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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사이클 로봇을 위한 지역최소점 탈출을 갖춘

포메이션 알고리즘

Formation Algorithm with Local Minimum Escape for Unicycle Robots

정 하 민, 김 동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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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formation control based on potential functions for unicycle robots. The unicycle robots move to 
formation position which is made from a reference point and neighboring robots. In the framework, a local minimum case 
occurred by combination of potential repulsed from neighboring robots and potential attracted from a formation line is presented, 
in which the robot escapes from a local minimum using a virtual escape point after recognizing trapped situation. As well, in 
the paper, potential functions are designed to keep the same distance between neighboring robots on a formation line, i.e. the 
relative distance between neighboring robots on a formation line is controlled by a potential function parameter.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pproach can effectively construct straight line, V, and polygon formation for multiple 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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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다개체 로봇은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공동 작업을 수행하

는 산업현장, 위험지역, 육해공군의 군사용 작전 등에서 많

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서 다개체 로봇은 다

수의 자율 로봇이나 다수의 에이전트를 의미 한다[1]. 다개

체 로봇에 대한 연구는 육지에서의 이동로봇(mobile soldier)
과 바다에서의 무인 해저로봇(unmanned underwater robot), 
무인 비행체(unmmaned aerial vehicle)의 무리이동과 군사 작

전용 등이 있다[2]. 다개체 로봇에 대한 연구 분야에는 다

개체 로봇의 경로 이동, 혹은 그룹으로 모이기(swarming), 
이동 혹은 모이기를 위한 포메이션 형성이 있다[3]. 다개체

로봇의 효과적 이동을 위해서는 이웃 로봇간의 절대적 혹

은 상대적 위치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위치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컬러마커[4], 리더 로봇[5], 비콘(beacon) [6], 센
서 네트워크[7] 혹은 가상의 구조물[8]을 사용하였다. 또한, 
얻어진 위치 정보는 PSO (Particle Swarm Optimization) [9], 
포텐셜[10], 퍼지[11]등의 알고리즘을 통하여 다개체 로봇의

경로 계획에 사용되었다. 
포메이션 제어는 로봇이 목표물로 이동하는 동안 이웃로

봇 간에 충돌을 회피하며 정해진 포메이션으로 다수의 로

봇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다[12]. 포메이션에 대한 연구는

위치인식(localization)과 로봇간의 복잡한 통신문제등으로

실제로 구현되어 상용화된 연구는 많이 있지 않다. 하지만

추후 하드웨어적인 기술적 문제가 극복되면 포메이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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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능하게 때문에, 알고리즘에 의한 포메이션 연구가 현

재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멀티 로봇의 포메이션은 비 정형화된 포메이션과 정형화

된 포메이션으로 분류 된다. 비 정형화된 포메이션방법은

로봇들이 목표를 향해 이동 할 때 장애물과의 충돌 방지에

서 효과적인 포메이션을 형성 한다[13]. 반면 정형화된 포

메이션은 다개체 로봇의 이동 혹은 모이기 행동을 할 때, 
정해진 형태대로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로봇이 이동하는 것

을 다룬다[14]. 비 정형화된 포메이션의 연구는 이웃 로봇

간에 충돌 방지만 설계하면 되므로 비교적 간단하다. 정형

화된 포메이션은 다개체 로봇이 정해진 위치로 모인 후에

설정된 포메이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설계가 다소

복잡하다. 정형화된 포메이션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웃 에

이전트들의 위치 정보가 필요하다[15]. 에이전트들의 위치

정보는 통신을 이용하여 쉽게 알 수 있다[16]. 무선통신을

사용하면 에이전트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지

만 실제 적용할 때 하드웨어는 점점 복잡해진다. 이를 극복

하기 위해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여 로봇의 위치를 인식하

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7,18].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에서

는 다개체 로봇들을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포메이션 형태

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웠다. 
본 논문은 정형화된 포메이션 형성을 위해 포텐셜 필드

를 사용한다. 경로 계획법에서 포텐셜 필드를 이용할 때 생

기는 지역최소점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들은 이루어져 왔다

[19]. 하지만 다개체 로봇의 포메이션 문제에서 생기는 지

역최소점 해결 연구는 아직 많이 다루어 지지 않았다. 관련

된 연구로서 에이전트(점과 같은 파티클)를 대상으로 포텐

셜 필드를 이용한 정형화된 다섯 가지의 포메이션은 연구

되었다[20]. 하지만 에이전트가 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최소점(local minimum)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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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개체 로봇

의 포메이션 형성을 위해 포텐셜 함수를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지역 최소점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다양한 포메이션 모양을 만들기 위해 포메이션을 구성하는

라인을 점의 집합으로 고려하고, 점의 집합에 대한 인력을

각각의 로봇에 사용하여 다개체 로봇이 일정한 거리를 유

지하며 포메이션 형태대로 정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실제의 로봇 시스템 구현을 위해 점 형태의 에이전트가 아

닌 유니사이클 로봇 모델을 대상으로 포메이션 문제를 다

룬다. 

II. 포텐셜함수 설계와 문제 정의

1. 유니사이클 로봇 모델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유니사이클 로봇 모델에 적

용된다. 유니사이클 로봇 모델은 벡터      
로

묘사된다. 여기서 벡터 는 위치  ,  그리고 기준 프레

임에 대한 방위각 로 표현되고, 는 로봇의 인덱스(index) 
이다. 로봇 는 현재의 위치에서 지면에 대한 미끄러짐이

없다고 가정하면, 로봇의 중심 위치   에서 다음과 같

은 로봇의 중력에 대한 수식을 얻게 된다[1].

  
   (1)

로봇의 속도 와 각속도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2)

따라서 운동 모델은 (1)과 (2)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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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력 와 는 다음과 같다[21].

  cos∆   ∆
 (4)

여기서  ∆
∆

 ∆   ∆    

 ∆      tan∆ ∆  그리고  

 이다.  는 좌표의 궤도이다. 이러한 궤도는

가상의 리더로 사용 된다. 여기서 파라미터 와  값을 적

당히 설정하면, 다음 조건처럼 오차상수 와 ∆는 일정

한 범위 안에 있다[22].

 lim
→∞

≤ , lim
→∞
∥∆∥≤  (5)

본 논문에서 그룹이동, 장애물회피, 포메이션형성에 대한

포텐셜함수는 식 (6)처럼 유니사이클 로봇의 좌표 궤도에

적용된다.

       (6)

여기서 은 포텐셜 함수의 크기를 조절하는 가중치 상수

이다.    는 포텐셜 함수에 의해 설계되는 힘의

함수이다.

2. 포메이션 라인 정의 및 사용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포메이션은 그림 1처럼 정의된다. 
그림 1(a)는 이상적인 포메이션 라인이고 (b)는 실제 로봇이

인식하는 포메이션 라인이다. 그림 1(a)에서 *모양은 기준

점이고 직선은 로봇을 위한 포메이션 라인이다. 여기서 포

메이션 라인은 실제 시스템에서 이산(discrete)적으로 구현해

야 하므로 연속적인 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그림 1(b)처

럼 연속된 점으로 구성되고,   
 

 
   

 와 같

이 점의 집합으로 표현 할 수 있다. 그림 1(b)에서 은  

에서 요소들 간의 거리를 의미한다. 은 기준점의 수평축

과 기준점과  의 직선이 이루는 각도 이고,   
  

 


    

 로 표시된다. 은 포메이션 점의 총 수이다. 

은 가장 큰 각에서 작은 각으로 표현된다. 
포메이션 라인과 기준점의 데이터는 로봇의 동작 전에

미리 할당되거나 로봇의 동작 후 할당될 수 있다. 동작 전

에 할당하는 방법은 프로그래밍에 미리 설정되어 적용되고, 
동작 후에 할당하는 방법은 통신을 통해 변경되는 기준점

에 대해 로봇에게 전달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점과 단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알고리즘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포메이션 라인과 기준점 데이터는 정확한

값으로 주어지고 활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로봇이 포메이션을 구성할 때,  은 
를 구하기 위하

여 사용된다. 
는 로봇 가 포메이션을 이루기 위한포메

이션 점이고, 
에 가장 가까운  이 

을 대신하여 사용

된다. 따라서, 
선정을 위해 다음 조건이 사용된다. 

 min 
 (7)

여기서 는 그림 1(c)와 같이 기준점의 수평축과 의 직

선이 이루는 각도이다. 

(a) (b)

(c)

그림 1. 포메이션라인정의.
Fig. 1. Definition of format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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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case that robots are trapped in local minima.

 

(b) A case that robots are unequally displaced.

그림 2. 포메이션형성에서원치않는상황에놓이게되는경우.
Fig. 2. Worst-case scenario in formation process.

3. 포텐셜 함수

본 연구에서 모든 로봇은 기준점의 위치와 근접한 다른

로봇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로봇

이 다른 모든 로봇들의 절대 좌표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가정보다는 적은 정보를 활용한다. 로봇간의 근접한 정도는

로봇이 비전을 사용한다는 가정에서 각 로봇이 자신의 위치

에서 볼 수 있는 영역의 상대로봇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모든 로봇은 로봇의 현재 위치 와 포메이션의 기준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위치해야하는 포메이션 라인 위의 점 


를 결정 할 수 있다. 포메이션 라인 위의 점 
는 기준점

에 대하여 포메이션 라인과 접하는 점으로 정의된다. 그림

1(c)에서 로봇은 
에 가장 가까운  으로 이동한 다. 

포메이션 형성을 위해 각 로봇은 포메이션 라인 위로 위

치하기 위한 인력 포텐셜 가 필요하다. 또한, 각 로봇간

의 충돌 방지를 위한 척력 포텐셜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수(exponential) 함수 기반의 포텐셜 함수

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8)

여기서 
  

 이고, 
   이다. , ,  , 

은 각각 인력 포텐셜과 척력 포텐셜 함수에 사용되는 상

수 값이다. 와 은 인력과 척력 포텐셜의 강도를 각각

의미하고 와 은 인력과 척력 포텐셜의 범위를 각각 의

미한다. 3장에서 로봇 사이의 거리를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

각 포메이션에 맞는 적절한   값을 설계한다. 대한 힘

는 다음과 같다. 

  ∇ 

















 























 








(9)

포메이션 형성과 로봇간의 충돌 방지를 위하여 지수함수

를 쓰는 이유는 척력 포텐셜의 경우 포텐셜 범위 밖의 로

봇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범위 안의 로봇에게만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척력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특징은 포메이션 설정시 로봇간의 균등한 거리를 유지하게

해준다. 인력 포텐셜의 경우에는 로봇이 기준점과 멀리 있

을 때 빨리 이동하고, 기준점과 가까워지면 서서히 움직이

게 한다. 
본 논문에서 로봇이 주변의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기 위

한 척력 포텐셜은 다루지 않는다. 장애물회피 문제는 적외

선 센서 혹은 초음파 센서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

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본 논문에서는 로봇간의 포메이션

형성에 초점을 맞춘다.
4. 포메이션 형성시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

로봇이 포메이션을 형성할 때 로봇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그림 2는 포메이션 형성을 위해 생길

수 있는 원치 않는 상황과 그에 따른 포텐셜 분포를 각각

보여준다. 그림 2에서 검은 점은 로봇이고, 직선은 포메이

션 라인 이며, ∗모양은 기준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다

수의 로봇들이 기준점으로 동시에 같은 방향에 놓인 경우

동일한 포메이션 라인 위의 점 
가 설정될 수 있다. 포메

이션 라인을 기준으로 안쪽에 혹은 바깥쪽에 있는 로봇들

간에는 서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동하면서 로봇 간

에 다른 
가 설정되며, 포메이션 라인의 안과 밖에 로봇

들이 놓여 
가 같은 경우는 지역 최소점에 고착되며 그

림 2(a)에 해당된다. 그림 2(a)는 포메이션 라인의 안과 밖

에서 비슷한 를 가지고 로봇들이 포메이션 라인에 접근

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즉 두 로봇이 포메이션 형성을 위해

근처의 포메이션 라인 위의 점 
을 갖게 되면, 서로 충돌

하지 않으려는 척력으로 인해 포메이션 라인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두 로봇은 지역 최소점에

빠져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그림 2(a)의 포텐셜

분포도는 두 로봇이 포메이션 라인 근처에 멈추어 선 경우

를 보여준다. 원치 않는 또 다른 경우는 로봇이 포메이션

라인에 위치해 있어도 그림 2(b)처럼 서로 균등하게 위치해

있지 않으면 올바른 포메이션 형성이 어려워진다. 그림

2(b) 경우는 모든 로봇이 각각의 포메이션 점 
에 도달한

경우이다. 하지만 균일한 포메이션 형성을 위해 로봇들 간

에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포텐셜 기반의 포메이션 형성

1. 포메이션 형성에서 지역최소점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

포텐셜 기반의 포메이션 형성에서 각 로봇의 
는 각각

다르다. 하지만 그림 2(a)경우처럼 두 로봇이 비슷한 위치

의 
를 사용할 경우 로봇간의 척력과 기준점의 인력에

의해 지역 최소점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두 로봇이 서로

의 척력에 의해 포메이션 라인 위로 이동하지 못하고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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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 지역최소점탈출.
Fig. 3. Escape from a local minimum.

그림 4. 지역최소점상황에서로봇의위치변화.
Fig. 4. Changing robot position in a local minimum case.

상태를 유지한다. 즉, 두 로봇은 서로의 척력에 의해 지역

최소점에 빠진 것 이다. 이러한 경우는 제안된 다음의 조건

문에 의해 지역 최소점에 빠졌는지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

다. 로봇의 현재 상태가 식 (10)의 조건에 맞는 경우 로봇은


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역 최소점에 빠진 경우이다.

  
  and    (10)

여기서 은 가 현재 정지 상태에 있다는 판단을 위한

와 
의 최소 거리이고 은 의 최소 힘이다. 식 (9)

를 사용하였을 때 지역 최소화 문제는 최소 두 대의 로봇

이 목적지로 이동할 경우 발생 될 수 있다[23]. 그림 2의
로봇이 식 (10)의 조건을 만족시켜 지역 최소점에 빠졌다고

판단되면, 식 (11)의 수식을 사용하여 가상의 탈출점을 정

한다. 그림 3(a)는 가 지역 최소점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

향과 거리를 보여준다. 
는 의 탈출 위치가 되고 

는

의 탈출 위치이다. 그림 3(b)는 그림 3(a) 상황에서의 포

텐셜을 나타낸다. 그림 3(b)에서 빨간 두 봉우리는 로봇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은 다음 수식으로 구해진다.

 
 




cossin




 (11)

여기서 는 가 지역 최소점을 벗어나기 위한 거리 상

수 값이다. 는 로봇이 포메이션 라인을 바라본 각도이고, 
은 그림 3의 지역 최소점 탈출을 위한 임의의 각도 이

다. 은 보다 작게 설정하여 포메이션 라인 반대편에

있는 로봇과 서로 멀게 포메이션 라인으로 향하게 한다. 

가 
로 향하는 도중에도 식 (10)의 지역 최소점 여부 조

건은 계속 검색된다. 지역 최소점 여부 조건에 벗어나게 되

면 는 원래의 포메이션라인 위의 점으로 향하게 된다. 

로봇이 지역 최소점에 고착 되었을 때, 로봇에 랜덤한

탈출 위치를 정해준 후 시뮬레이티드 어닐링(simalted 
anneali ng)을 사용하여 로봇이 지역 최소점을 벗어나게 하

였다[24]. 하지만, 랜덤한 위치 선정은 최악의 경우 로봇이

다시 지역 최소점으로 이동하여 지역 최소점 문제를 악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다. 하지만 본 논문의 (11)식은

현재 위치를 기본으로 적정 수준의 값을 설정하고 
를

바탕으로 적절한 
를 찾기 때문에 다시 지역 최소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는다. 그림 3의 경우 로봇 에

적용되는 힘은 식 (9)에서 
 대신 

 
를 사용한

다. 로봇 가 지역 최소점에서 탈출하면 그림 2(b)처럼 포

메이션 라인 위에 위치하게 된다. 여기서 지역 최소점이란

로봇이 원하는 포메이션 라인 위에 위치하려고 하였지만

이동하지 못하고 고착된 상태를 의미한다. 로봇이 포메이션

라인 위에 위치할 때 로봇간에 균등한 거리를 유지하면 이

상적이지만 로봇의 총 개수와 로봇의 초기 위치에 따라서

포메이션 라인 위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림 2(b)와
같은 상황이 된다. 그림 4는 로봇이 지역 최소점에 고착된

그림 3의 상황에서 로봇이 식 (11)을 이용하여 어떻게 탈출

하는지 보여주는 모의실험 결과이다.
2. 로봇간에 균등한 포메이션 형성

본 연구에서 로봇 사이의 거리를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

서는 로봇간의 거리 정보가 필요하다. 로봇은 거리정보를

사용하여 적절한 값을 취한다. 따라서 과 로봇간에 거

리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림 5는 5대의 로봇이

균등한 위치 설정을 위해 데이터를 얻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림 5에서 두 로봇의 위치는 와  이고, 포메이션 형

성에 사용되는 로봇의 수는 이다. 는 기준점으로

가정한다. 이 때 두 로봇과 기준점과의 기준각도는 이다. 

따라서  


로 설정 된다. 그림 5에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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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5대로봇을위한포메이션의예.
Fig. 5. Example of formation for five robots.

그림 6. 에대한로봇간의거리.

Fig. 6. Distances between robots to  .

그림 7.  과 라그랑지보간법에의한데이터비교.

Fig. 7. Comparison between  and data by Lagrange 

interpolation.

 은 두 로봇 사이의 거리이다. 

그림 5에서 로봇 에 적용되는 힘은 식 (9)에서 
대신

 
  를 사용한다.  

는 와 의 방향 벡터이고, 

 
  이다. 는 식 (9)에 의해 위치가 이동되고 로

봇 사이의 거리는 에 의해 결정된다. 

포메이션 라인 위에서 로봇간의 거리  은 닫혀진 모

양일때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닫혀진 모양은 포메

이션 라인의 시작과 끝이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12)

여기서 는 포메이션 라인의 둘레이고, 은 로봇의 수이

다. 만약 열려진 포메이션 모양일 때 식 (12)의 분모는

이 된다.
로봇간격  은 포텐셜 함수 설계에서 사용되는 에 의

해 조정된다. 따라서, 포메이션 라인 위에서 로봇간의 거리

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

다. 로봇간격을 설정하기 위해 그림 5의 관계 그래프를 사

용한다. 그림 6은 그림 5의 상황에서 이 0.1, 0.5, 1의 경

우에 대해 과 로봇간격 을 보여준다. 그림 5에서 이

1일 경우 다른 경우에 비해 가장 선형성을 보이고, 가장 넓

은 포메이션을 형성할 수 있어서 본 연구에서 은 1의 값

을 사용한다. 그림 6에서    일 때, 에 대한 을 구

하기 위하여 라그랑지 보간법을 사용한다. 적절한 로봇간의

거리인 이 식 (9)에서 사용하는 에 의해 조정된다. 라

그랑지 보간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에 상응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 사용한다. 과 의 관계는 완전한 선형관계

가 아니어서 라그랑지 보간법에 의하여 에 상응하는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그랑지 보간법은 개의

           좌표 샘플들에 대해 다음

과 같은 수식으로 구성된다[25]. 

  
 



  ,     
≤≤

≠





(13)

여기서 와 는 각각 샘플 데이터의 축 축 좌표의 데

이터 이다. 그리고 는 라그랑지 보간법에 사용되는 샘플

데이터의 총 수이다. 그림 7은 이 1일 때 얻는 그림 6의

데이터 값과 식 (13)의 라그랑지 보간법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의 비교를 보여준다. 그림 7에서 점은 보간법에 사용되

는 그림 6의 데이터 이고 실선은 보간법으로 구한 궤적이

다. 그림 7은 그림 6에서 얻은 데이터 값과 보간법으로 구

한 궤적이 차이가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IV.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에서는 유니사이클 로봇 모델을 대상으로 직

선, V, 다각형 포메이션 구성을 위해 제안된 방법을 매트랩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 하였다. 열려진 모양의 포메이션

으로 그림 8은 직선 형태의 포메이션을 보여주고 그림 9는
V형태의 포메이션을 보여준다. 닫혀진 모양의 포메이션으

로 그림 10은 오각형 형태의 포메이션을 보여 준다. 각 그

림에서 1 스텝은 무작위로 결정된 로봇의 초기 위치를 보

여준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스템에서 모든 로봇은 정해진

포메이션 라인 위에서 로봇간에 서로 균등한 거리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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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위치하였다. 포텐셜 파라미터는  ,  , 

 의 값이 사용되었다. 그림 8, 9, 10에서 포메이션의

둘레는 m이다. 따라서 이상적인 은 각각 2.5m, 2.5m, 

2m 이고, 시뮬레이션에서는 표 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준편차는 정해진 포메이션 라인과 마지막 스텝에서의 로봇

들과의 위치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11에서는 표 1처럼 더

큰   값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포메이션 라인이 그림 10 

보다 그림 11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에서

내부에 있는 오각형은 그림 10의 포메이션 라인이고 그림

11의 포메이션 라인과 크기 비교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

그림 8. 다섯대로봇에대한직선포메이션.
Fig. 8. Line formation for five robots.

그림 9. 다섯대로봇에대한V 포메이션.
Fig. 9. V formation for five robots.

림 11의 결과로서 제안된 방법은 포텐셜 함수 설계시 사용

하는 파라미터   값을 사용하여 로봇의 수에 맞게 포메이

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표 1. 시뮬레이션결과.
Table 1. The results of simulation.

 평균  표준 편차

 그림 8. 0.9897 2.4075 0.0626
 그림 9. 0.9897 2.4565 0.0965
 그림 10. 0.6054 1.6399 0.0648
그림 11. 1.2751 3.0968 0.0240

그림10. 다섯대로봇에대한오각형포메이션.
Fig. 10. Pentagon formation for five robots.

그림11. 다섯대로봇에대한커다란오각형포메이션.
Fig. 11. Big pentagon formation for five 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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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유니사이클 로봇을 대상으로 포텐셜 함수

기반의 포메이션 구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모든 로봇의 이

동과 로봇간의 충돌 회피와 포메이션 구성을 위해 통합된

포텐셜 함수를 설계하였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로봇이 이웃

로봇과의 척력과 기준점에서의 인력에 의해 생기는 포텐셜

함수로부터 지역 최소점에 빠졌을 때, 로봇이 지역 최소점

을 검출한 후 가상의 탈출점을 이용하여 지역 최소점을 탈

출할 수 있었다. 또한 포메이션 라인에서도 로봇이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며 위치 할 수 있었다. 연구의 결과로 제안된

방법에서는 포텐셜 함수 파라미터를 통하여 포메이션 크기

도 가변 조절 할 수 있었다. 제안된 포메이션 알고리즘은

이웃 로봇 혹은 이웃 에이전트의 위치를 알고 있는 다개체

이동로봇의 네비게이션과 같은 응용 시스템들에서 다양하

게 사용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은 제안된 방법이 직선, V, 
다각형 모양의 포메이션 형성에 잘 적용됨을 보여주었다. 
추후 연구는 제안된 알고리즘을 로봇간의 위치인식, 무선통

신 등을 갖추어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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