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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포텐셜 필드 방법과 퍼지로직 시스템을 이용하여 멀티 모바일 로봇의 충돌회피를 위한 경로계획을 연구한다. 잘 

알려진 포텐셜 필드 방법은 멀티 모바일 로봇 시스템에 있어서 각각의 로봇에 대한 전역경로를 계획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퍼
지로직 시스템은 각 로봇에 근접하는 혹은 진행하는 로봇의 경로를 가로막는 장애물과의 충돌을 피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

하기 위한 지역경로를 계획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키워드: 충돌회피 전략(collision free strategy), 다중로봇(multi-mobile robot), 구현(implementation)

I. 서론

모바일 로봇의 움직임 계획에 따른 어려움은 돌출하는 다수의 

장애물이 있는 환경에서 초기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로봇

의 경로를 결정하는 데 있다[1]. 장애물들은 정적이거나, 혹은 동

적으로 움직이거나 혹은 동시에 두 가지 경우 모두를 고려해야 한

다. 궁극적으로 이동 로봇과 장애물 사이에 충돌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경로가 최적의 경로가 된다. 만약 로봇이 단일 개체이고 정적

인 장애물로만 이루어진 환경에서 이동이 이루어 진다면 최적의 

충돌회피 경로를 찾는 모션 계획과 관련된 어려움은 줄어둘 수 있

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이 복잡하고 다수의 로봇끼리 복합적이며 

상호협력을 통하여 주어진 일을 처리해야 한다면 많은 경로계획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애

물과 충돌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멀티 모바일 로봇을 위해 포

텐셜 필드 방법과 퍼지 규칙을 이용한 경로계획 알고리즘을 개발

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전

역 경로를 위해 포텐셜 필드 방법[2-3] 이 이용되었으며, 충동상황

을 피하기 위해 퍼지 규칙기반 시스템 [4] 이 지역 경로 계획을 

위해 사용되었다.

 

II. 다중로봇 시스템

멀티 모바일 로봇 시스템은 다양한 환경하에서 다른 로봇과의 

유연한 협동을 통하여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센서를 이용하여 주위 환경에 대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므로 센서를 통한 데이터 취득 시스템이 모바일 로봇에 장착되

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센싱시스템은 로봇 밖의 세상에 대하여 멀

티 모바일 로봇의 기본적인 기능과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입력

을 제공한다. 멀티 모바일 로봇 주위의 환경을 특정 짓기 위해 다

양한 센서가 사용될 수 있다. 다양한 센서중 적외선 센서는 낮은 

가격, 저전력 소모, 적은 컴퓨터 연산 노력 등으로 인하여 광범위

하게 쓰인다. 따라서 적외선 센서(IR sensor)를 선택적으로 고려

하였으며 모바일 로봇의 형태는 둥근 것으로 고려하였다. 실질적

인 모바일 로봇의 주행 장면을 그림 1에서 나타 내었다.

그림 1. 모바일 로봇의 외형

Fig. 1. Mobile robot's 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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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포텐셜 필드와 퍼지로직 시스템

포텐셜 필드 방법에서 로봇은 힘이 미치는 공간에서 힘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미립자로 간주되며, 장애물과 로봇 사이의 인

위적인 반발력을 만들어 서로간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포텐셜 필드 방법은 인위적인 힘이 미치는 영역에서 로봇을 한 점

으로 고려한다. 여기서, 한 점에 힘을 가하고 있는 유도된 인위적

인 힘은 장애물과 앞쪽에 위치한 목표물로부터 로봇을 멀리 이동

시킨다. 목표로 하는 위치는 끌어들이는 힘 인력 을 만들어 

내는 반면, 장애물은 척력 을 생성한다. 매시간  에서, 로

봇의 움직임은 두 가지 힘,           

의 합에 의하여 유기된 힘의 방향으로 진행되게 계산된다[3]. 본 

논문에서는 로봇은 오직 한 점이며 포텐셜 필드는 2차원 (x, y) 
이라고 가정하며,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i f    

  

여기서,   와 는 각 힘에 대한 상수들이며 장애물   

에 대하여 영향이 미치는 거리는  , 현재 로봇의 위치는  , 

 와 는 현재 로봇의 위치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위치와 장

애물에 대한 위치를 각각 나타내는 유니터리 백터이다. 퍼지 로직

시스템은 센서를 통한 데이터 정보를 처리하며, 이는 로봇과 장애

물 사이의 거리와 각도이며, 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퍼지 변수로 

표현 가능하다. 거리와 관련된 퍼지변수는 퍼지 규칙기반 시스템

의 입력값으로 사용되며 3개의 서로 다른 값: “far”, “near”, 
“very near” 을 가진다. 다른 퍼지변수인 각도는 5개의 서로 다른 

값: “left big”, “left small”, “zero”, “right big”, “right sm0all”, 
을 가지며 퍼지 시스템의 또 다른 입력값으로 사용된다. 퍼지 시스

템의 입력값인 각도와 거리 정보를 이용하여 로봇의 조향각도는

결정될 수 있다. 퍼지 시스템의 출력값인 조향각은 5개의 퍼지 멤

버쉽 함수: “left big”, “left small”, “zero”, “right big”, “right 

small”, 을 가진다. 이에 대한 퍼지규칙과 멤버쉼 함수의 형태는

[5] 에서 살펴볼 수 있다.

IV. 시뮬레이션 및 실험결과

자율 주행 다중 모바일 로봇 네비게이션의 효율성과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환경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

인 다중 모바일 로봇의 네비게이션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
뮬레이션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로봇 시스템과 자율주행 능력을 가

졌으며 로봇 주위의 환경을 인식하기 위해 IR 센서가 장착되었다고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 졌

다. 그림 2는 다중 모바일 로봇 시스템하에서 단일 모바일 로봇이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서로 다른 2개의 정적인 장애물과 직면했을 

때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 윗면에서 로봇이 

출발하였으며 목적지는 오른쪽 아랫면으로 설정되었다. 충돌회피 

움직임은 로봇이 둥근 장애물에 근접했을 때 시작된다. 로봇은 장

애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궤도를 원 밖으로 

약간 변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에서 벗어난다. 로봇이 직사

각형의 또 다른 장애물을 발견한 후에는 장애물과의 안정적인 거리

를 또 다시 유지하기 위해 최종 목적지의 안쪽으로 살며시 궤도를 

수정한다. 이 궤적을 통하여 로봇은 정적인 장애물과의 충돌을 피

했으며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그림 3과 4는 정적이고 동적인 장애물에 대한 두 대의 로봇 궤적

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각 로봇의 최종 목적지가 

서로 교차함으로 전역경로에는 두 로봇이 반듯이 만나는 점이 생긴

다. 이와 같은 경우, 각 로봇은 독립적으로 목적지를 결정하였고 

경로를 따라 주행 하면서 만나게 되는 다른 로봇을 동적인 장애물

로 고려한다. 그림 3에서 나타난 것처럼, 각 로봇의 시작점과 도착

점이 확연히 다르다 또한 경로의 가운데에서 두 로봇은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로봇은 밖으

로 방향을 살짝 수정하여 서로 마주치지 않았으며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경로를 따라가는 결과를 보였다. 그림 4에서는 정적인 장

애물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각 로봇이 전역경로를 잘 따라가는 궤적

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로봇의 충돌 가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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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로 다른 두 가지 장애물 사이를 이동하는 단일 로봇의 

움직임 궤적

Fig. 2. Trajectory of moving mobile robot between different 

shapes of obstacle

그림 3. 서로에게 움직이는 장애물로 작용되는 두 대의 

로봇에 대한 궤적

Fig. 2. Trajectory of moving two mobile robots with 

moving obstacles 

그림 4. 정적인 장애물과 동적인 장애물을 고려한 

두 대의 로봇에 대한 궤적

Fig. 4. Trajectory of moving two mobile robots 

regarding moving and static obstacles

본 논문에서는 다중 모바일 로봇 시스템을 위한 효율적인 충돌

회피 알고리즘이 제안되었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여 그림 2~4를 보였다. 이에 대한 물리적인 다중 모바일 로봇 

시스템으로 본 연구를 확장하고 이를 평가하는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실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림 5. 정적인 장애물을 회피하는 모바일 로봇

Fig. 5. Moving mobile robot avoiding static obst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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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와 6은 움직이는 모바일 로봇과 관련하여 정적인 장애물

과 움직이는 동적인 장애물인 다른 모바일 로봇을 회피하는 장면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움직이는 상대방 로봇을 회피하는 모바일 로봇

Fig. 6. Moving mobile robot avoiding moving the 

other robot as obstacle

 

V. 결론

신뢰도 있는 자율적인 다중 모바일 로봇의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하여 효율적인 충돌회피 알고리즘이 제안되었으며 이에 대한 구

체적인 실험을 통하여 결과에 대한 분석 작업이 이루어 졌다. 본 

논문에서는 로봇이 속해 있는 복잡한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장

애물과의 상호작용으로 퍼지 규칙 기반 알고리즘과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이 이 매우 좋은 결과를 제공하였으며, 실험을 통하여 그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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