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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UGV (Unmanned Ground Vehicle) is not only widely used in various practical applications but is also currently being 

researched in many disciplines. In particular, obstacle avoidance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important technologies in the 

navigation of an unmanned vehicle.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simple algorithm for path planning in order to reach a destination 

while avoiding a polygonal-shaped static obstacle. To effectively avoid such an obstacle, a path planned near the obstacle is much 

shorter than a path planned far from the obstacle, on the condition that both paths guarantee that the robot will not collide with the 

obstacle. So, to generate a path near the obstacle, we have developed an algorithm that combines an edge detection method and a 

limit-cycle navigation method. The edge detection method, based on Hough Transform and IR sensors, finds an obstacle’s edge, and 

the limit-cycle navigation method generates a path that is smooth enough to reach a detected obstacle’s edge. And we proposed novel 

algorithm to solve local minima using the virtual wall in the local vision. Finally, we verify performances of the proposed algorithm 

through simulations and experiments. 

 

Keywords: UGV, path planning, limit-cycle, edge detection, local vision 

 

 

I. 서론 

UGV (Unmanned Ground Vehicle)는 로봇이 사람의 명령 없

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UV (Unmanned Vehicle)의 한 부류

이다. UGV는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화물 운반용과 같은 용도

로 사용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정찰 및 감시와 같은 임무

를 수행하는 역할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는 청

소 로봇과 같은 가전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다[1]. 그리고 더 

많은 분야로의 활용을 위해 다양하고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초기의 UGV 연구가 하드웨어의 성능을 높이는 연

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하드웨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하나의 방법으로 항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UGV를 위한 항법은 

로봇이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사람의 명령 없이 스스로 판

단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한다. 특히, 

항법 중에서 장애물 회피는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를 차지하

고 있기 때문에 장애물을 회피하는 항법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장애물 회피 방법으로는 

포텐셜 필드(potential field), 셀 분할(cell decomposition), 벡터 

필드(vector field), 그리드 알고리즘(grid algorithm)과 같은 방법

이 있다[2-6]. 각각의 항법은 한계점을 극복하고 효율성 향상

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7,8]. 항법의 효율성을 판

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가

장 효율적인 계획 경로를 가장 짧은 경로를 생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가장 짧은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고 알려

진 원과 직선의 조합으로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리미트 사

이클 항법을 이용하여 글로벌 비전에서만 사용되었던 한계

를 극복하고 항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획 

경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문제 제

기 장에서 리미트 사이클 항법에 대한 소개와 그 항법이 가

지는 한계점에 대하여 알아 볼 것이다. 다음으로, 경로 계획 

장에서는 문제 제기에서 살펴본 리미트 사이클 항법의 한계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할 것이다. 그리

고 네 번째 장에서는 로컬 비전에서 모서리 검출을 위하여 

모노 카메라로 장애물의 형태와 모서리를 검출하는 방법과 

IR 센서들로 장애물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

아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툴인 MATLAB을 가지

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한 항법 알고리즘의 효과적임을 

입증할 것이고 로봇축구 시스템을 가지고 축구로봇에 제안한 

항법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실험을 통하여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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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제제기 

1. limit-cycle 항법 소개 

리미트 사이클 항법은 경로 생성을 2차 선형/비선형 시스

템의 안정도를 판별하기 위하여 phase portrait를 통해 표현하

였을 때 나타나는 원 형태의 특성과 원에 수렴하는 궤적으로 

항법에 적용한 방법이다. 기존에 소개된 초기의 리미트 사이

클 항법은 모바일 로봇에서 효과적인 항법으로 검증된 항법

이다[9,10]:  

2차 비선형 시스템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할 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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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증을 위해 Lyapunov 함수를 다음과 같다고 하자. 

 2 2

1 2
( )V x x x= +  (2) 

식 (2)의 V(x)에 대하여 미분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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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을 가지고 MATLAB을 이용하여 그림 1의 리미트 사

이클을 나타낼 수 있다. 

리미트 사이클 항법의 가장 큰 장점은 계산량이 많지 않아 

계산 처리 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환

경에서 모바일 로봇에 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한, 리미트 사이클 항법에 의하여 생성되는 경로가 다른 방

법이나 알고리즘의 추가 없이 직선과 원으로 자연스럽게 이

루어지도록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림 1은 MATLAB

을 통하여 리미트 사이클 함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선으로 

그려진 원은 리미트 사이클로 항법으로 적용 시 로봇이 수렴

하려는 원을 나타내고 화살표는 리미트 사이클에 수렴하는 

방향으로 항법 적용 시 로봇의 이동할 방향을 나타낸다. 또

한, 점선은 리미트 사이클로 수렴하는 궤적으로 항법으로 적

용 시 로봇의 이동할 경로를 나타낸다. 그림 1(a)는 시계 방

향으로 수렴하는 리미트 사이클의 궤적이고, 그림 1(b)는 반

시계 방향으로 수렴하는 리미트 사이클의 궤적으로 항법으

로 적용 시 로봇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나타낸다. 시계방

향 또는 반 시계방향의 선택은 효율적인 경로를 생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초기의 리미트 사이클 항법은 장애물의 모양과 크기에 관

계없이 로봇과 같은 크기의 장애물에서만 적합하였다. 그리

고 로봇의 이동 경로 상에 여러 개의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

서는 장애물들의 무게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장애물까

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갖는 원을 리미트 사이클로 인식하

는 무게중심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장애물의 크기나 위치와 

같은 환경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다. 또한, UGV의 항법에

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국부적 최소치가 

역시 초기의 리미트 사이클 항법에서도 발생하였다. 임 등이 

제안한 향상된 리미트 사이클 항법은 장애물의 무게 중심에 

리미트 사이클의 중심을 두지 않고 장애물의 모서리에 리미

트 사이클의 중심을 두고 로봇이 회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여 초기의 리미트 사이클 항법이 가지

고 있는 몇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였다[12]. 하지만 리미트 사

이클이 가지는 한계점인 경로의 최적화 부분이나 글로벌 비

전의 한계, 국부적 최소치 발생이라는 부분까지는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다. 

2. 기존의 리미트 사이클(limit-cycle) 항법의 한계 

2.1 글로벌 비전(global vision)의 한계 

기존의 리미트 사이클 항법들은 그림 2(a)에서 보여주는 

로봇 축구 시스템과 같이 시스템의 상부에 카메라를 설치하

여 장애물과 로봇의 위치를 파악 할 수 있는 글로벌 비전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연구되었다. 따라서 UGV 임무에 따른 경

로가 미리 정해져 있거나 사용 장소의 환경을 이미 알고 있

는 실내 환경에서 사용 될 때는 글로벌 비전을 사용하는 것

이 효율적인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2(b)의 화

성 탐사로봇인 Rover와 같이 주변환경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실외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많은 제한 사항과 

한계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로봇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로봇

의 입장에서 환경을 탐색하고 경로를 설정하는 로컬 비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실외 환경은 시스템 전

체를 볼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실외에

서 글로벌 비전 시스템을 사용하기 힘들다. 게다가, 실내 환

경에서 사용하기 적합하기는 하지만 실내 환경 전체를 카메

라로 시야를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실내 환경에서도 카메라

를 설치되어 있는 제한적인 공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

 

 

(a) (b) 

그림 1. (a) 시계방향의 리미트 사이클 궤적, (b) 반 시계방향

의 리미트 사이클 궤적. 

Fig.  1. (a) Clockwise (CW) limit-cycle, (b) Counter-clockwise 

(CCW) limit-cycle. 

 

 

(a) Robot soccer system (b) Mars exploration rover

그림 2. 글로벌 비전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13]와 로컬 비

전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 

Fig.  2. Typical examples of UGVs using a global vision system [13] 

and a local vision syste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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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UGV를 실외 환경뿐만 아니라 실내의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비전보다는 로봇의 입장에서 환

경을 인식하는 로컬 비전의 사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초기의 

리미트 사이클 항법뿐만 아니라 향상된 리미트 사이클 항법

도 장애물의 위치 및 크기, 로봇의 초기위치 및 목적지를 정

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비전에서만 사용 가

능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2.2 Wall 모형 장애물 회피 

초기의 리미트 사이클 항법은 벽(wall)을 인식하는 것이 불

가능 하였고 벽 모형의 장애물을 인식한다고 할지라도 비효

율적인 경로를 생성하였다. 그림 3(a)는 초기의 리미트 사이

클 항법을 이용하여 벽 모형의 장애물을 회피하는 시뮬레이

션 결과이다. 그림 3(b)는 향상된 리미트 사이클 항법을 이용

하여 벽 모형의 장애물을 회피하는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시

뮬레이션을 통하여 향상된 리미트 사이클 항법이 초기의 리

미트 사이클 항법보다 효율적인 경로를 생성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향상된 리미트 사이클 항법도 리미트 사이클의 특성

상 그림 3(b)에서 장애물의 옆면을 통과할 때 리미트 사이클 

항법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경로를 생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상된 리미트 사이클 항

법이 갖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2.3 국부적 최소치(local minima) 

국부적 최소치란 로봇이 자신이 이동하려는 경로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여 계획 경로를 생성하지만 장

애물의 위치나 크기와 같은 환경적인 문제로 인하여 계획한 

경로로 이동하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을 말한다. 이

동로봇에서 대표적인 항법으로 알려진 벡터 필드와 포텐션 

필드를 이용하는 항법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지만 비슷한 상

황에서 기존의 리미트 사이클 항법을 사용할 때도 발생한다. 

그림 4는 국부적 최소치가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

을 나타낸다. 그림 4(a), (b)는 두 개의 장애물이 로봇이 통과

할 수 없는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로봇이 리미

트 사이클 항법을 사용하여 장애물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장

애물 사이의 공간이 로봇이 지나 갈수 없을 정도로 작기 때

문에 장애물을 회피할 수 없다. 하지만 로봇은 회피가 가능 

하다고 인식하고 다른 경로의 탐색 없이 생성된 계획 경로를 

쫓아 이동하려 하기 때문에 장애물들 사이에서 움직이지 못

하는 국부적 최소치에 빠지게 된다. 그림 4(c), (d)는 벽과 장

애물이 로봇이 통과할 수 없는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상

황이다. 로봇은 벽(wall)을 인식하지 못하고 앞에서 설명한 

그림 4(a)와 같은 이유로 로봇은 장애물을 회피하지 못하고 

국부적 최소치에 빠지게 된다. 그림 4(a), (c)는 초기의 리미트 

사이클 항법을 사용하였을 때 국부적 최소치에 빠지는 경우

이고 그림 4(b), (d)는 향상된 리미트 사이클 항법을 사용하였

을 때 국부적 최소치에 빠지는 경우를 나타낸다.  

초기의 리미트 사이클 항법과 향상된 리미트 사이클 항법

들은 모두 국부적 최소치가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에

서 여지없이 국부적 최소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계산량이 적기 때문에 실시간 환경에서 UGV에 항법을 적용

하기 쉽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리미트 사이클 항법일 

지라도 국부적 최소치의 해결 없이는 적합한 계획 경로 생성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국부적 최

소치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리미트 

사이클 항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III. 경로 계획 

경로 계획이란 로봇이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전에 이동할 

최적의 경로를 미리 생성하는 것이다. 사람이 목적지까지 이

동할 때, 우선 목적지의 방향을 인식하고 어떻게 이동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하는 과정을 경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중에 장애물이 발생하면 장애

물의 모양과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로를 계획하여 이

동하지 않는다. 장애물의 모양과 위치에 관계없이 이동 경로

상에 가깝게 위치한 장애물의 모서리로 이동하여 충돌하지 

않을 정도의 공간을 두고 회피한다. 또한, 목적지를 향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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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직사각형 장애물에서의 비효율성. 

Fig.  3. Inefficiency in a rectangular obstacle. 

 

(a) Original method (b) Advanced method 

(c) Original method (d) Advanced method

그림 4. 국부적 최소치가 발생하는 상황. 

Fig.  4. The Situations which generated local min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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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다가 장애물들 사이를 통과할 수 없는 경로라고 판단이 

되면 다른 경로를 탐색하고 탐색된 새로운 경로로 이동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UGV 항법의 기본 개념은 사람

이 장애물을 회피하여 이동하는 방법과 같은 즉, 생체 모방 

개념을 적용하였다. 로봇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살

펴보면, 로봇은 목적지의 방향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목적

지 방향에 목적지가 보이면 직진으로 이동한다. 만약 목적지

까지 이동하는 도중에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의 모서리를 

탐색하고 탐색된 모서리 중에서 가깝게 위치한 모서리를 선

택하여 모서리에 리미트 사이클 항법을 적용한다. 모서리를 

찾지 못하면 로봇의 방향을 회전시켜 모서리를 탐색한다. 로

봇은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기존의 리미트 사이클 항법은 글로벌 환경에서 효율적으

로 사용되었지만 제안하는 항법은 로컬 비전에서 사용할 때 

더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로봇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

물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던 간에 장애물의 양쪽 끝인 모

서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비전에서 사용할 때와는 다

르게 장애물의 모양과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안하는 

리미트 사이클 항법을 로컬 비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

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는 장애물의 모서리의 방

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모노 카메라를 가지고 모서리를 찾는 

방법이고 둘째는 IR 센서를 가지고 로봇으로부터 장애물 및 

장애물의 모서리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요소는 다음 장인 IV에서 알아 보도록 할 것이고 이번 장에

서는 기존의 리미트 사이클 항법들에 존재하는 한계점을 해

결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1. 벽(wall) 모형의 장애물 회피 

기존의 리미트 사이클 항법들은 글로벌 비전 시스템 환경

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로봇 주위의 환경 전체를 알고 장애

물 또는 장애물의 모서리에 리미트 사이클 항법을 적용하였

다. 따라서 카메라의 시야를 벗어나는 벽과 같이 매우 크게 

인식되는 장애물은 회피 하지 못한다. 초기의 리미트 사이클 

항법은 벽을 인식하지 못하여 벽에 부딪혔으며 장애물로 인

식하여 회피 한다고 해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하였다. 즉, 

장애물의 크기와 모양에 크게 의존적인 항법이었다. 이렇게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임 등이 제안한 논문

에서 그림 3(a)와 비교해 볼 때 그림 3(b)에서 보여지듯이 향

상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그림 5에서 보여지듯이 효율적이

지 못하고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노 카메라와 IR센서를 가지고 로봇이 장애

물을 탐색 할 수 있고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하여 향상된 리

미트 사이클 항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 시

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기본적으로 모노 카메라

를 이용하여 장애물 모서리가 존재하는 방향을 알 수 있고 

IR 센서들을 이용하여 로봇으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 또한 다섯 개의 IR센서 중에서 측면에 있는 두 

센서가 장애물로부터의 거리값이 일정하면 벽으로 인식하고 

직진하도록 한다. 위에서 제안한 방법을 리미트 사이클 항법

에 적용하면 기존의 리미트 사이클 항법들의 한계점인 벽이

나 장애물을 인지하여 효율적으로 장애물들을 회피하는 경

로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림 5. IR 센서를 이용한 계획 경로. 

Fig.  5. The Path planning using IR sensors. 

 

2. 가상의 벽(virtual wall)을 이용하여 local minima 해결 

기존의 리미트 사이클 항법들의 경우에는 환경에 따라 국

부적 최소치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부적 최소

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상의 벽 사용을 제안한다. 가상의 

벽을 사용하기 위해 그림 6과 같이 로봇이 통과할 수 없는 

간격을 가진 장애물들이 로봇의 계획 경로 위에 놓여 있다고 

가정하자. 로봇의 전반부에 부탁된 IR 센서에 의한 값이 왼

쪽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l1, l2, l3, l4, l5라고 하고 로봇이 장애

물을 회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리미트 사이클의 반경을 r, 두 

장애물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자. l3은 로봇에서 왼쪽 장애

물의 오른쪽 모서리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 l4는 오른쪽 장

애물의 왼쪽 모서리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로봇에서부터 

두 장애물의 모서리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고 부착된 센서들 

사이의 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삼각함수기법을 이용하여 장

애물 사이의 거리인 d를 구할 수 있다. d와 r사이에는 두 가

지의 경우가 존재한다. 
 

2 ;d r≥  로봇이 장애물들 사이를 통과 가능 

2 ;d r<  로봇이 장애물들 사이를 통과 불가능 

 

두 번째 경우에는 로봇이 장애물들 사이를 통과 할 수 없

는 것으로 판단하여 장애물의 두 모서리를 잊는 가상의 벽을 

설치하고 장애물의 다른 모서리를 탐색한다. 그림 7(a)는 로

봇이 국부적 최소치가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의 모서리를 탐

 

 

그림 6. 국부적 최소치가 발생하는 상황. 

Fig.  6. The Situations which generated local min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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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림 7(b)는 두 개의 장애물이 로봇

이 통과 할 수 없는 공간을 생성하여 국부적 최소치가 발생 

하였을 때 가상의 벽을 사용하여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새로

운 계획 경로를 탐색하여 국부적 최소치를 탈출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7(c)는 로봇이 국부적 최소치가 발생할 수 있

는 벽과 장애물의 모서리를 탐색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d)는 

벽과 장애물이 로봇이 통과 할 수 없는 공간을 갖는 국부적 

최소치가 발생한 상황에서 가상의 벽을 이용하여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새로운 계획 경로를 탐색하여 목적지까지 도달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로봇은 ①에서 출발하여 모서리 탐색 후에 선택한 모서리

로 이동한다. ②에서는 선택한 모서리에 국부적 최소치가 발

생하는지 검사한다. 국부적 최소치가 발생하지 않으면 통과

하고 발생하면 ③에서 다른 경로를 계획하기 위해 다른 모

서리를 탐색하고 선택된 모서리에 리미트 사이클 항법을 적

용하여 장애물을 회피한다.  

 

IV. 모서리 검출 

1. 모노 카메라 이용한 모서리 찾기와 방향 결정 

로봇의 전방에 설치된 모노 카메라를 이용하여 장애물을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Hough Transform을 사용하여 장애물

의 형상과 모서리를 검출하였다. 그림 8(a), (b)는 계획 경로상

에 벽 모형 장애물이 있는 경우, 로봇 전방의 모노 카메라에 

찍힌 영상과 찍힌 영상을 MATLAB에서 Hough Transform을 

사용하여 처리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8(c), (d)는 계획 경로

상에 두 개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 로봇 전방의 모노 카메라

에 찍힌 영상과 찍힌 영상을 MATLAB에서 Hough Transform

을 사용하여 영상을 처리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8(e), (f)는 

계획 경로상에 벽과 일반 장애물이 있는 경우 로봇 전방의 

모노 카메라에 찍힌 영상과 찍힌 영상을 MATLAB에서 

Hough Transform을 사용하여 영상을 처리한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모노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Hough Transform을 사용

하였을 때 장애물의 형태와 모서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이 장애물의 모서리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유용하다. 

2. IR 센서를 이용하여 장애물까지의 거리 

모노 카메라를 이용하여 장애물의 형상과 모서리를 찾았

 

(a) Detecting (b) Escaping 

 

(c) Detecting (d) Escaping

그림 7. 국부적 최소치가 탐색과 탈출. 

Fig.  7. Detecting and escaping local minima. 

 

(a) Big obstacle (b) Big obstacle 

(c) Two obstacles (d) Two obstacles 

(e) Wall and obstacle (f) Wall and obstacle 

그림 8. 모노 카메라에 찍힌 영상과 휴그 트랜스폼을 거친

영상. 

Fig.  8. Pictures taken by mono camera and Picture used hough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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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그 다음으로 IR센서를 이용하여 로봇으로부터 장애물

과 장애물의 모서리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그림 9의 화살

표는 IR 센서들의 방향으로 로봇에 IR 센서들끼리 간섭이 발

생하지 않도록 정면과 15° 간격으로 오른쪽에 두 개, 왼쪽에 

두 개의 센서를 장착하여 총 다섯 개의 센서를 통하여 로봇

으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측정값을 삼각함수 

방법을 이용하여 장애물의 모서리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5개의 IR 센서를 이용하여 그림 9(a)에서 보여지듯이 

장애물까지의 거리뿐만 아니라 그림 9(b)에서 보여지듯이 벽

을 인지하고 로봇으로부터 벽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로봇이 장애물과 충돌 없이 회피할 수 있는 경로를 

생성하는데 유용하다. 

 

V. 시뮬레이션 

초기 리미트 사이클 항법과 향상된 리미트 사이클 항법은 

문제 제기 부분에서 제시하였듯이 글로벌 비전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로컬 비전에서 모노 카메라와 IR 센서를 이용하여 벽 모형 

장애물 인식 방법과 국부적 최소치를 극복하기 위해 가상의 

벽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림 10은 제안한 항법을 

시뮬레이션 툴인 MATLAB을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그림 

10(a)는 벽 모형의 장애물을 회피할 경우 향상된 리미트 사

이클 항법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적인 경로를 IR 센서를 이용

하여 극복하는 방법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효율적인 경로

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b), (c)는 기존의 리미트 

사이클 항법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국부적 최소치를 가상의 

벽을 사용하여 해결하고 도착지점까지 도달하는 것을 시뮬

레이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안한 항법을 통하여 기존의 리미트 사이클 

항법보다 효율적인 계획 경로를 생성하고 기존의 항법들이 

가지고 있던 국부적 최소치를 해결할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

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림 10(b), (c)에서 로봇이 이동하기 

힘든 90°에 가깝게 방향전환이 이루어진 부분은 시뮬레이

션 조건에 실제 로봇과 같은 사항을 조건으로 정해주지 않

아 발행한 부분으로 추후에 제어기 설계 시 보완을 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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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bstacle like a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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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all and an obst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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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bstacles 

그림 10. 제안한 항법의 시뮬레이션 결과. 

Fig.  10. Simulation results of the proposed navigation method. 

(a) Distance from an obstacle (b) Distance from a wall

그림 9. IR 센서를 사용하여 거리 측정. 

Fig.  9. Distance measurement using IR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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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실험 

이번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계획 경로 알고리즘을 

축구 로봇을 가지고 실제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계획 

경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하여 로봇의 미끌어짐이나 휠 

크기 및 속도의 오차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의 로

봇 축구 시스템은 글로벌 비전을 사용하였으나 본 논문을 위

하여 축구 로봇의 전방에 모노 카메라와 IR 센서를 부착하여 

로컬 비전 환경 아래서 실험을 하였다. 그림 11(a)는 벽 모형

의 큰 장애물이 있는 환경에서 축구 로봇에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

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동일하게 장애물 옆으

로 회피할 때 기존의 리미트 사이클 항법에서 나타나는 비효

율적인 경로 대신에 직진하는 경로를 선택하여 이동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그림 11(b)는 국부적 최소치를 해결하기 위하

여 두 개의 장애물이 로봇이 통과할 수 없는 간격을 갖도록 

환경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제안한 가상의 벽을 사용하는 방

법을 적용하여 축구 로봇을 가지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뮬

레이션 결과와 동일하게 장애물 사이에 공간이 있음에도 국

부적 최소치에 빠지지 않고 로봇 사이의 공간을 가상의 벽으

로 인식하여 다른 경로를 탐색한 후에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가지 환경에서의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항법 알고

리즘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예상했던 계획 경로 생성 결과

와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VII. 결론 및 토의 

본 논문에서는 모서리 검출 방법을 기반으로 리미트 사이

클 항법을 이용하여 글로벌 비전 환경에서만 사용될 수 있었

던 기존의 리미트 항법들을 로컬 비전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계획 경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로봇이 이

동경로 상에서 장애물이 존재할 때 장애물 회피를 위한 모서

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모노 카메라를 사용하였고 로봇

으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IR 센서를 

사용하였다. 모노 카메라를 사용하여 적은 계산량으로 쉽게 

장애물을 찾을 수 있었고 hough transform을 이용하여 모서리

를 검출할 수 있었지만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IR센서 값에만 

의존하였다. 하지만 스테레오 카메라를 사용하면 결과값으로 

방향과 거리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항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IR 센서가 아니라 고가의 레이저 

거리 감지 센서를 사용하면 로컬 비전 환경에서 더욱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계

획 경로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연구는 스테레오 비

전과 레이저 거리 감지 센서를 활용하여 본 논문에서 방향과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안한 방법보다 더욱 정확하고 정

밀한 결과값을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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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proposed path planning algorithm applied to soccer robot in the local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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