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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n adaptive RRT (Rapidly-exploring Random Tree) for path planning of high DOF multibody robotic 
system. For an efficient path planning in high-dimensional configuration space, the proposed algorithm adaptively selects the robot 
bodies depending on the complexity of path planning. Then, the RRT grows only using the DOFs corresponding with the selected 
bodies. Since the RRT is extended in the configuration space with adaptive dimensionality, the RRT can grow in the lower 
dimensional configuration space. Thus the adaptive RRT method executes a faster path planning and smaller DOF for a robot. We 
implement our algorithm for path planning of 19 DOF robot, AMIRO. The results from our simulations show that the adaptive RRT-
based path planner is more efficient than the basic RRT-based path pl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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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양팔 로봇 혹은 휴머노이드와 같은 다관절 로봇은 고 자유
도 다물체 로봇 시스템이라는 성질로 인해 고 자유도 경로계
획 문제가 제기된다. 경로계획이란 로봇에게 임의의 시작 
configuration (형상; 로봇의 모든 관절들의 자세)과 도착 
configuration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두 지점을 장애물과 충돌 
없이 연결하는 경로를 생성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정형화되
지 않은 주변 환경에서 확률적인 sampling 기반 경로계획 방
법 [1,2]을 사용하여 로봇의 경로를 찾는 경우, 로봇의 
configuration space (C-space, 형태 공간)를 탐색 공간 (search 
space)으로 여기고 이 공간 안에서 반복해 sampling되는 
random configuration을 활용하여 경로를 찾는다. 즉, 탐색 공
간에서 경로를 확률적으로 찾는 것이다. Sampling 기반 경로
계획 방법은 알고리즘의 확률적 완전성 (completeness)이 증
명되었고, 이미 다양한 대상의 로봇에 적용되어 그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다. 하지만 고 차원 configuration space안에서 
경로를 찾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고, 경우에 따라 현
실적인 시간 내 경로계획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

에 고 자유도 다물체 로봇의 경로계획은 여전히 도전적인 과
제로 남겨져 있다. 
고 자유도 경로계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항상 로봇
의 전체 자유도를 사용하는 경로가 필요한 것은 아님을 인지
해야 한다. 로봇이 장애물을 회피하거나 목표자세에 도달하
는데 요구되는 자유도 수는 전체 자유도보다 작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메니퓰레이터가 물건이 있는 근처로 이동
한 뒤 물건을 집는 작업 시나리오를 고려해보자. 물건 근처
까지 이동하는 것은 메니퓰레이터를 제외한 모바일만으로 
가능하며, 이는 낮은 차원의 경로계획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로봇이 좁은 경로를 통과하거나 물건을 집는 정교한 모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관절들을 사용한 경로가 필요하
다. 따라서 필요한 자유도 만으로 탐색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탐색 공간의 차원은 적응적으로 변한다. 그러면 보다 낮은 
차원의 탐색 공간에서 경로를 찾는 동안 전체 경로계획 시간
은 단축된다. 
앞서 언급한 고 차원 경로계획을 다룬 연구사례는 다음과 
같다. [7]과 [8]에서는 저 차원 및 고 차원 두 개의 상태 공간
을 사용하여 적응적 차원의 상태 공간 (adaptive dimensional 
state-space)을 형성한다. 적응적 차원의 상태 공간은 고 차원
의 경로계획이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 저 차원 상태 공간으로 
구성된 공간이다. 따라서 로봇의 경로는 전체 자유도 혹은 
최소한의 자유도를 사용한 경로가 된다. 이 방법은 장애물 
회피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자유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
로, 불필요한 자유도를 사용하여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 이
와 달리 [9] 및 [10]에서는 로봇의 작업 영역 부피를 조절하
도록 능동 관절 수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적응적 경로계획
을 수행한다. 즉, 툴 중심점 (tool center point)에서 목표 자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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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최소 작업공간 거리에 따라 경로계획 레벨을 변경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오직 목표 자세 근처에서만 탐색 공간의 
차원이 적응적으로 변화된다. 
복수 로봇 경로계획의 경우, 이를 위한 부분 차원 확장 

(sub-dimensional expansion)방법이 [5]와 [6]에서 소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개별 로봇의 최적 경로를 먼저 찾은 뒤 
하나의 탐색 공간에서 합쳐 전체 로봇 경로를 결정한다. 이 
탐색 공간은 차원이 가변 하는 탐색 공간으로, 부분 차원 확
장을 통해 형성된다. 이 부분 차원 확장 방법은 그래프 탐색
방법인 M* [5], 그리고 확률적인 경로계획 방법인 PRM 
(Probabilistic Roadmap)과 RRT (Rapidly-exploring Random Tree)
로 적용되었다[6]. 예를 들어 RRT의 경우, RRT가 확장되는 
탐색공간을 부분 차원 확장 장법으로 결정된 공간으로 제약
시킨다. 이러한 방법은 탐색공간의 연속적인 차원 변화를 허
용하지만, 이는 다수 로봇을 위한 것이므로 개별 로봇의 고 
자유도 성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다. 
본 논문은 고 자유도 다물체 로봇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adaptive RRT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적응적 바디 선택 방법을 
통해 로봇을 구성하는 바디들 중 장애물 회피 및 목표 접근
에 필요한 일부 바디를 선택한다. 그리고 선택된 바디들에 
상응하는 자유도, 즉 configuration을 구성하는 매개변수 중 
일부만을 사용하여 RRT를 확장시킨다. 이는 낮은 차원의 
configuration space에서 RRT가 확장되는 동안 로봇이 사용하
는 관절의 개수는 감소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로 적
응적 차원에서 경로 계획이 가능하며 따라서 일반적인 RRT 
기반 경로계획보다 더 빠른 경로 계획 시간을 기대할 수 있
다. 이렇게 제안된 방법을 19 자유도 로봇인 AMIRO의 경로
계획에 적용하였으며, 두 가지 작업 시나리오에 대해서 각각 
시뮬레이션 하였다. 동일한 조건에서 기존 RRT 알고리즘을 
적용한 경로계획 결과와 비교함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
능을 검증하였다. 

 
II. 다물체 로봇 시스템 표현 

일반적인 다물체 로봇 시스템을 다루기 위해 총 m개의 서
로 연결된 바디로 구성된 시스템을 가정하자. 여기서 바디는 
1개 이상의 관절을 포함하는 강체 링크를 의미하고, 관절은 
직선 (prismatic) 및 회전 (revolute) 관절만을 고려한다. 로봇을 
구성하는 바디들의 집합을 B = {b1, …, bm}로 나타내며 여기서 
bi는 i번째 바디이고 첫 번째 바디인 b1는 기저 바디 (base 
body)로 한다. 그리고 각 바디에는 동일한 index를 갖는 좌표계
가 부착되어 있고, 이를 bi 좌표계라고 한다. 시스템은 단일 기
저 바디와 다수의 팁 바디 (tip body)를 갖는 tree-topology 시스
템을 가정하며, 병렬 로봇과 같이 폐루프 (closed loop) 구조를 
갖는 다물체 로봇 시스템은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기저 바
디와 팁 바디를 제외한 바디들은 하나의 부모 바디 (parent 
body)와 다수의 자식 바디 (child body)를 갖는다. 
그리고 로봇의 configuration 및 configuration space (혹은 C-

space)는 각각 q와 Q로 표기한다. 이와 달리, 각 바디의 상대 
운동을 표현하는 변수들을 바디의 configuration으로 정의하며 

biq 로 표기한다. i > 2 인 경우 biq 는 bi의 부모 바디 좌표계

에서 bi 좌표계로 좌표 변환 (coordinate transformation)에 필요

한 관절 변수이며, i = 1 인 경우 b1의 부모 바디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1bq 은 글로벌 좌표계에서 b1좌표계로 좌표 변환에 

필요한 관절 변수이다. 
본 논문은 다물체 로봇 시스템의 예로 한국기계연구원 및 
다수의 연구소와 기업이 연구용으로 개발한 로봇인 AMIRO
를 다룬다[13]. 그림 1과 같이 AMIRO는 총 8개의 바디로 구
성된다 – 좌/우 상완 (upper arm) (b6, b3), 좌/우 전완 (forearm) 
(b7, b4), 좌/우 손 (b8, b5) 및 상/하 몸체 (b2, b1). 하체 혹은 이동
형 플랫폼 b1를 기저 바디로 하여 그 위에 상체 b2가 연결되
고, 상체 b2에 좌/우 상완 b6, b3가 연결된다. 따라서 왼팔과 
오른팔은 각각 b6, b7, b8 그리고 b3, b4, b5 순서로 연결된 바디
이다. 그리고 AMIRO는 19자유도 로봇 (각 팔 7자유도, 허리 
2자유도,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 3자유도)으로, 로봇의 
configuration은 

1 2 8( , , , )b b b=q q q qL  

이다. 여기서 1 ( , , )b x y q=q 는 글로벌 좌표계에서 바라본 b1 

(모바일 플랫폼)의 위치 및 방위, 2 yaw pitch( , )b q q=q 는 b2 (허

리)의 yaw 및 pitch 각도, 3 1 2 3( )L L L
b q q q=q 와 6 1( R

b q=q  

2 3)R Rq q 는 각각 좌/우 상완의 configuration, 4 4( L
b q=q  

5)Lq 와 7 4 5( )R R
b q q=q 는 각각 좌/우 전완의 configuration, 

그리고 5 6 7( )L L
b q q=q 와 8 6 7( )R R

b q q=q 는 각각 좌/우 좌/

우 손의 configuration이다. 
 

III. Adaptive Rapidly-Exploring Random Trees 기반 경로계획 
본 장에서는 적응적인 차원의 configuration space를 형성하
는 적응적 로봇 바디 선택 방법과, 이를 사용한 adaptive RRT 
기반 경로계획 방법을 설명한다. 기존 RRT 알고리즘 [1,2]과 
달리, adaptive RRT 알고리즘은 RRT 확장 (extension)과정에서 
적응적 로봇 바디 선택 방법으로 결정된 바디들의 
configuration만으로 새로운 configuration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새로운 configuration은 더 낮은 차원의 configuration 
space에서 생성된 것으로, 이는 로봇이 전체 자유도 수 보다 
작은 수의 자유도를 사용하여 움직이게 됨을 의미한다. 이처
럼 적응적인 차원의 configuration space에서 RRT가 시작 및 

 
그림 1. 로봇 AMIRO (좌) 및 로봇의 바디 구조 (우). 
Fig.  1. AMIRO (left) and its structure of connected bodie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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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configuration을 연결할 때까지 확장시키는 방법이 
adaptive RRT 기반 경로계획이다. 
1. 적응적 로봇 바디 선택 방법 

적응적 로봇 바디 선택은 q와 목표 configuration qgoal 간에 
거리, 그리고 q에서의 바디와 장애물 사이 거리에 기반하여 
수행된다. 이를 위한 거리함수 (metric)는 전자의 경우 d : 
Q ×Q → ,R  그리고 후자의 경우 dB : Q ×B → R이다. 여기서 

d 는 configuration space에서 임의의 두 configuration간에 거리
를 의미하고, dB 는 workspace에서 biÎ B와 장애물간에 최단 
거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거리함수는 대상으로 하는 로봇 시
스템 및 경로계획 문제에 따라 달리 설계되어야 한다. 
알고리즘 1은 적응적 로봇 선택 방법의 pseudo code이다. 
이를 함수 ADAPT_BODY_SELECT로 표현하며, 함수는 q를 
파라미터로 입력 받아 B 중에서 선택된 바디들을 반환 
(return)한다. 이 함수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
우로 구분된다. 

Case 1 (d (q, qgoal) < dgoal 일 때 (알고리즘 1의 1~2행)): 이 경
우는 q가 qgoal에 가까운 경우이다. 즉, q와 qgoal사이의 거리가 
0보다 큰 상수 값인 dgoal보다 작은 경우이며, 여기서 dgoal는 
경로계획 문제 및 거리함수 d에 따라 설계되는 값이다. 이때
는 모든 바디들을 선택하여 RRT가 임의로 주어진 qgoal에 닿
도록 한다. 즉, RRT는 전체 자유도의 configuration space에서 
확장된다. 따라서 ADAPT_BODY_SELECT는 전체 바디인 B
를 그대로 반환한다. 

Case 2 safe( ( , )B i bid b w d>q 일 때, 여기서 i = 1,…,m (알고리

즘 1의 3~4행)): 이 경우는 q에서 모든 바디가 장애물과 떨어
져 있는 경우이다. 여기서 safed 는 workspace에서 허용 가능

한 로봇 바디와 장애물 간에 최단 거리 혹은 장애물까지 안
전 거리이고, biw 는 bi의 가중치 (weight factor)이다. biw 의 크

기는 biq 의 매개변수가 변화할 때 workspace에서 발생하는 

전체 바디의 swept volume [14] 크기에 비례하도록 선정한다. 
이 가중치에 safed 를 곱함으로써, 가중치가 큰 바디일수록 장

애물에 근접했다고 판단하는 기준 값이 커지도록 한다. 이러
한 방법으로 장애물과 근접한 바디가 하나도 없다고 판단 경
우, 최소한의 바디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 바디는 

 arg max for 1,...,
i

base bi
b B

b w i m
Î

= =  (1) 

와 같이 가장 큰 가중치를 갖는 하나의 바디이며, 따라서 
ADAPT_BODY_SELECT는 baseb 를 반환한다. 

Case 3 safe( ( , )B i bid b w d£q 를 만족하는 bi가 한 개 이상 존

재하는 경우, 여기서 i = 1,…,m (알고리즘 1의 5~12행)): 이 경
우는 q에서 적어도 하나의 바디가 장애물에 근접한 경우이
다. 앞의 Case 2와 유사하게 모든 바디마다 장애물까지 근접 
여부를 판단하며, 근접한 바디들의 집합을 다음 식과 같이 

obsB 로 정의한다. 

 { }obs safe| ( , ) , 1, ..., .i B i biB b B d b w d i m= Î £ =q  (2) 

그리고 협소 공간 혹은 복잡한 환경에서는 식 (2)로 결정된 
바디들 만으로 통과하기 어렵거나 불가능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RRT 확장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경우이므로, 
RRT의 노드(node)에 기억된 확장 실패 횟수가 클수록 더 많
은 바디들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NUM_EXT_FAIL 
함수를 정의하며, 이 함수는 q에서의 확장 실패 횟수를 반환
해준다. NUM_EXT_FAIL가 반환하는 값, 즉 확장 실패 횟수
에 따라 Case 3은 두 개의 sub-case로 구분된다. 

Case 3-1 (NUM_EXT_FAIL(q) = 0 인 경우 (알고리즘 1의 
7~8행)): 이전 알고리즘 반복 시 q에서 RRT 확장 실패 경험
이 없는 경우이므로, 추가로 더 많은 바디를 선택하지 않고 
RRT 확장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ADAPT_BODY_ 
SELECT는 가장 큰 가중치를 갖는 바디와 장애물과 근접한 
바디들, 즉 base obs{ }b BU 를 반환한다. 

Case 3-2 (NUM_EXT_FAIL(q) > 0 인 경우 (알고리즘 1의 
9~12행)): 이전 알고리즘 반복 시 q에서 RRT 확장 실패가 있
었던 경우이다. 그러므로 다시 RRT 확장을 시도할 때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더 많은 바디를 선택한다. 추가로 선택될 
바디의 개수를 num_bd로 표기하고 아래와 같이 
NUM_EXT_FAIL(q)에 비례하여 증가하도록 정의한다. 

 num_bd = ROUND(fact × NUM_EXT_FAIL(q)) (3) 

여기서 fact는 NUM_EXT_FAIL(q) 증가에 따른 num_bd의 증
가분을 조절하기 위한 계수이고, ROUND는 실수를 정수로 
반올림하는 함수이다. 로봇 바디의 개수는 m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num_bd와 (2)에서 선택된 바디 개수의 합이 m을 초
과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로봇이 q에서 장애물을 회피하기 
어려운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바디를 선택하게 된다. 
위 식 (3)으로 추가될 바디의 개수를 계산하였으면, 어떤 
바디들이 추가될지를 결정한다. 부모 바디가 움직이면 자식 
바디들은 따라 움직이므로, 장애물에 근접한 바디뿐만 아니
라 부모 바디도 움직이도록 한다. 따라서 obskb BÎ 에 추가될 

바디들의 집합은 아래와 같이 ,add kB 로 결정한다. 

 ,

obs

{PARENT( , 1), PARENT( , 2),
, PARENT( , _ ) } . .

add k k k

k k

B b b
b num bd k s t b B

=

" ÎL
 (4) 

여기서 PARENT( , )kb n 는 kb 의 n번째 부모가 존재할 경우 

부모 바디를 반환하는 함수이다. 이 sub-case의 경우 

 
Algorithm 1 ADAPT_BODY_SELECT(q) 
1 if d(q, qgoal) < dgoal then 
2    return B 
3 else if 

safe( , ) for 1,...,B i bid b w d i m> =q  then 

4    return baseb  

5 else 
6 { }obs safe| ( , ) , 1, ...,i B i biB b B d b w d i m¬ Î £ =q  

7    if  NUM_EXT_FAIL(q) = 0 
8         return  

base obs{ }b BU  

9    else  
10        num_bd ← ROUND( fact ×NUM_EXT_FAIL(q)) 
11         Get Badd,k obs. . kk s t b B" Î     (using Eq. (4)) 

12         return ( )base obs ,{ } add kb B BU U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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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_BODY_SELECT는 (1), (2)뿐만 아니라 (4)로 결정된 
바디들 또한 같이 반환한다. 
그림 2는 6자유도 평면 시리얼 타입 로봇에 적응적 바디 

선택을 적용한 세 가지 예시로, 모두 동일한 configuration이
다. 여기서 fact = 0.6 이고, q에서 obs 5{ }B b= 라고 가정하자. 

첫 번째로 만약 NUM_EXT_ FAIL(q) = 0 이면 Case 3-1에 해
당하는 경우이고, 추가로 선택되는 바디는 없다(그림 2, 좌
측). 따라서 이 경우 ADAPT_BODY_SELECT가 반환하는 바
디는 1 5{ , }b b 이다. 두 번째로 만약 NUM_EXT_FAIL(q) = 2 

이면 식 (3)으로부터 num_bd = 1 이 되고, Case 3-2에 해당하는 
경우가 된다(그림 2, 중앙). 그러면 ADAPT_BODY_SELECT
가 반환하는 바디는 추가된 하나의 바디 add,5 4{ }B b= 를 포함

하여 1 5 4{ , , }b b b 가 된다. 비슷한 과정으로, 만약 NUM_ 

EXT_FAIL(q) = 4 이면 식 (3)으로부터 num_bd = 2 이 되고 이
는 두 개의 바디가 더 선택됨을 의미한다(그림 2, 우측). 그러
므로 ADAPT_BODY_SELECT는 1 5 4 3{ , , , }b b b b 을 반환한다. 

2. Adaptive RRT 알고리즘 

Adaptive RRT 알고리즘은 RRT를 매번 확장할 때마다 다른 
차원에서 자라게 함으로써 적응적 차원에서 시작 및 목표 
configuration들을 잇는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이다. 이 RRT 확
장 과정에서 앞서 소개된 적응적 로봇 바디 선택 방법, 즉 
알고리즘 1에서의 함수 ADAPT_BODY_SELECT를 사용하여 
선택된 바디들만의 configuration을 RRT 확장에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은 바디들은 제외시킨다.  

적응적 차원에서 RRT를 확장시키는 함수를 EXTEND_ 
ADAPT_RRT로 정의하며, 이는 알고리즘 2와 같은 pseudo 
code로 표현된다. T를 tree, 즉 RRT라고 할 때 이 함수는 T와 
q를 입력 파라미터로 하고, RRT 확장에 성공하거나 혹은 실
패한 후 결과를 반환한다. 

EXTEND_ADAPT_RRT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T를 구성하는 노드들 중 q에 가장 가까운 노드를 선택
하고, 이를 qnear로 선언한다 (알고리즘 2의 1행). 그리고 알고
리즘 1에서 정의된 함수 ADAPT_BODY_SELECT를 호출하
여 qnear에서 선택된 바디들의 집합 Bselected를 찾는다 (알고리
즘 2의 2행). 그러면 3행에서 함수 NEW_CONFIG_ADAPT는 
new configuration인 qnew를 생성하는데, 이에 성공하면 참을 
실패하면 거짓을 반환한다. 

NEW_CONFIG_ADAPT를 사용한 qnew의 생성 과정은 그림 
3과 같이 묘사된다. q를 Bselected에 상응하는 낮은 차원의 
configuration space로 사영(projection)시킨 후 이를 q'이라고 표
현한다. 이 space는 Bselected에 속한 바디들의 configuration만으
로 구성된 configuration space이다. 그리고 qnear에서 시작하여 
q'을 향해 ε만큼 떨어진 곳에 qnew를 생성한다. 즉, qnear의 요소 
중 선택된 일부만이 qnew로 확장되고 나머지는 qnear에서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한 채 qnew가 된다. 따라서 T는 전체 차원의 
configuration space에서 자란다. 생성된 qnew가 collision-free이면 
NEW_CONFIG_ADAPT가 참을 반환하며, 현재 T에 qnew를 

 
그림 2. 적응적 바디 선택 예시: NUM_EXTEND_FAIL(q) = 0 (좌측), NUM_EXTEND_FAIL(q) = 2 (중앙), NUM_EXTEND_FAIL(q) = 4 

(우측). 
Fig.  2. Examples of adaptive body selection: NUM_EXTEND_FAIL(q) = 0 (left), NUM_EXTEND_FAIL(q) = 2 (middle), NUM_EXTEND_ 

FAIL(q) = 4 (right). 

 
Algorithm 2 EXTEND_ADAPT_RRT(T, q) 
1 qnear ← NEAREST_CONFIG(q, T) 
2 Bselected ← ADAPT_BODY_SELECT(qnear) 
3 if NEW_CONFIG_ADAPT(q, qnear, Bselected) then 
4      T.add_config(qnear, qnew) 
5      if qnew = q then 
6           return Reached 
7      else  
8           return Advanced 
9 else 
10      NUM_EXT_FAIL(qnear) ← NUM_EXT_FAIL(qnear) + 1 
11      return Trapped 

 

 

qinit

q

q'
qnear

qnew

ε

Full-dimen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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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낮은 차원의 configuration space에서 RRT 확장 예시. 
Fig.  3. Example of RRT extension in a lower dimensional 

configuratio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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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ear의 자식 노드로 추가시킨다 (알고리즘 2의 4행). 그러면 T
가 확장되는 것이다. 이때 NEW_CONFIG_ADAPT는 qnew가 
q에 일치하도록 확장되었으면 Reached를, 아닌 경우 
Advanced를 반환한다 (알고리즘 2의 5~8행). 이와 달리 qnew에

서 로봇이 장애물과 충돌하면 NEW_CONFIG_ADAPT는 거
짓을 반환하고, qnear에서 기억된 NUM_EXT_FAIL 값을 1만큼 
더 증가시킨다. 그리고 T를 확장하지 못했으므로 Trapped를 
반환한다 (알고리즘 2의 10~11행). 

Adaptive RRT를 기반으로 한 경로계획 방법은 알고리즘 3
의 pseudo code와 같다. 이 경로 계획기 (path planner)를 함수 
ADAPT_RRT_BIDIRECT으로 정의한다. 시작 및 목표 
configuration인 qstart와 qgoal 그리고 로봇 바디들의 집합 B를 
입력 파라미터로 하고, 결과 경로를 찾으면 이를 반환하거나 
경로 계획에 실패하면 이 결과를 반환한다. 
일반적으로 단일 tree를 사용하는 single RRT 보다 두 개의 

tree를 사용하는 bidirectional RRT 경로계획 방법이 더 짧은 
경로계획 시간을 보이므로[2], 본 논문은 bidirectional RRT 기
반 경로 계획기를 사용한다. 알고리즘 3의 1행에서 두 개의 
tree, Ta와 Tb를 초기화 시키는데 이들의 root는 각각 qstart와 
qgoal가 된다. 그리고 2행부터 알고리즘의 메인 루프를 반복하
는데, 반복 횟수가 최대 허용 횟수 K를 초과하면 경로 계획
에 실패한 것으로 ADAPT_RRT_BIDIRECT는 Failure를 반환
한다. 메인 루프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랜덤 
configuration qrand을 생성하고 (알고리즘 3의 3행), Ta와 Tb가 
번갈아 가면서 자라게 한다. 함수 EXTEND_ADAPT를 사용
하여 Ta를 qrand로 향하도록 qnew에 확장하고, 이에 성공하면 
이번엔 Tb를 qnew로 향하도록 여기에 확장한다 (알고리즘 3의 
4~5행). 즉, 알고리즘은 두 tree가 서로 만나도록 시도하는 것
이다. 만약 이에 성공하여 두 tree가 서로 연결되면 결과 경
로를 찾은 것이므로, 결과 경로 PATH를 반환하고 
ADAPT_RRT_BIDIRECT는 종료된다 (알고리즘 3의 6행). 이
와 달리 앞에서의 확장 과정에 실패하면 Ta와 Tb를 서로 교

환하고 (알고리즘 3의 7행) 메인 루프를 처음부터 반복한다. 
이처럼 두 개의 tree를 번갈아 가면서 자라게 하여 경로를 탐
색하는 알고리즘의 구조는 기존 RRT-ExtExt [1,2]와 유사하지
만, adaptive RRT 알고리즘은 앞서 정의된 EXTEND_ADAPT
함수를 사용하여 RRT를 적응적인 차원에서 자라게 함으로
써 보다 효율적인 경로 계획을 가능케 한다. 

 
IV. 시뮬레이션 결과 

본 장에서는 로봇 AMIRO를 대상으로 앞서 III 장에서 소
개된 adaptive RRT 기반 경로계획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룬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자체 개발한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시뮬레이터는 Visual C++/MFC 환경에서 개발된 윈도우 기반 
S/W이다. 시뮬레이터에서 로봇 및 주변 환경의 3차원 그래
픽 표현은 OpenGL (Open Graphics Library)을, 그리고 충돌 검
사는 PQP (Proximity Query Package) 라이브러리[11,12]를 사용
하여 구현되었다. 모든 시뮬레이션은 3.30 GHz 인텔 코어 i5 
4Gb RAM 사양의 컴퓨터에서 수행되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두 가지 종류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
션 하였다. 첫 번째는 작업 책상으로 접근하는 시나리오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좁은 입구를 통과하는 시나리오이다. 
Adaptive RRT 기반 경로계획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각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안된 방법과 기존 RRT의 
bidirectional 경로계획 방법인 RRT-ExtExt 알고리즘을 각각 
10회씩 반복한다. 그리고 두 방법간에 10회 동안 수행된 경
로계획 평균 시간을 비교한다. Adaptive RRT 기반 경로계획의 
경우, 로봇이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사용되는 바디들의 
개수를 기록하였다. 
1. 첫 번째 시나리오, 로봇이 작업 책상으로 접근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로봇은 초기에 작업 책상으로부터 
3.35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그림 4(a)) 목표 자세인 
책상 바로 앞까지 충돌 없이 접근해야 한다. 로봇의 초기 위
치 근처에는 충돌체가 없지만, 책상 앞 목표 자세에서는 로
봇 기준으로 좌 우에 장애물이 존재한다(그림 4(e)). 그림 4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adaptive RRT 알고리즘을 적용
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로, 10회 반복 수행된 시뮬레이션 결과 
중 하나의 시뮬레이터 화면 스냅 샷 이다. 
동일한 첫 번째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adaptive RRT 기반 
경로계획은 평균 2.67초, RRT-ExtExt 알고리즘 기반 경로계획
은 평균 5.17초가 소모되었으므로 제안된 방법이 기존 방법
보다 약 1.93배 더 빠른 경로계획 시간을 보였다. 그리고 
adaptive RRT 기반 경로계획의 경우 결과 경로는 평균 221개

 
그림 4. 첫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터 화면 스냅 샷, 여기서 적색 및 청색 선은 각각 로봇 왼손 및 오른 손의 궤적. 
Fig.  4. Screen snapshots of the simulator for a first scenario where red and blue solid lines are the trajectories of robot’s left and right hands, 

respectively. 

 
Algorithm 3 ADAPT_RRT_BIDIRECT(qstart, qgoal, B) 
1 Ta.init(qstart), Tb.init(qgoal) 
2 for k = 1 to K do 
3      qrand ← RANDOM_CONFIG() 
4      if not EXTEND_ADAPT(Ta, qrand) = Trapped  then 
5           if EXTEND_ADAPT(Tb, qnew) = Reached  then 
6                return PATH(Ta, Tb) 
7      SWAP(Ta, Tb) 
8 return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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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드로 구성되었고, 첫 번째 노드가 시작 configuration이
고 마지막 221번째 노드가 목표 configuration이다. 이 경로 노
드 인덱스 증가에 따른 선택된 바디들의 개수는 그림 5와 같
다. 첫 번째 노드부터 약 135번째 노드까지는 바디가 하나, 
즉 모바일 플랫폼만이 선택되었다. 따라서 로봇이 책상 근처
에 도달하기까지 팔은 움직이지 않고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
한다(그림 4(a)~(c)). 그리고 그 이후 노드부터 로봇이 장애물
과 가까워짐에 따라 로봇 허리 및 팔에 해당하는 바디들이 
선택되기 시작한다. 목표 자세에 근접하면 모든 바디들을 사
용하여 목표 자세로 도달한다(그림 4(d)~(e)). 
2. 두 번째 시나리오, 로봇이 좁은 입구를 통과 

두 번째 시나리오는 로봇이 폭이 좁고 높이가 낮은 입구
를 통과하는 시나리오로써 그림 6(a)와 같은 환경이 주어졌
다. 입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로봇은 허리를 숙이고 팔을 
안쪽으로 접어야만 한다. 이 시나리오 또한 adaptive RRT 알
고리즘을 적용해 10회 반복 수행되었고, 그림 6은 시뮬레이
션 결과 중 하나의 시뮬레이터 화면 스냅 샷 이다. 

본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adaptive RRT 기반 경로계획은 평
균 9.39초, RRT-ExtExt 알고리즘 기반 경로계획은 평균 15.87
초가 소모되었다. 따라서 제안된 방법이 기존 방법보다 1.69
배 더 빠른 경로계획 시간을 보였다. 이 두 번째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adaptive RRT 기반 경로계획을 수행했을 때 결과 
경로는 평균 409개의 노드로 구성되었다. 그림 7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노드부터 153번째 노드까지는 모바일 플랫
폼 하나의 바디가 선택된 경우로, 이는 로봇이 초기 위치에
서 입구 앞까지 접근하는 경로에 상응한다(그림 6(a)~(b)). 그
리고 274번째 노드까지는 로봇이 입구를 통과하는 경로 노
드인데, 점진적으로 선택된 바디들의 개수가 증가하다가 감
소한다. 이는 그림 6(c)부터 (f)와 같이 로봇이 먼저 팔과 허
리 등 가까워진 바디들을 사용하여 입구에 근접하고 모든 바
디를 사용해 통과, 그 후에는 입구에서 멀어짐에 따라 사용
하는 바디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목표 
configuration에 가까워 지면 이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바디들
을 사용한다. 

 

 
그림 7. 두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경로 노드의 인덱스 대 선

택된 바디들의 개수 그래프. 
Fig.  7. Graph of the path node’s index vursus the number of selected 

bodie, second scenario. 

 

 
그림 5. 첫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경로 노드의 인덱스 대 선

택된 바디들의 개수 그래프. 
Fig.  5. Graph of the path node’s index vursus the number of selected 

bodie, first scenario. 

 
그림 6. 두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터 화면 스냅 샷, 여기서 적색 및 청색 선은 각각 로봇 왼손 및 오른 손의 궤적. 
Fig.  6. Screen snapshots of the simulator for a second scenario where red and blue solid lines are the trajectories of robot’s left and right hand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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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논문은 adaptive RRT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를 고 자
유도 다물체 로봇 시스템의 경로계획에 적용하였다. 19자유
도 로봇인 AMIRO의 경로계획을 두 가지 시나리오 ‘작업 책
상으로 접근’, ‘좁은 입구 통과’에 대해서 수행하였으며, 각각
의 시나리오에서 기존 사용되던 RRT 알고리즘 기반 경로계
획보다 1.93배 및 1.69배 더 빠른 경로계획 시간을 보였다. 
이를 통해 고 자유도의 로봇이 항상 모든 자유도를 사용해야
만 목표 자세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변 환
경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적응적인 차원의 검색 공간에서 경
로계획이 보다 효율적임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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