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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propose a space partitioning technique for swarm robots by using the Centroidal Voronoi 

Tessellation. The proposed method consists of two parts such as space partition and collision avoidance. The space 

partition for searching a given space is carried out by a density function which is generated by some accidents. The 

collision avoidance is implemented by the potential field method. Finally, the numerical experiments show the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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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근래에 다양한 분야에서 로 의 역할이 증 됨에 따라 

차 인간을 신하거나 함께 작업을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재해지역의 인명구조, 열악한 환경에 한 탐사, 보안, 

외부 행성 탐사 등 제한된 환경에서 인간을 신하여 탐색

하는 목 으로 재에도 많은 심을 받고 있다. 로 의 필

요성이 강조되는 작업 환경들은 체로 사람이 근하기 불

가능하거나 잠재 으로 높은 험성을 지닌 임무들이다. 인

간의 개입이 물리 으로 제한되는 경우에 로  스스로 최소

한의 환경 인식에 따른 의사결정 능력인, 최소한의 지능이 

부여되어야 한다[1]. 로 의 지능에 한 심은 자연에 존

재하는 생태계의 메커니즘을 모사한 군집 지능에 주목하게 

되었다[2][3]. 근래 들어 로  공학 분야에서 군집 지능 이론

은 로  개체의 신뢰성과 단순성, 가격 경쟁력 등의 강 을 

바탕으로 상 으로 단순한 기능을 갖춘 로 들의 력

인 작업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군

집 로  시스템의 설계와 구 을 한 구조  근 방법을 

제공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4-6]. 

군집로  시스템은 단일로  시스템에 비해 알려지지 않

은 환경의 탐사에서 작업의 효율성,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

할 수 있다. 구성원들의 집단 인 병렬 처리 능력으로 한 

구성원의 실패나 시스템의 오류가 체 시스템의 임무 성공

여부에 큰 향을 주지 않아 상 으로 신속하고 견실한 

목표 달성을 기 할 수 있다.

군집 로  시스템의 기술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분류

된다. 군집 행동 제어 기술, 군집 환경/상황 인지 기술, 군집 

네트워킹 기술, 군집 시스템 통합 기술 등 이다[7]. 본 논문

에서는 군집 환경/상황 인지 기술인 군집로 의 조탐색을 

한 공간분할 기법에 해 다룬다. 

일반 인 군집로  시스템을 이용한 공간을 탐색하는 방

법은 ‘Random’ 탐색 방식과 ‘Coordinated’ 탐색 방식으로 나

어진다[4][8]. ‘Random’ 탐색 방식은 로 들이 목표를 찾

기 해 탐색하는 동안 탐색 공간을 명시 으로 분할하거나, 

동일한 역을 반복하여 탐색하는 것에 제한이 없는 방식이

다[8]. 제어 시스템을 비교  쉽게 구축 할 수 있고 로 의 

수가 증가해도 체 시스템이 복잡해지지 않는 장 이 있

다. 그러나 탐색 완료 소요 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며, 각 개

체간의 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 ‘Coordinated’ 

탐색 방식은 다수의 로 으로 구성된 탐색 과정에서 탐색 

공간을 로 의 수로 균등하게 역을 나 어 한 로  당 

한 분할 역을 할당하여 탐색을 수행하는 방식이다[9-11]. 

로 의 목표 치를 효율 으로 리하여 자원 낭비를 일 

수 있다. 하지만 로 의 수가 늘어나면 제어 시스템이 복

잡해져 연산량이 격하게 증가하는 문제 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Coordinated’ 탐색 방식과 ‘Random’ 탐색 

방식을 혼합하여 군집로 의 조탐색을 한 공간분할기법

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체 시스템에 한 개요를 설명한

다. 3장에서는 군집로 의 조탐색을 한 공간분할기법에 

해 제안한다. 4장에서는 군집로 의 조탐색  군집로

들 간의 충돌방지를 해 포텐셜 필드를 이용한 기법을 

제안한다. 5장에서는 시뮬 이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

한 기법의 응용 가능성을 보인다.

2 . 체 시스템 개요

본 논문은 미지의 공간에서 군집로 의 조탐색을 한 

공간분할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공간분할방법과 

군집로  구성원 간의 충돌회피방법으로 구성된다. 공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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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방법은 무게 심 보로노이 테셀 이션에 탐색공간의 임의

로 정의한 도함수를 용하여 공간을 분할하는 방법이다. 

이벤트 발생에 따라 도함수를 조정하여 공간분할의 유동

성을 부여한다. 군집로  구성원 간의 충돌회피방법은 군집

로  구성원 간의 가상의 포텐셜 필드를 용한 충돌회피기

법이다. 군집로 에 할당된 탐색공간의 무게 심 으로 인

력이 작용하고, 일정 범  내에 다른 군집로 이 근하면 

서로 척력을 발생하여 충돌을 회피한다.

그림 1  체 시스템 구성도

Fig. 1  System block diagram

그림 1은 체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탐색공간에 동일한 

기능을 가진 군집로 이 무작 로 생성된 후, 탐색공간을 군

집로 의 개체수 로 분할한다. 생성 기의 도함수가 

체 탐색 공간에 균일하게 용되어 균등하게 분할한다. 분

할된 공간의 무게 심 이 각각의 군집로 의 탐색목표 치

이다. 군집 로 이 각각의 목표 치로 이동할 때는 가상의 

포텐셜 필드가 용되어 충돌을 회피한다. 탐색공간의 특정

지역에 가스 출이나 화재와 같은 이벤트가 발생될 경우, 발

생된 지역의 좌표를 기 으로 도함수를 변경한다. 변경된 

도함수에 따라 공간을 재분할 한다. 재분할된 공간의 

심 을 향해 군집 로 은 재탐색을 실시한다. 이벤트가 사

라지면, 도함수는 기 상태로 되돌아간다.

3 . 군집로 의 조탐색을 한 공간분할기법

본 논문에서는 군집로 의 조탐색을 한 공간분할기법

에 보로노이 테셀 이션을 이용한다. 보로노이 테셀 이션

은 임의의 시작 을 심으로 각 정 이 다른 정 에 향

을 주지 않고 최 로 가질 수 있는 범 를 표 하기에 합

하기 때문이다. 

3 .1  보로노이 테셀 이션(Voronoi Tessellation)

지역 분할 방식인 보로노이 테셀 이션은 이웃들과의 선

분을 이등분한 선들로 이루어진 다각형의 집합을 의미한다. 

테셀 이션은 집합 가 있을 때, 한 부분집합 에 속하는 

원소는 다른 부분 집합 에 속하지 않고, 집합 의 모든 

원소는 임의의 한 부분집합 에 반드시 속하는 성질을 가

지는 부분집합     을 말한다. 

보로노이 테셀 이션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집합 의 

원소를     라 하자. 집합 의 원소  에 한 

거리함수 일 때, 보로노이 부분집합 는

 ∈         ≠       (1)

식(1)을 만족하는 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이다. 보로노

이 부분집합들의 집합    을 S의 보로노이 테셀

이션이라 정의한다. 이때,     의 집합을 보로노

이 테셀 이션의 생성자(Generators) 는 보로노이 사이트

(Voronoi Site)라 한다. 보로노이 부분집합 는 보로노이 

역(Region) 는 보로노이 폴리곤(Voronoi Polygon)이라 

한다. 

보로노이 테셀 이션 생성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보로노

이 사이트, 보로노이 폴리곤, 보로노이 에지(Voronoi Edge),

보로노이 버텍스(Voronoi Vertex)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보로노이 테셀 이션의 구성요소

Fig. 2  Voronoi tessellation components

보로노이 버텍스는 임의의 정 을 포함한 역에서 다른 두 

개 이상의 정 이 가지는 역들과 만나는 을 말하며, 보

로노이 에지는 한 개의 보로노이 폴리곤이 가지는 보로노이 

버텍스 사이의 선분을 말한다. 

3 .2  무게 심 보로노이 조각화(Centroidal Voronoi 

Tessellation)

보로노이 테셀 이션의 일종인 무게 심 보로노이 테셀

이션은 보로노이 폴리곤의 무게 심에 보로노이 사이트가 

놓이게 되는 특징을 가진다. 무게 심 보로노이를 설명하기 

하여 무게 심을 일반  집합에 해 정의하면 









(2)

이다. 식 (2)에서 는 에 속하는 역이며, 는 도 함

수이다. ∈ 일 때, 는 의 무게 심이다[12]. 

무게 심 보로노이 테셀 이션은 의 식(1)과 식(2)의 성

질을 동시에 만족하는 테셀 이션을 말한다. 일반 으로 보

로노이 집합의 생성자와 보로노이 집합의 무게 심 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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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지 않는다. 

그림 3  무게 심 보로노이 테셀 이션

Fig. 3  Centroidal Voronoi Tessellation

그림 3과 같은 무게 심 보로노이 테셀 이션을 생성하기 

하여 보로노이 테셀 이션을 반복 으로 수행해 주어야 

한다. 반복 수행을 한 알고리즘으로 Lloyd’s Algorithm을 

사용한다. Lloyd’s Algorithm는 보로노이 사이트의 보로노이 

테셀 이션을 계산하고, 식(2)를 이용하여 무게 심 을 계

산 후, 각각의 보로노이 사이트를 각각의 무게 심 으로 이

동시켜 보로노이 사이트가 무게 심 으로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는 알고리즘이다. 보로노이 사이트가 무게 심 으로 

수렴이 되면 반복 인 수행이 멈추게 되며 결국 그림 3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보로노이 사이트는 군집로 의 기 생성 

치, 보로노이 폴리곤은 각각의 군집로 이 가지는 탐색

역, 보로노이 에지는 탐색 역의 경계, 보로노이 폴리곤의 

무게 심은 각각의 군집로 의 탐색목표 치로 정의한다. 

탐색공간의 특정지역에 가스 출이나 화재와 같은 이벤트가 

발생되면, 군집로 의 탐색 구역을 발생된 지역을 효과 으

로 탐색하기 해 이벤트 지역을 기 으로 가 치 분할한

다. 가 치 분할은 탐색공간에 한 도함수를 변경하여 

구 한다. 도함수 는 생성 기에는 체공간에 해 

균일한 값을 가져 기 공간분할 때는 균등하게 공간분할 

한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벤트 좌표를 기 으로 도함수 

를 변경하여 변경된 도함수 에 따라 공간을 재분

할 한다. 재분할된 공간의 심 을 향해 군집 로 은 재탐

색을 실시한다. 이벤트가 사라지면, 도함수 는 기 상

태로 되돌아간다.

4. 로  구 성 원 간의 충돌회 피제어

포텐셜 필드 방법(Potential Field Method)은 장애물과 로

 사이에 척력을 만들어 서로간의 충돌을 회피하고, 로 과 

목표  사이에는 인력을 만들어 목표 으로 수렴하도록 한

다. 즉 포텐셜 필드 방법은 목표 치는 끌어들이는 인력을 

생성하는 반면, 장애물은 로 을 어내는 척력을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포텐셜 필드는 

    (4)

이다. 식(4)에서 는 로 와 목표  간의 인력이다. 

 는 로 와 장애물 간의 척력이다.  는 두 가지 

힘의 합을 나타낸다. 따라서 로 의 움직임은  가 유

기되는 힘의 방향으로 진행한다[13][14].

 

 

 (5)

 

















  if ≤

  










(6)

식(5)에서 는 로 의 목표 이다. 는 인력에 한 상수

를 나타낸다. 식(6)에서 는 척력에 한 상수이다. 는 로

과 장애물간의 최단거리이다. 는 장애물의 잠재 인 힘

이 미치는 제한거리이다. 즉,   범  안으로 로 이 들어오

면 척력이 발생한다. 

그림 4 포텐셜 필드에 의한 움직임 방향과 최종경로

Fig. 4 Direction by potential field and final trajectory

본 논문에서 인력을 발생하는 치는 군집로 에게 할당

된 보로노이 폴리곤의 무게 심 이며, 군집로 의 각각의 

구성원은 서로에 하여 동  장애물로 인식된다. 각각의 

로 이 탐색목표 치로 이동하다 일정 범 에 들어오면 서

로 어내어 충돌을 회피한다. 그림 4는 포텐셜 필드 방법

에 의해 움직임 방향에 한 연산과 이에 따른 경로를 나타

낸다.   

5. 시뮬 이션  결과  고찰

군집로 의 조탐색을 한 공간분할기법의 효율성과 유

용성을 평가하기 해 시뮬 이션 환경을 MATLAB을 사용

하여 구 하 다. 본 시뮬 이션에서 군집로 들은 동일한 

로 시스템과 자율주행능력을 가지며 입력 라미터는 표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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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라미터 명칭 값

S 탐색공간크기 10×10

n 로 의 개체수 20

 기 도함수 1

 로 -목표 치 간 인력상수 3

 로 -로  간 척력상수 6

 로 -로  간 척력발생거리 0.8

표    1  시뮬 이션 입력 라미터

Table 1  Simulation input parameter

(a) (b) 

(c) (d) 

(e) (f)

그림 5 공간분할  로 이동

Fig. 5 Tessellation and moving robots 

시뮬 이션의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a)에서 10 × 

10의 탐색공간을 생성한다. 그림 5(b)에서 20개의 군집로

들이 탐색공간에 무작 로 생성되면 무게 심 보로노이 테

셀 이션을 용하여 공간분할을 한다. 이때, 생성 기의 

도함수가 체 탐색 공간에 해 균일하므로 그림 5(c)와 

같이 균등하게 분할한다. 분할된 공간의 심 을 각각의 

군집로 의 목표 치로 그림 5(d)와 같이 할당한다. 할당된 

목표 치로 군집로 이 이동 할 때, 가상의 포텐셜 필드를 

용하여 탐색 도 에 발생 가능한 군집로  구성원간의 충

돌을 회피한다. 군집로 의 배치가 완료 후, 특정한 치에 

이벤트가 발생되면 이벤트 치에 따라 탐색 공간에 한 

도함수가 조정된다. 조정된 도함수에 따라 무게 심 보

로노이 테셀 이션을 다시 구하면 그림 5(e)와 같이 군집로

의 목표 치를 할당 후, 군집로 을 재배치한다. 이벤트

가 종료되고 탐색 공간에 한 도함수가 기 값으로 변

경되어 그림 5(f)과 같이 탐색공간을 균등하게 분할한 후 군

집로 을 재배치한다.

(a) (b) 

(c) (d)

그림 6  이벤트 치에 한 공간분할  로 이동

Fig. 6  Events location for tessellation and moving robots 

그림 6은 이벤트 좌표에 따른 탐색공간에 한 공간분할 

 로 이동을 보여 다. 빨간색 (×)는 이벤트 좌표를 나타

낸다. 그림 6(a)는 이벤트 치를 좌표 (2.5,2.5)에 부여한 결

과 나타낸다. 이벤트 치 좌표 (2.5,2.5)를 기 으로 군집로

이 집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b)는 이벤트가 좌표 

(3,3)에 결과이다. 그림 6(a)에 해 이벤트가 종료되어 탐색 

공간에 한 도함수가 기 값으로 변경되어 탐색공간을 

균등하게 분할 후, 군집로 을 재배치한 결과는 그림 6(c)이

다. 그림 6(b)의 이벤트 종료 후 군집로 을 재배치한 결과

는 그림 6(d)이다.

6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미지의 공간을 군집로 의 조탐색을 

한 공간분할기법을 제안하 다. 무게 심 보로노이 테셀

이션을 탐색공간의 임의로 정의한 도함수를 이용하여 공

간을 분할한다. 분할된 각각의 공간의 무게 심 을 군집로

으로 할당한 후, 로  구성원 간의 가상의 포텐셜 필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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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충돌회피 하 다. 탐색공간의 임의로 정의한 도

함수를 이벤트 좌표에 따라 조정하여 공간분할의 유동성을 

부여하 다. 군집로 의 조탐색의 가능성을 시뮬 이션 

결과를 통하여 확인하 다. 장애물, 비정형 공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신뢰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추가 인 연구가 진

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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