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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FA를 위한 자율주행 로봇의 경로계획 및 실시간 궤적에 관한 연구

무인FA를 위한 자율주행 로봇의 경로계획 및 
실시간 궤적제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Path Planning and Real-Time Trajectory 
Control of Autonomous Travelling Robot for Unmanned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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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efficient technology to control the optimal trajectory planning 

and real-time implementation method which can perform autonomous travelling for 

unmaned factory automation. Online path planning should plan and execute alternately 

in a short time, and hence it enables the robot avoid unknown dynamic obstacles 

which suddenly appear on robot’s path. Based on Route planning and control 

algorithm, we suggested representation of edge cost, heuristic function, and priority 

queue management, to make a modified Route planning algorithm.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is verified by simul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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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로봇의 자율주행을 위한 경로를 오프라인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로봇이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경로를 계획해놓음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최

적의 경로를 계획할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린

다는 점, 동적인 장애물에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다만 여러 개의 이동 로봇이 

주어진 지역을 비교적 빈틈없이 탐색한다거나[1], 

소요 시간 보다는 경로의 최적화에 더욱 중점을 

두는 경우[2], 혹은 해당지형파악이 목적인 경우

[3]에는 경로 계획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지닐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경로계획 및 제어 알고리즘

의 성능을 더욱 개선하여 효율적인 온라인 경로계

획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

토하려는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출발점과 목표

점, 그리고 센서에 의한, 대상 지형에 대한 부분

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두 휠 이동 로봇의 최단 경

로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계획한다. 아울러 

목표점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

났을 때에는 그 장애물을 회피하도록 빠르게 경로

를 다시 계획하고, 이 과정을 학습하여 로봇이 목

표점에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2 경로계획 및 제어 알고리즘

다양한 온라인 경로 계획 알고리즘 중 온라인-오

프라인 경로계획알고리즘은 특히 증분(incremental) 

탐색과 휴리스틱(heuristic) 탐색이 같이 사용된 

대표적인 알고리즘이다. 휴리스틱 탐색이란 임의

의 위치에서 목표점까지의 거리라는 형태의 정보

를 이용하여 탐색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실제 로봇의 온라인 경로 계획에

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경로계획 

알고리즘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알고리즘

의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에 착안하여 개발된 

온라인-오프라인 경로계획알고리즘[11]은 몇 가지 

중요한 거리 개념을 열쇠값으로 사용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값은 g(s)으로, 이것은 목표점

으로부터 어떤 격자 s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또 

다른 기본 값인 RS는 온라인-오프라인 경로계획

알고리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증분 탐색이

라는 특징을 나타낸다.[9]

  
 if   

min


′∈Pr
′′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격자 s가 시작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주변 8개 격자의 g값과 c값을 기반

으로 하는 값을 RS가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전 탐색 주기의 값을 이용하여 현재 탐색 주기

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10]

 








 if ∈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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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s ')는 s에서 s '까지의 비용을 나타낸다.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가로, 세로 방

향인 경우에는 이동에 1의 비용이 필요하고 대각

선 방향인 경우에는 2의 비용이 필요하며, 이동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한대의 값을 가지게 된

다.

 이동 로봇이 격자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나중

에 추가되는 우선순위 큐의 항목들은 불가피하게 

작은 열쇠값을 가지게 되는데, 열쇠값 수정자를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각 격자가 가지는 주요변수값 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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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값을 지니게 된다.[11]

  min      

  min  

 

 은 와 RS 중 작은 값에다가 휴리스틱 

값, 그리고 열쇠값 수정자 값까지 더한 값을 가진

다. 는 일종의 보완적인 값으로, 두 개 이상의 

격자가 동일한 값을 가질 때 우선 순위를 정하

기 위해 사용한다. 여기에 보이는 

   는 휴리스틱 탐색을 위한 값으로 

시작점에서 특정 격자 s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구체적인 값은 아래에서 설명한다.

온라인-오프라인 경로계획알고리즘은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기준점으로부터 임의의 격자까지의 가로와 세로

의 거리 차이 중 큰 값을 휴리스틱 값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가로나 세로 

방향 이동이나 대각선으로의 이동이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된다.

온라인-오프라인 경로계획알고리즘은 이진 최소 

힙(binary min heap)을 사용하여 우선순위 큐에 

항목을 삽입하거나 제거한다. 

그림 1의 이진 최소 힙의 각 항목이 가지는 값

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k1, k2]는 위에 언급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열

쇠값을 뜻하고, (x, y)는 각 격자의 전체 맵 상에

서 좌표를 나타낸다. 각 격자는 열쇠값에 따라 우

선순위 큐에서 정렬되고, 정렬된 상황에서 이동 

가능한 격자의 좌표값을 탐색한다.

이진 최소 힙의 규칙은, 부모(상위) 노드의 열

쇠값이 자식 (하위) 노드의 열쇠값보다 항상 작다

는 것이다. 이것 외에는 다른 규칙이 없기 때문에 

같은 계층에 있는 노드 사이에는 정해진 관계가 

없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정돈되어 있다(partially 

ordered)’라고 표현한다.

3. 제어기 구성

본 장에서는 이동 로봇의 온라인 경로 계획의 

구현에 필수적인, 입력 데이터를 제공하는 센서 

처리 입력부와 경로 추종을 위한 모터 제어 출력

부에 대해 기술한다.

Fig 1에 보인 바와 같이 전역 좌표계에서

 에 위치한 이동 로봇상의 센서  

는 로봇 좌표계에서 스캔 데이터를 생성해 내고, 

이로부터 판별된 장애물 정보(원으로 표시됨)를 

전역 좌표계로 변환한 후, 이를 포함한 장애물 그

리드를 생성해낸다[4]. 

그리고 로봇이 유한한 크기를 가지므로, 이를 

한 그리드 이내로 s만 큼 축소함과 동시에 장애

물 그리드를 동일한 양 s만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한 그리드의 크기가 s의 크기와 동일하도록 

설정한다면,  가 장애물일 경우    

도 확장된 장애물로 정해야 한다.

Fig 2의 왼쪽 부분과 같은 환경에서 로봇이 오

른쪽 방향으로 하나의 격자의 폭을 가지는 경로를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로봇

이 지나가기에 유연한 경로가 된다.

오른쪽 부분에서와 같이 로봇의 크기가 한 그

리드 이내 크기로 축소하는 대신 장애물을 한 격

자씩 확장시킴으로써, 이러한 경우를 배제할 수 

있다.[5]

장애물 격자의 확장까지 완료되었으면, 이 정보

를 이전 장애물 격자 정보와 비교하여 새로운 장

애물이 나타났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장애물 정보 여부 판단은 간단한 비교를 통해 수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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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oordinates system of mobile 
robot.

Fig. 2. Trajectory patten of mobile robot.

이전 주기의 장애물 격자 정보를 기억하고 있

는 상태에서, 현재 주기에 감지된 장애물 격자 정

보를 이것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면 바로 그 차

이나는 부분이 새로운 장애물 격자 정보로 인식되

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모터 제어 출력부를 기술한다. 모터

의 속도 프로파일은 신속도 및 각속도 모두 가속-

등속-감속 프로파일을 사용한다. 경로계획부에서 

이동할 다음 그리드가 결정되면, 그림 4과 같이 

회전 후 직진을 수행하는 선속도 및 각속도 프로

파일을 생성하고, 구동 제어부는 매 제어 주기마

다 모터의 속도제어를 수행한다.

4. 성능실험 결과 및 고찰

 장애물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환경정보라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

정보는 시간에 따른 장애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

었으며, 전체 시뮬레이션을 순차적으로 진행시키

면서 각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장애물 정보를 제

공하는 역할을 한다.

임의의 환경이 호출될 때마다 해당 n을 가지는 

각 행의 나머지 4개 정보를 센서부에 제공하게 

된다. 동일한 n을 가지는 행이 하나 이상이면 모

두 해당된다.[12]

 장애물 인덱스 는 장애물의 번호로서 최

대 N개의 장애물이 존재할 수 있다. Status는 세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데, 1이면 주변 환경에 나

타났다는 것이고, 0이면 이전 단계에서 나타나서 

현재 단계에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1이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dx, dy는 장애물이 x

축 방향, y축 방향 각각으로 움직인 변화량을 나

타낸다. 이상과 같은 환경조건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 시뮬레이션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그

림 3와 같다.

Fig. 3. The block diagram of robot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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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온라인 경로 계획 알고리즘을 포함

하여, 센서부와 모터 제어부까지 포함한 전체 시

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실제 장애물을 감

지하고 이동 로봇이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아볼 수 있다.

5.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의 경로계획 및 

제어 알고리즘의 실시간 구현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로봇의 자율주행제어기술

을 이용하여 보다 신속 정밀한 공장 내 및 공공기

관 등에서 적용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

으로 그 성능을 확인했다.

로봇의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경로계획 및 제

어 알고리즘의 개선된 장애물 회피에 관한 제어방

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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