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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동 로 이 자율주행을 하기 해 사용되는 충돌회피 알고리즘을 실제 로 과 같은 환경

에 용된 시뮬 이터를 통해 성능을 알아본다. 이동 로 의 충돌회피를 해 기존에 인공 계 알고리즘과 

Elastic force 알고리즘 등이 제안되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 이션을 통해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한 동작 

시간과 경로의 이동 길이를 비교하 다. 시뮬 이터는 IPC(Inter Process Communication)를 기반으로 개발되

어졌으며, 알고리즘의 비교에는 차륜형 이동 로 을 사용하 다.

ABSTRACT

This paper compares two collision avoidance algorithms using a simulator. The collision avoidance is vital for autonomous 

navigation of a mobile robot. Artificial potential field method and elastic force method are major approaches for the collision 

avoidance. The two algorithms are compared in the respect of the time for motion completion and the length of the motion path. 

The simulator is developed based on IPC(Inter Process Communication) and a differential drive mobile robot is used for th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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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 자율 이동 로 은 산업 장, 공공  개인서

비스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확  용되고 있으며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동 로 은 주어진 역할

에 충실하기 해서 자율주행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동 로 의 자율주행을 해 로 은 자신의 치

를 외부정보를 이용하여 스스로 유추하는 치인식기

술(Localization)과, 출발 치에서 목표 치까지 안

하게 이동하기 해서 주변의 장애물을 검출하고 충

돌을 피할 수 있는 충돌 회피(Collision avoidance) 기

술이 반드시 필요하다[1-2]. 로 이 장애물을 검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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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서 음  센서, 이  센서(Laser range 

finder) 등을 장착하고 센서로부터 획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애물의 유무 별과, 장애물과의 거리를 

단한다[3].

로 이 장애물을 검출하고 충돌을 피하기 해 연

구된 방법들로는, 인공 계(Artificial potential field) 

알고리즘, 가상역장(Virtual force field) 알고리즘, 벡

터장 히스토그램(Vector field histogram) 알고리즘 등

의 방향명령 방식의 알고리즘들과, 곡률-속도 방법, 

차선-곡률 방법 등과 같은 속도/공간 명령 방식의 알

고리즘, 충돌회피 가능도를 용한 알고리즘, 탄성력

(Elastic force)을 이용한 충돌회피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4-9].  

본 논문에서는 이동 로 이 자율주행을 하기 해 

사용되는 충돌회피 알고리즘을 실제 로 과 같은 

환경에 용하여 시뮬 이션을 통해 성능을 알아본다. 

이동 로 의 충돌회피를 해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

되고 있으며, 기존에 제안된 방법  인공 계 알고

리즘과, Elastic force 알고리즘을 시뮬 이션을 통해 

비교해본다. 실험을 해서 차륜형 이동 로 의 운동

성을 포함하는 로  시뮬 이터를 활용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충돌회피 알고리즘인 인공

계 알고리즘과 Elastic force 알고리즘의 특징을  설

명한다. 3장에서는 두 알고리즘을 용하여 시뮬 이

션 하기 해 개발된 로  시뮬 이터를 소개하고, 4장

에서는 실제 두 알고리즘을 로  시뮬 이터에 용

하여 시뮬 이션 수행과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충돌회피 알고리즘

2.1 인공 계 알고리즘

인공 계를 이용한 로 의 장애물 회피 방법은 

로 과 장애물 사이에서는 척력(Repulsive potential)

을 발생시키고, 로 과 목표  사이에는 인력(Att-

ractive potential)을 발생시키는 가상의 역장(Force 

field)을 만든다. 인력과 척력이 동시에 작용하며 두 

힘의 합으로 표 되는 힘에 의해서 장애물과의 충돌

을 피하며 로 이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이다.

로 이 치하는 공간상의 좌표를 라 놓을 

때, 인공 계에 의해 발생되는 힘은 인공

계의 좌표 에서의 Gradient vector로 표 되며 식

(1)과 같다. 

  ∇ (1)

인력과 척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인공 계 함수 

는 식(2)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2)

여기서, 는 목표 에 의해 인력을 발생시키는 

인공 계이고, 는 장애물에 의해 척력을 발생

시키는 인공 계이다. 로 은 두 힘으로부터 발생하

는 인력 벡터와 척력 벡터를 합성한 힘에 따라 움직

이며, 두 힘의 벡터는 식(3),(4)와 같다. 

  
∇ (3)

  
∇ (4)

와 는 이동 로 이 움직이는 주변 환경과 

목 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2.1.1 인력(Attractive potential field)

인공 계 알고리즘에서 인력은 포물선의 형태로 

정의될 수 있으며, 식(5)와 같이 표 된다. 이 함수는 

오직 하나의 최소 을 가지고 있다.

  

 (5) 

이 함수는 이동 로 의 재 치에서 목표 까지 

끌어당기는 인공 를 형성하며,   는 인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라미터이다.   가 커질수록 목표 에서의 

인력은 커진다. 는 로 의 재 치로부터 목표

까지의 유클리디안(Euclidian) 거리로 표 된다. 이동 

로 이 목표지 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는 0으로 

수렴한다.

2.1.2 척력(Repulsive potential field)

인공 계 알고리즘에서 척력은 장애물이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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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주 를 둘러싸는 일종의  장벽(Potential 

barrier)을 형성하는 것이다. 로 이 장애물을 회피하기 

하여 각각의 장애물들은 로 에 가상의 척력을 발생

하고, 이 척력은 장애물과 로 과의 거리를 기반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함수는 식(6)과 같이 표 된다.

  













 


   ≤ 

    









(6)

여기서,   는 장애물에 의한 척력의 강도를 크기를 

결정하는 라미터이다.   가 커질수록 장애물에서의 

척력은 커진다. 는 재 로 의 치에서 가장 

가까운 장애물까지의 거리이며, 은 로 이 장애물로

부터 척력의 향을 받지 않는 임계거리이다. 

그림 1. 인공 계 알고리즘을 이용한 충돌회피
Fig. 1 Collision avoidance using APF algorithm

2.2 Elastic force 알고리즘

Elastic force 알고리즘은 1993년 Khatib가 제안한 

Elastic band 알고리즘을 모바일 로 에 용시킬 수 

있도록 확장시킨 방법이다[9]. 로 이 장애물에 근

하면 가상의 척력이 발생한다는 에서는 인공 계 

방법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며, 특징으로는 상황에 따

라 로 이 장애물과의 충돌을 피하기 해 각각의 이

동경로를 재설정 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여러 자유도를 가진 로 에도 용하기 

좋으며 스 링의 탄성을 응용한 탄성력과 장애물에서 

발생하는 척력에 의해 각각의 경로들이 갱신되며, 동

이나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유연한 충돌회피가 가능

한 방법이다[10]. 

장애물에서 척력이 발생하면 장애물로부터 멀어지

는 방향으로 로 의 이동 궤 을 매순간 변형시키며, 

궤 의 실시간 재생성을 통해 로 이 장애물과의 충

돌을 피하면서 이동할 때 보다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

여 다.

탄성력   는 식(7)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7)

식에서,   는 탄성이득,       는 포인트  에

서   를 경유한     까지의 거리,     는  에

서   까지의 거리이다.           는 각 포인트

들의 치를 나타낸다.   가 클수록 경로를 직선으로 

만드는 성질을 가지게 되며, 경로가 직선으로 변하는 

동안에도 각 포인트 간의 거리 비율을 이 의 비율과 

같이 만들어주면서 경로를 변화시킨다. 

그림 2. 탄성력의 발생 방향
Fig. 2 Direction of elastic force

로 의 이동경로  포인트   에서 척력에 한 

함수는 식(8),(9)와 같다.

 











  

 if  
 









(8)

  ∇      


(9)

식에서,   는 척력이득,   는 척력이 향을 미치

기 시작하는 치까지의 거리,   는 포인트   와 

장애물 사이의 거리,   는 포인트   에서 장애물로의 

벡터를 의미한다.   포인트에서 로 의 경로를 갱신

하기 해서는 탄성력   와 장애물의 척력   를 

합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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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10)

그림 3. Elastic force 알고리즘을 이용한 충돌회피
Fig. 3 Collision avoidance using EF algorithm

Ⅲ. 로봇 시뮬레이터

이동 로 의 특성상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성 확보를 해 로 의 동작에 한 알고리즘의 

사  검증이 요하다. 로 의 동작검증 작업을 진행

하다 보면 작업환경  로 의 손 등 상치 못한 

문제 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

을 사 에 해결하기 해 로  알고리즘의 개발 후 

실제 로 에 용하기 에 알고리즘의 검증을 해 

다양한 시뮬 이션 방법들이 사용된다[11-12].

본 논문에서 사용된 이동 로  시뮬 이션 로그

램은 TCP-IP를 이용한 통신 방법 의 한 가지인 

IPC(Inter process communication)를 사용하여 로 을 

제어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시뮬 이터는 서버-클

라이언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

운 부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한, 시뮬 이터는 실제 로 을 가지고 실험한 결

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알고리즘의 개발  연

구를 하는데 많은 시간단축과 비용을 감할 수 있게 

되었다. 시뮬 이터의 형태는 그림4와 같다. 

그림 4. 로  시뮬 이터
Fig. 4 Robot simulator

로 의 치, 이동속도, 주변장치 기화  각종 

센서들을 제어하기 한 다이얼로그 화면은 그림5와 

같다.

그림 5. 로  제어 다이얼로그
Fig. 5 Robot control dialog

마지막으로 두 충돌회피 알고리즘을 실험하기 해 

시뮬 이션 하는 화면은 그림6과 같다. APF 알고리

즘과, EF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종 라미

터들은 실시간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개발환경은 도

우 운 체제에서 Visual studio 2008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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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충돌회피 알고리즘 시뮬 이션
Fig. 6 Simulation of collision avoidance algorithm

Ⅳ. 실험 결과

실험을 해 두 충돌회피 알고리즘을 시뮬 이터에 

용하여 같은 목표 치로 로 을 이동시키면서 각각

의 알고리즘에 의한 로 의 이동궤 과 이동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해보았다.

첫 번째 실험은 출발 에서 목표 까지 간에 장

애물이 1개 치해있을 때 각각의 알고리즘을 용하

여 시뮬 이션 하 으며, 로 의 이동 경로는 그림7, 

그림8과 같다.

알고리즘 목표 장애물 이동거리 이동시간

APF (4,3) 1개 5.07m 13.31

EF (4,3) 1개 5.14m 12.46

표 1. 시뮬 이션 결과 1
Table 1. Simulation result 1

그림 7. 시뮬 이션 결과 1(APF 알고리즘)
Fig. 7 Simulation result 1(APF algorithm)

그림 8. 시뮬 이션 결과 1(EF 알고리즘)
Fig. 8 Simulation result 1(EF algorithm)

두 번째 실험은 출발 에서 목표 까지 간에 장

애물이 2개 치해있을 때 각각의 알고리즘을 용하

여 시뮬 이션 하 으며, 장애물이 2개일 경우 APF 

알고리즘을 용했을 경우 로 이 장애물과의 거리를 

가까이 유지하며 이동하 으며 로 의 이동 경로는 

그림9, 그림10과 같다.

알고리즘 목표 장애물 이동거리 이동시간

APF (5,3) 2개 5.89m 15.28

EF (5,3) 2개 5.87m 13.54

표 2. 시뮬 이션 결과 2
Table 2. Simulation resul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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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뮬 이션 결과 2(APF 알고리즘)
Fig. 9 Simulation result 2(APF algorithm)

그림 10. 시뮬 이션 결과 2(EF 알고리즘)
Fig. 10 Simulation result 2(EF algorithm)

세 번째 실험은 출발 에서 목표 까지 간에 장

애물이 3개 치해있을 때 각각의 알고리즘을 용하

여 시뮬 이션 하 으며, 장애물이 3개일 경우 EF 알

고리즘을 용했을 경우 로 이 보다 유연하게 이동

하 으며 로 의 이동 경로는 그림11, 그림12와 같다.

알고리즘 목표 장애물 이동거리 이동시간

APF (5,3) 3개 5.95m 18.34

EF (5,3) 3개 6.03m 17.91

표 3. 시뮬 이션 결과 3
Table 3. Simulation result 3

그림 11. 시뮬 이션 결과 3(APF 알고리즘)
Fig. 11 Simulation result 3(APF algorithm)

그림 12. 시뮬 이션 결과 3(EF 알고리즘)
Fig. 12 Simulation result 3(EF algorithm)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동 로 의 충돌회피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해보기 하여 실제 로 과 같은 환경

에 용하여 각각의 성능을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실험에 용된 두 알고리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인공 계 알고리즘의 경우, 장애물의 치가 로

의 시작 과 목표 의 최단거리 경로와 가까이 

있을 때는 멀리 회피하지 못하고 장애물 가까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 다.

(2) 한, 2개 이상의 장애물이 치해 있으면 로컬 

미니멈(Local minimum)에 빠질 확률이 증가하

다. 로 의 주변 환경에 장애물이 많아질수록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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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움직임이 유연하지 못하 으며, 장애물과 충

돌의 험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3) Elastic force 알고리즘의 경우, 인공 계 알고

리즘을 용한 실험보다는 로 이 목표 까지 이

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다소 어들었다.

(4) 그리고, 다수의 장애물이 치해 있더라도 장애물

과의 충돌 험이 크게 증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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