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8)

여기서 (Weight Factor)는 뉴런의 가중치이고 X는 뉴런의 

입력이다. 사용되는 함수는 여러 가지가 함수가 있으며 본 논문

에서는 Sigmoid Function을 사용한다.

4.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가중치 결정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을 이용한 이동 로봇의 경로 계획은 출

발 지점에서 목표 지점까지 장애물을 회피하여 경로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물이 움직이고 있는 동적인 환경에서는 충돌 

위험성의 문제와 장애물 회피 시간 지연 문제 등 효율적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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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로로 주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동적인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에 이동 로봇과 장애

물의 위치에 관한 변수와 속도에 관한 변수를 추가하였다. 하지

만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의 척력장의 가중치가 고정되어있는 값

으로 이동 로봇과 장애물의 관계에 따라 효율적이지 못한 경로를 

계획하거나 무리한 회피를 하며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의 척력장 가중치를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을 적용하여 이동 로봇과 장애물의 관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동 로봇과 이동 중인 장애물의 충돌 

위험성이 높을 때에는 척력장의 가중치를 크게 조절하여 장애물

을 회피하고, 장애물과의 충돌 위험성이 낮을 때에는 척력장의 

가중치를 낮게 조절하여 장애물을 효율적으로 회피한다.

    

그림 3 이동 로봇과 장애물의 각도와 속도관계

Fig. 3 Angle and the speed relationship between the mobile 

robot and obstacles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의 척력장 

가중치를 상황에 따라 변화시키기 위한 뉴럴 네트워크의 두 입력

에 관한 그림이다. 첫 번째 그림은 이동 로봇과 이동 중인 장애

물 사이의 위치에 관한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이동 로봇이 목표 

점을 향한 인력장의 방향과 장애물에 의해 발생하는 척력장 방향

의 각도관계()이다. 두 번 째 그림은 이동 로봇과 이동 중인 장

애물 사이의 속도()에 관한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이동 로봇이 

목표 지점을 향하여 주행 중인 속도와 이동 중인 장애물의 속도

의 차를 속도관계로 하였다. 이동로봇과 장애물 사이의 위치에 

관한 각도관계와 이동 로봇과 장애물의 속도에 관한 속도관계를 

뉴럴 네트워크의 두 입력으로 하고 있다. 

그림 4 Sample data 획득

Fig. 4 Acquisition sample data

그림 4는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의 Sample data를 획득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빨간색의 이동 로봇이 초기위치 

[0 , 0]에서 목표 위치 [20 , 20]까지 이동 중 X모양의 

장애물과 충돌 범위에 접하는 순간의 각도관계와 속도관계를 뉴

럴 네트워크 시스템의 Sample data로 사용한다. 각 X모양의 장

애물은 초기 위치를 다르게 하여 각도관계의 차이를 주어 총 18개

의 상황, 175개의 Sample data를 사용하여 학습하였다. 학습은 

MATLAB의 Neural Network ToolBox를 사용하였다. 

5. 가중치 결정 모의 실험

5.1 가중치 결정 모의실험 환경

장애물이 움직이고 있는 동적인 환경을 고려하기 위하여 모의

실험은 이동 로봇의 위치와 속도, 장애물의 위치와 속도, 목표 지

점의 위치와 속도를 포함한다. 모의실험에서 이동 로봇은 전 방

향성을 갖는 점 질량 형태로 간주하며, 장애물은 일정한 방향으

로 등속도 운동으로 이동한다. 또한, 로봇과 장애물의 위치와 속

도는 정확한 값으로 측정된다고 가정한다. 다음 표는 모의실험을 

위한 설정 값이다. 

표 1 파라미터 설정

Table 1 Parameter setting

인력장 위치 가중치() 0.02

인력장 속도 가중치( ) 0.54

인력장 양의 상수치() 2 , 2

장애물 영향 범위() 1.5

이동 로봇 최대 속도(max ) 0.5 , 0.5

이동 로봇 최대 가속도(max ) 0.3

이동 로봇 무게() 12

샘플링 타임() 0.1

장애물과 충돌 여유거리 0.8

본 논문에서 제안한 뉴럴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은 장애물이 

움직이고 있는 동적인 환경에서 이동로봇의 효율적인 경로계획에 

대한 알고리즘이다. 기존의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만으로 경로 계

획은 가능하다. 하지만 주행 중 동적인 환경에서 장애물과 충돌

하는 경우나 효율적이지 못한 경로를 계획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이동 로봇과 장애물의 위치에 따른 상황으로 지역 

최소점(Local minimum)에 빠져 더 이상 주행을 하지 못하는 경

우가 발생한다. 이의 경우는 기존의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의 척

력장 가중치가 상황에 맞는 최적의 가중치가 아니므로 장애물과 

충돌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경로를 계획한다. 최적의 가중치는 

이동 로봇과 동적 장애물의 위치와 속도 관계의 상황에 따라 충

돌하지 않는 가장 최적의 경로를 획득하는 실험적 가중치이다. 

이는 척력장의 가중치를 0.1부터 2.5까지 고정하고 0.1씩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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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안된 가중치와 최적가중치의 비교실험

Fig. 7 Comparison of best weight and the proposed weight

며 25번의 실험을 통하여 최적의 가중치를 구하였다. 이동 로봇

과 장애물 사이의 거리는 장애물의 크기, 이동로봇의 크기, 최고 

속도, 가속도를 고려하여 0.8m를 충돌 여유 거리로 가정하였다

[15]. 즉, 이동 로봇과 장애물 사이의 거리가 0.8m 이상인 경우

는 충돌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고정된 가중치를 0.1부터 2.5

까지의 0.1씩 변화하며 25번의 실험을 통하여 얻은 이동 로봇의 

초기위치에서 목표 지점까지의 총 이동거리와 총 이동시간을 1:1

로 기준을 두어 Data를 종합하여 최적의 가중치를 구하였다. 

 뉴럴 네트워크는 18개의 각기 다른 변화되는 상황을 가정하

여 175개의 Sample data로 학습하였다.

5.2 가중치 결정 모의실험 

모의실험은 이동 로봇이 목표 지점을 향해 주행 중이고, 동적

인 장애물이 이동 로봇을 향하여 다가오는 경우의 상황이다. 이

동로봇과 장애물, 목표 지점이 동일 선상에 위치하는 특수한 상

황으로 기존의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면 지역 최소

점(Local minimum)의 상황에 빠져 이동 로봇과 장애물이 충돌

하는 상황이다. 실험은 고정된 척력장의 가중치를 0.1부터 2.5까

지 0.1씩 변화하며 총 25개의 결과를 종합하여 최적의 가중치를 

찾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뉴럴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과 비교하

여 타당성을 확인하는 실험이다. 

이동 로봇의 초기 위치는 [0 , 0]이고, 목표 지점의 위치

는 [20 , 20]이다. 이동로봇의 초기 위치에서의 속도는 정지 

상태이다. 장애물의 초기위치는 [20 , 20]이며 속도는 [-0.3

 , -0.3]이다. 

그림 5 모의실험 결과

Fig. 5 Simulation Result

그림 5는 첫 번째 실험의 이동 로봇과 장애물의 시간에 따른 

경로를 선과 마커를 이용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검은색의 선이 

장애물의 이동 경로이다. 파란색과 빨간색의 선이 고정된 가중치

에 따른 이동 로봇의 경로이다. 그 중 빨간색 별 선은 실험으로 

획득한 최적의 척력장 가중치의 경로이다. 파란색 선은 척력장의 

고정된 가중치를 그림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0.6, 0.9, 1.2, 1.8, 

2.1의 5가지 상황만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고정된 가중치가 0.1부터 1.1까지의 경우는 이동 로봇과 장애

물 사이의 최소 거리가 충돌 여유 거리인 0.8m보다 작기 때문에 

장애물과의 충돌인 경우로 간주하여 제외하였다. 총 이동 거리가 

30.11572m로 효율적이고 총 이동 시간 또한 짧은 가중치 1.4인 

경우가 최적의 고정된 가중치로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확대하여 

그림으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모의실험 확대

Fig. 6 Simulation enlarge

고정된 가중치의 값이 0.6인 경우와 0.9인 경우는 장애물과 충

돌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가중치 1.2의 경우는 장애물과의 충돌이 

없고 이동 시간 또한 효율적이지만 빨간색 별의 최적의 가중치 

1.4인 경우에 비해 이동 거리가 비효율적이고 이동 로봇의 주행 

각도 또한 무리한 회피를 하므로 효율적인 회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중치 1.4의 경우가 최적의 고정된 가중치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실험을 통하여 얻은 최적의 가중치 1.4의 경우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뉴럴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으로 얻은 가중치의 

비교를 한 실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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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모의실험 가중치 비교

Table 3 Simulation weight comparison

가 중 치

고정가중치 1.4

NN-P

1.032286

1.080194

1.14028

1.342965

1.404626

1.424045

1.443203

1.419489

1.435663

1.447264

1.451522

1.44734

1.435572

1.418304

1.397912

빨간색의 세모 모양이 실험을 통하여 구한 최적의 가중치 1.4

이며, 파란색 원모양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뉴럴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을 통하여 얻은 가중치로 경로 계획 한 

실험 결과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모의실험 비교 (장애물과의 최소거리, 이동거리, 시간)

Table 2 Simulation comparison (Minimum distance between 

the obstacle, Travel distance, Travel time)

가중치 최소거리 이동거리 시간

1.4 1.048223 30.11572 93.0

NN-P 0.998009 30.46176 78.0

실험을 통해 이동 로봇과 장애물 사이의 충돌 최소 거리 0.8m

를 넘는 거리이므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동 로봇과 장애물 사이의 위치에 따른 최적의 가중치를 구한 

결과 값과 뉴럴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을 사용한 결과 값의 비교 

결과, 총 이동거리와 총 이동 시간이 뉴럴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

을 사용한 결과가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이의 실험 비교는 주어진 모의실험의 실험 환경에서 최적의 

가중치를 구한 후, 뉴럴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과의 비교이다. 즉, 

다른 실험 환경에서는 최적의 가중치가 다른 값이 될 것이다. 하

지만 뉴럴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은 그 다른 실험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가중치를 학습을 통하여 찾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표 3은 뉴럴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경로 계획 중 

이동 로봇이 장애물의 영향 범위에 들어와 척력장이 발생하는 시

점부터 장애물을 회피하여 장애물 영향 범위 밖으로 빠져 나가는 

시점까지의 뉴럴 네트워크를 통한 가중치 변화를 나타낸다. 고정 

가중치는 처음 척력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1.5

로 고정되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뉴럴 포텐셜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상황에 따라 가중치가 변화되는 알고리즘은 이

동로봇과 장애물의 각각의 위치와 속도에 대한 가중치를 변화시

키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며 이를 실험으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장애물이 이동하고 있는 동적 환경에서 이동 

로봇의 장애물 회피 및 경로 계획에 대하여 뉴럴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을 이용한 

경로 계획의 효율적이지 못한 경로 획득과 무리한 경로 획득의 

문제점을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 척력장 가중치의 고정된 값의 문

제점으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동 로봇과 이동 중인 장애물 사이의 위치와 속도

를 고려한 동적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의 척력장 가중치를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학습하여 상황에 따른 적절한 척력장 가중

치를 장애물을 완벽히 회피할 때까지 변화시켜 효율적으로 장애

물을 회피한다. 

뉴럴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장애물과의 충돌 가능

성이 적을 경우에는 척력장 가중치를 작게 변화하고 충돌 가능성

이 높을 경우에는 척력장 가중치를 크게 변화시켜 목표 지점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달하는 것을 모의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장애물과의 최소 충돌 거리인 0.8의 거리를 확보하고, 목표 지

점까지 총 이동 거리와 총 이동 시간의 개선되었음을 모의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의 척력장 가중치를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황에 따라 변화시키는 방법

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차후에는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의 척력장 

가중치뿐만 아니라 인력장의 가중치 또한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방법으로 더욱 효율적인 경로 획득을 위한 연구가 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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