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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유도 방향과 퍼지 제어를 이용한 
이동 로봇의 자율 주행

Autonomous Navigation for a Mobile Robot 
Using Navigation Guidance Direction and Fuzzy Control

박 지 *․신 진 호†

(Ji-Gwan Park․Jin-Ho Shin)

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generation method of a navigation guidance direction and a fuzzy controller to achieve 

the autonomous navigation of a mobile robot using a particle swarm optimization(PSO) scheme in unknown 

environments. The proposed navigation guidance direction is the direction that leads a mobile robot to arrive a target 

point simultaneously with avoiding obstacles efficiently according to the surrounding local informations. It is generated by 

selecting the most suitable direction of the many directions i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using a particle swarm 

optimization scheme. Also, a robot can reach a target point with avoiding the various obstacles by controlling the robot 

so that it can move from its current orientation to the navigation guidance direction using the proposed fuzzy controller. 

Simulation results are presented to show the feasibility and validity of the proposed robot navig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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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로 이 실생활에 미치는 향이 차 커짐에 따라 로  

지능과 자율 주행은 로  응용 분야에 있어서 기본 이면서 

요한 연구 상이 되고 있다[1-2]. 자율 주행이 가능한 이

동 로 은 주행  스스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장애물과의 

충돌을 회피하고 안 하게 주어진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로 이 미리 환경 정보를 가지지 않은 미

지의 환경에서 장애물에 충돌하지 않고 안 하게 목표 지

에 도달하기 한 많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3-4]. 표

으로는 벡터장 방법(Vector Field Method), 퍼지 논리

(Fuzzy Logic), 신경망(Neural Network) 등이 있다. 벡터장 

방법은 이동 로 의 연속 인 움직임을 나타내지만 다양한 

환경에 용하는데 한계가 있다[5]. 퍼지 논리는 확실성과 

정확성의 정도를 수치화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입력 

변수의 증가에 따라 연산량이 크게 증가하는 단 이 있다

[6]. 신경망은 수학 으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고 경로 측이나 분류 등에 있어 효과 인 방법이다

[7]. 한 자율 주행 로 의 경로 계획이나 제어 응용에서 

유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ACO(Ant Colony 

Optimization)  PSO(Particle Swarm Optimization) 등의 

다양한 진화 최 화(Evolutionary Optimization)를 이용하거

나, 진화 최 화 방법을 퍼지 기법  신경망과의 혼용 방법

들도 제시되고 있다[8-17].

본 논문에서는 미지의 환경에서 PSO 기법을 이용한 주행 

유도 방향 생성과 퍼지 제어기를 이용한 로  자율 주행  

방법을 제안하 다. 주행 유도 방향은 PSO 기법을 사용해 

로 의 회 각과 목표 지 으로의 방향을 고려한 합한 이

동 방향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지역 국소 상이 발생하기 

쉬운 장애물과 이동 장애물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도 안정

으로 충돌을 회피하며 주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주행 유도 

방향이 생성되면 퍼지 제어기를 이용해 주행 유도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로 을 제어하며 최종 으로 목표 지 에 도달

하게 된다. 

미지의 환경에서 제안된 자율 주행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

하며 효능을 보이기 해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2장에

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PSO 기법을 이용한 주행 유도 방

향 생성과 퍼지 제어기를 이용한 제어를 포함한 자율 주행 

시스템의 체 구조에 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제안된 방

법의 타당성을 보이기 해 미지의 환경에서 자율 주행 시 

문제 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몇 가지 환경과 응용 가능성

을 보일 수 있는 환경을 제작해 시뮬 이션 결과를 보이며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이동 로 의 자율 주행 시스템

2.1 주행 유도 방향의 생성

주행 유도 방향은 센서를 통한 주변 지역 환경 정보만을 

이용한 자율 주행으로 다양한 미지의 환경에서 용이 가능

하며, 지역 국소 상을 극복하는데 목 이 있다. 

주행 유도 방향 생성은 로  체 방향(-180(deg)~ 

180(deg))에서 이동 가능한 역을 찾는 주변 환경 분석 단



Trans. KIEE. Vol. 63, No. 1, JAN, 2014

평면형 기압 유 장벽방 장치의 제작  동작특성분석              109

계와 PSO 기법을 이용하여 가장 합한 하나의 방향을 찾

는 주행 유도 방향의 생성 단계로 이루어진다. 

2.1.1 주변 환경 분석 단계 

본 논문에서는 음  센서를 로 의  방향으로 

30(deg) 간격으로 총 12개 배치하여 센서의 빔 폭의 첩을 

통해 장애물을 검출한다. 그림 1과 같이 센서 히스토그램

(Sensor Histogram)을 생성해 로 이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는 구역과 범 를 계산하 다. 음  센서의 빔 폭의 

첩을 이용해 환경 정보를 얻게 되면, 로 의 정면 방향인 

0(deg)을 기 으로 하여 15(deg) 간격으로 로  체 방향

에 한 환경 정보를 담는 히스토그램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 센서의 빔 폭의 첩을 통한 장애물 검출 

Fig. 1 Obstacle detection through the superposition of the 

beam width of the sensor 

환경 분석 단계에서는 로   방향으로부터 로 이 통과 

가능한 역과 통과할 수 없는 역을 히스토그램을 생성해 

찾게 된다. 이 때, 로 이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안 하

게 이동하기 해 장애물로부터의 안 거리를 고려한다. 안

거리는 주행 유도 방향 생성에서 로 의 경로를 결정짓는 

요소  하나로 안 거리를 작게 설정하게 되면 좁은 지형

을 통과할 때 유리하지만 회 반경에 의해 회   장애물

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반면, 안 거리를 크게 설정하게 되

면 상 으로 안 한 주행이 가능하지만, 좁은 지역을 통과

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회  반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림 2 안 거리를 포함하여 로 이 통과 가능한 폭

Fig. 2 The width that a robot can be pass, including the 

safety distance 

그림 2는 로 이 장애물과 마주했을 때의 환경을 나타내

었다. 는 로 의 폭, 과 는 좌측과 우측 장

애물로부터의 안 거리로 사 에 설정한 값에 따른다. 

과 는 로 의 심으로부터 안 거리까지의 폭

으로 식 (1)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 toObst과 toObst는 로
으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이며 과 는 장애물까지의 

각도를 나타낸다. 과 의 합, 즉 가 로 의 

폭 보다 크면 통과 가능하다고 인식하게 되는데, 이때의 

과 는 로 이 통과 가능한 방향을 나타내며 로 의  방

향에서 로 이 통과 가능한 역을 후보로 하여 주행 유도 

방향을 생성한다.

 toObstsin 
 toObstsin 

  (1)

  toObstcos 
  toObstcos 

(2)

2.1.2 PSO 기법을 이용한 주행 유도 방향 생성 단계

로 이 임의의 환경에서 합한 주행 방향을 찾기 한 

탐색 과정은 임의의 해 공간에서 최 의 해를 찾아내는 최

화 과정과 동일하다[1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로 이 앞 

단계에서 도출한 통과 가능한 구역  가장 주행에 합한 

한 방향을 주행 유도 방향으로 선정하기 한 최 화 기법

으로 군집 지능 기법  하나인 PSO 기법을 선택하 다. 

PSO 기법은 병렬처리 특징, 이론의 간결성, 구 의 용이성, 

연산의 효율성과 같은 장 을 가지고 있어 짧은 계산시간과 

안정 인 수렴 특성이 보장된다.

본 논문에서는 PSO 기법을 이용해 통과 가능한 구역  

가장 합한 주행 유도 방향을 생성하기 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합도 함수(Fitness Function)를 생성하 다.

 1) 로 은 안 하게 목표 지 에 도달한다.

 2) 로 은 순간 으로 격한 회 을 가지지 않는다. 

 3) 로 의 주행 방향은 목표 지 을 향하도록 유도된다.

 4) 로 의 주행은 목표 지 에 가까워지도록 유도된다.

의 사항을 고려한 합도 함수는 식 (3)과 같다.

 
 

  (3)

여기서 과 는 가 치 값으로 이 클 경우 로 의 

재 방향에 우선하여 주행 유도 방향을 생성하게 되고, 가 

클 경우 목표 지 으로 가기 한 목표 지 으로의 방향에 

우선하여 주행 유도 방향을 생성하게 된다. 는 PSO 기법

에서 탐색되어진 최  지 으로 로 의 회  방향과 같다. 

가 클수록 로 이 회 을 크게 해야 한다. 는 탐색되어

진 최  지 ()으로부터 목표지 까지의 각도 차이이며 

가 작을수록 목표 지 을 향하게 된다. 는 로 의 

재 치에서 목표 지 까지 직선상으로 남은 거리이다. 

PSO 기법에서  합도 함수 값을 이용하여 매 세  

최 의 값에 수렴하게 되는데 이 때 환경에 따른 당한 반

복 횟수의 설정이 로 의 주행 성능과 연산량을 좌우하는 

요한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PSO 기법의 종결 조건을 

반복 횟수 50회, 수렴도 95%이상으로 설정하 다. 주행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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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방향 생성의 체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그림 3에 제시

된다. 

Step 1) 주변 환경 정보를 통한 매개변수 기화

로 의  방향에서 얻은 통과 가능한 역으로

부터 객체의 이동 가능 범 (
min  max )와 제한 속

도(
min  max )를 계산한다. 이 때, 객체의 이동 속

도는 각 역 범 의 ±20%를 최 로 제한한다. 


min max min  max  max min  (4)

Step 2) 군집(Swarm)의 기화

첫 번째 세 에서의 각 역의 범 에 제한되는 

n개의 particle과 velocity를 임의로 생성한다. 

   
min max min 

   
min max min 

   (5)

여기서 는 0과 1사이의 랜덤 값이다. 

Step 3) 합도 평가, pbest와  gbest 갱신

생성된 particle들은 식 (3)의 합도 함수에 의

해 평가된다. 각 세 에서 particle은 이  세 의 

평가 값과 비교하여 pbest와 gbest를 갱신한다. 

Step 4) 새로운 속도와 치 계산

모든 particle들은 제한 조건 
max ≤ ≤


max에 따라 새로운 속도를 구하며, 이 새로운 속
도에 따라 통과 가능한 구역 

min ≤≤max

안에서 다음 치를 결정한다. 

Step 5) PSO 기법의 종료 

의 과정을 최  세 에 도달하거나, 객체의 

수렴도가 일정 기  이하가 될 때까지 반복한다. 

알고리즘의 종료 시 에서의 gbest가 주행 유도 

방향이 된다. 

Check Passible area(dimension) 

Initialize the position and velocity of each particle

repeat

  for  each particle

    Evaluate the fitness function   at the positions

    of all particles 

  end

  for  each particle

    Update the personal best position (pbest) 

  end

  Update the global best position (gbest) 

  for  each dimension 

    for  each particle

      Update the velocity 

      Compute the new position 

    end

  end

until  Stopping criterion is satisfied 

그림 3 주행 유도 방향 생성의 체 과정

Fig. 3 The whole process for generating the navigation 

guidance direction 

2.2.  퍼지 제어기를 이용한 이동 로 의 제어

본 논문에서는 주행 유도 방향에 따라 자율 주행을 하기 

해 퍼지 제어기를 이용하여 입력(모터 압)을 결정한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입·출력 소속 함수를 나타

내며, 소속 함수의 의미는 표 1과 같다. 좌우 모터의 출력을 

한 제어 규칙은 표 2와 표 3에 나타내었다. 소속 함수와 

제어 규칙이 정해지게 되면 추론 과정에서 추론의 합성규칙

을 이용하여 정확한 제어기 출력 값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

서, 추론 방법으로는 Mamdani의 추론법, 비퍼지화 방법으로

는 무게 심법을 이용하 다. 

방향각 오차() 남은 거리() 제어입력(모터 압)

NB 큰 음수 Z0 도착 Z0 정지

NS 조  큰 음수 VN 아주 가깝다 VS 아주 느리다

ZO 0 SN 조  가깝다 SS 조  느리다

PS 조  큰 양수 SF 조  멀다 SF 조  빠르다

PB 큰 양수 VF 아주 멀다 VF 아주 빠르다

표   1  소속 함수의 의미

Table 1 The meaning of the membership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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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방향각 오차의 소속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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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목표 지 까지의 남은 거리의 소속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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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왼쪽과 오른쪽 모터 압의 소속 함수 

그림 4 입력  출력 소속 함수

Fig. 4 Input and output membership functions

\ Z0 VN SN SF VF
NB VS VF SF SF VF
NS VS VF SF SF VF
Z0 VS SS ZO SF VF
PS VS VS VS SS SS
PB VS VS VS VS VS

표   2  왼쪽 모터 압을 한 퍼지 규칙

Table 2 Fuzzy rules for the left motor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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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0 VN SN SF VF
NB VS VS VS VS VS
NS VS VS VS SS SS
Z0 VS SS ZO SF VF
PS VS VF SF SF VF
PB VS VF SF SF VF

표   3  오른쪽 모터 압을 한 퍼지 규칙

Table 3 Fuzzy rules for the right motor output

2.3.  체 자율 주행 시스템 

그림 5와 그림 6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로 의 자율 주

행 시스템의 체 흐름도와 블록선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5 제안된 주행 시스템의 체 흐름도

Fig. 5 Flowchart of the proposed navigation system

그림 6 제안된 로  자율 주행 시스템의 블록선도

Fig. 6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autonomous navigation 

system of a robot 

로 의 자율 주행은 다음 4 단계를 반복하여 안 하게 장

애물을 회피하며 목표 지 에 도달하게 된다. 

Step 1)  로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고 안 거리를 포함하

여 로 이 통과 가능한 역을 구한다. 

Step 2)  PSO 기법을 이용하여 로   방향에서 주행에 

가장 합한 하나의 방향을 선택한다. 주행 유도 

방향의 합도는 로 의 회  각, 목표 지 까지

의 방향 오차  목표 지 까지의 거리 오차를 

고려하여 도출하게 된다.

Step 3)  퍼지 제어기를 이용하여 생성된 주행 유도 방향을 

따라 로 이 주행하도록 한다. 이 때, 제어기의 

입력은 주행 유도 방향과의 방향 오차, 목표 지

까지의 거리 오차이며 출력은 양 모터 압이다. 

Step 4)  퍼지 제어기에서 출력된 양 모터의 압 값을 제

어 입력 값으로 하여 로 이 구동되게 된다. 

3. 시뮬 이션

본 장에서는 제안한 자율 주행의 성능 평가를 한 시뮬

이션을 실행하 다. 주행 공간은 2000(cm) x 2000(cm)로 

주행 시 목표 지 을 제외한 역 인 환경 정보는 주어지

지 않았다. 본 시뮬 이션에서는 이륜 이동 로 의 기구학, 

동역학  모터 동역학 모델을 이용하 으며, 주행 유도 방

향을 이용하여 임의의 환경에서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안

하게 목표 지 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시뮬 이션은 먼  PSO 기법이 주행 결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다음으로 제안한 자율 주행 방법의 유효

성을 보이기 해 고정된 장애물과 이동 장애물이 복합 으

로 존재하는 환경, 고정 장애물과 이동 장애물이 복합 으로 

존재하면서 목표 지 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모든 시뮬 이션에서는 각각 PSO 기법의 합

도 함수의 가 치를 변경하여 가 치에 따른 주행 결과를 

비교하 다. 

제안된 PSO 기법의 라미터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개체수는 1 구역당 10마리이며, 여기서 1 구역이란 장애

물이 없을 때, 로 이 통과가 가능한 범 이다. 를 들어, 

로 의 방향에서 –10(deg) ~ 40(deg)과 90(deg) ~ 
180(deg)에 장애물이 있을 때, 로 이 통과 가능한 구역은 

[40(deg)+안 거리 ~ 90(deg)-안 거리]과 [180(deg)+안 거

리 ~ 350(deg)-안 거리]의 2 구역임을 알 수 있다. 이 때, 

로 의 통과 가능 여부는 2장에서 보 듯이 센서 히스토그

램과 주변 환경 분석을 통해 단할 수 있다. PSO의 반복

회수는 50회로 설정하 으며, PSO의 종결 조건에서 수렴도

는 95%이상으로 하 다. 수렴도 95%이상이란 각 구역에서 

개체의 95%이상(10마리  9.5마리 이상)으로서 거의 모든 

개체가 지역 최 화 값에 수렴하게 되면, 해당 구역의 검색

을 종료하며, 모든 통과 가능한 구역에서 개체의 검색이 종

결되면, 최종 최 화 값이 로 의 주행 유도 방향이 된다. 

로 이 자율 주행하면서 온라인으로 계산하여 반복 회수를 

제한하 기 때문에 구한 해가 완 한 최 화된 해가 아니라 

실  가능해(feasible solution)로 볼 수도 있다. 

한, 개체의 최  속도는 각 구역 폭×0.2로서 정방향 최

 속도로 구역 폭의 20%를 샘 링 시간에 이동할 수 있음

을 나타낸다. 개체의 최소 속도는 구역 폭×(-0.2)로서 역방

향의 최  속도를 나타내며, 구역 폭의 –20%를 샘 링 시

간 동안 이동함을 가정하 다. 매 세 의 개체의 속도는 

재 치에서 최소 속도에서 최  속도 사이로서 매 세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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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속도를 가지고 이동하게 된다. 속도가 무 낮을 경우

에  구역을 검색하지 못하고 최  세 가 지나버릴 수가 

있으며, 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다. 제

안된 PSO 기법의 경우에 로 이 통과 가능한 폭을 찾는 부

분에서 충분히 로 의 충돌 여부를 고려하 으며, 실시간성

을 생각해서 높은 속도를 보장하기 해 보다 빠르게 각 구

역을 검색하여, 가능하다면 최  세  이 에 검색을 종결시

키는 것을 목표로 약간 높은 속도를 설정하 다. 

3.1 PSO 기법의 성능 시뮬 이션 

PSO 기법의 확률성이 주행 결과에 미치는 향에 한 

검증을 해 동일한 조건에서의 반복 주행을 실시하 다. 

첫 번째 주행 결과를 기 으로 각 주행마다 동일 구간에서

의 속도, 방향각, 주행 유도 방향, PSO 합도 값의 각 오차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 속도를 제외한 각 요소는 최  

오차에서 차이를 나타냈지만 이는 경로의 차이가 아닌 회  

구간에서 샘 링 시간의 차이에 의해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서, 평균 오차와 RMS(Root Mean Square) 오차는 큰 차이

가 없이 작게 반복 주행을 이룬 것을 알 수 있다. 

반복 횟수 2회 3회 4회 5회 체

속도
(cm/s)

최 오차 0.3529 0.5593 0.1913 0.0454 0.5593

평균오차 0.0435 0.0642 0.0137 0.0037 0.0313

RMS 오차 0.0699 0.1365 0.0252 0.0075 0.0778

방향각
(deg)

최 오차 3.2979 5.6437 1.1824 0.3830 5.6437

평균오차 0.3919 0.4848 0.0808 0.0145 0.2430

RMS 오차 0.6658 0.9231 0.1977 0.0351 0.5778

주행 유도 
방향 (deg)

최 오차 47.7691 57.9714 43.0188 12.045 57.9714

평균오차 0.6365 0.6293 0.2300 0.0692 0.3912

RMS 오차 3.1717 4.0394 2.1669 0.5272 2.7996

합도 값

최 오차 10.0987 5.9360 10.0954 0.1872 10.0987

평균오차 0.0517 0.0398 0.0213 0.0014 0.0285

RMS 오차 0.5781 0.3903 0.3811 0.0086 0.3974

표   4  PSO 기법의 성능 시뮬 이션 결과

Table 4 Simulation results for the PSO performance 

※ 각 오차 값은 1회의 주행 결과를 기 으로 나타내었다. 

3.2.  고정  이동 장애물을 가진 복합 인 환경 

그림 7과 표 5는 고정 장애물과 이동 장애물을 가진 복합

인 미지의 동  환경에서 시뮬 이션을 수행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이동 장애물은 검정색 모양으로 나타냈으며, 각각 

다른 이동 거리와 이동 속도를 가지고 움직인다. 이동 거리

를 선으로 표시하 다. 

시뮬 이션은 합도 함수의 가 치 값을 다르게 하여 3

회 실행하 다. 이번 시뮬 이션에서는 합도 함수의 가

치 값을 다르게 한 3가지의 주행에서 모두 이동 로 이 안

하게 이동 장애물을 회피하며 목표 지 에 도달하 다. 

이 결과를 통해 최종 경로가 직선에 가까운 장애물 환경에

서는 합도 함수의 가 치 값이 주행에 큰 향을 미치지 

않으며 장애물 회피 시 회  반경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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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고정  이동 장애물을 가진 동  환경에서 주행

Fig. 7 The navigation in a dynamic environment with fixed 

and moving obstacles 

주행 시간

( )

      112.8 완주

      112.9 완주

      112.8 완주

주행 거리

()

      1833.0 완주

      1825.7 완주

      1826.2 완주

표 5 고정  이동 장애물을 가진 동  환경에서 주행 

결과

Table 5 Results of the navigation in a dynamic environment 

with fixed and moving obstacles 

3.3.  복합 장애물을 가진 목표 지 이 변경되는 환경 

그림 8과 표 6은 목표 지 이 임의의 시간에 변경되는 환

경에서 시뮬 이션을 한 결과이다. 검정색의 장애물은 이동 

장애물로 3.2 의 시뮬 이션과 동일한 움직임을 가지며, 목

표 지 은 임의의 시간에서 ①→②→③으로 변경된다. 

시뮬 이션은 합도 함수의 가 치 값을 다르게 하여 3

회 실행하 다. 합도 함수의 가 치에 따른 각 주행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인 경우

체 으로 큰 회 을 요구하지 않아 합도 값이 

작게 형성되며, U형 장애물  목표 지  변경 시에

도 조 씩 회 하며 경로를 수정하여 장애물과 충돌

을 일으키지 않고 안 하게 목표 지 에 도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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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경우

U형 장애물 목표 지 이 후방에 치하게 되는 시

에서 지역 국소 상이 발생하여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

3)      인 경우

체 인 합도 값이 1)의 경우에 비해 약간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목표 지 이 변경되는 시 에서 1)

의 경우에 비해 빠르게 회 하여 이동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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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목표 지 이 변하는 동  환경에서의 주행

Fig. 8 The navigation in a dynamic environment with 

changing the target positions 

주행 시간

( )

      327.3 완주

      175.5 충돌

      322.0 완주

주행 거리

()

      6359.4 완주

      3643.0 충돌

      6265.3 완주

표   6  목표 지 이 변하는 동  환경에서 주행 결과

Table 6 Results of the navigation in a dynamic environment 

with changing the target positions 

3.2 과 3.3 에서 PSO 기법을 이용한 주행 유도 방향 

생성 시 합도 함수의 가 치 값에 따른 주행 성능의 차이

를 비교하기 해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시뮬 이션 결

과를 통해 가 치 값은 로 이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 주행

을 하기 해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로 의 

회 반경을 크지 않도록 유도하는 가 치인 이 로 이 목

표 지 을 향하도록 유도하는 가 치인 에 비해 크거나 

같은 경우 좋은 성능을 보 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미지의 환경에서 PSO 기법을 이용한 주

행 유도 방향의 생성과 퍼지 제어를 이용한 자율 주행 방법

을 제안하 다. 로  주변의 지역 정보만을 이용한 기존의 

자율 주행 방법에서는 지역 국소 상이 발생할 수 있고, 주

행 환경의 변화에 유동 이지 못한 문제 을 가지고 있었

다. 제안한 방법은 이러한 문제 들을 극복하여 다양한 주

행 환경에서 효과 인 자율 주행을 가능하도록 하 다. 

제안한 자율 주행 방법은 PSO 기법을 이용하여 로 이 

장애물을 효과 으로 회피하면서 자율 주행을 유도하는 방

향, 다시 말해서, 주행 유도 방향을 생성하고, 퍼지 제어 방

법을 이용하여 로 이 주행 유도 방향으로 계속 으로 향하

도록 하고 최종 으로 목표 에 안 하게 도달하도록 제어

하 다. 

제안한 자율 주행 방법의 타당성과 효능을 보이기 해 

다양한 환경에서 시뮬 이션 결과를 보 다. 로 이 비교  

부드러운 회 을 가지며 목표 지 으로 향하도록 주행 유도 

방향이 생성될 경우 지역 국소 상을 포함한 다양한 동  

환경에서 안정 인 자율 주행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시뮬 이션 결과로부터 제안된 자율 주행 방법이 미지

의 주행 환경에서 효과 이며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자율 주행 방법은 안내 로 , 가정용 

로 , 탐사 로  등과 같이 고정 장애물, 이동 장애물, 이동 

 목표  변경 등이 복합 으로 혼재하는 미지의 환경에서 

작업하는 이동 로 에 효과 으로 용이 가능하다. 실제 

이동 로 의 자율 주행의 실시간 실험을 통해 제안된 자율 

주행 기법을 검증하는 것이 추후 과제로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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