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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intelligent robots have to be given environmental information to perform tasks. In 
this paper an intelligent robot, that is, a cleaning robot used a sensor fusing method of two sensors: 
LRF and StarGazer, and then was able to obtain the information. Throughout wall following using 
laser displacement sensor, LRF, the working area is built during the robot turn one cycle around the 
area. After the process of wall following, a path planning which is able to execute the work 
effectively is established using flow network algorithm. This paper describes an algorithm for 
minimal turning complete coverage path planning for intelligent robots. This algorithm divides the 
whole working area by cellular decomposition, and then provides the path planning among the cells 
employing flow networks. It also provides specific path planning inside each cell guaranteeing the 
minimal turning of the robots. The proposed algorithm is applied to two different working areas, and 
verified that it is an optimal path plann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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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지능형로봇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업

할 공간에 대한 환경 정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할 수 있

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로봇은 초음파 센서나 

레이저센서 등 다양한 센서들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지

도작성(mapbuilding)을 수행한다. 또한, 주행거리 측정 

계(odometry), 비전시스템, 적외선센서 등과 같이 외부에 

장착 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하여 위치와 방향을 정확히

계산, 보정한 결과를 토대로 자기 위치추정(localization)
을하여 작업공간에 대한 환경정보를 얻는다. 지도를 작성

하는 방법에는 크게 격자지도(grid map) 방식과 위상지

도(topological map)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격자지도 방

식은 로봇 주위의 환경장애물이 있는 셀과 장애물이 없

는 셀로 구분하여 나누어 지게 된다. 많은 양의 메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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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공간에 대한 정보를 일정크기

의 셀로 나누어 구성함으로써 공간상의 장애물이나 벽에

대한 정보들은 센서의 정밀도가 떨어지더라도 적은 오차

를 나타낸다는 장점이 있다. 그와 달리 위상지도방식은 

공간영역에 대한 정보나 환경의 특징점들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는데 센서의 정밀도를 요구하기 때

문에 센서의 오차를 고려하였을때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

보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1-3].
로봇의 경로계획은 크게 두 종류의 작업으로 나뉜다. 

시작점에서 목표점까지 최적경로를 생성하여 빨리 이동

하는 PTP(point-to-point)경로계획법[4]과 주어진 영역의 

이동가능 영역을 모두 경유하는 전체영역(complete 
coverage) 경로계획법이 있다[5-15]. 많은 로봇작업의 경우 

최적경로를 생성하여 빨리 이동하는 PTP(point to point)
경로계획법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청소로봇과 같은 

경우는 지도작성(map building)을 통해 얻어진 지도정보

로부터 로봇이 전체영역을 효과적으로 이동하기 위한 최

적의 경로계획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위치추정을 한 후, 
계획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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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ntelligent robot system

Model name URG-04LX

Power source 5VDC

Weight 0.16 kg

Resolution 0.001 m

Scanning time 0.1 s

Measurement range ± 120°

Detectable distance 0.02 to 4 m

표 1. 이  거리 센서 사양

지능형 로봇의 경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목적지로 가

장 빠르게 도달 할 수 있는 경로를 찾는 반면, 청소 로봇

은 청소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장애물을 

제외한 모든 경로를 지날 수 있도록 하는 경로를 계획해

야만 한다. 이러한 점은 로봇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

는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효율적인 부분을 감

안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전체영역 경로계획은 대표적으로 템플릿(template)을

이용한방식과[5-7] 포텐셜필드(Potential Field)를 이용한 

방식[8,9] 셀 분할을 이용한 방식으로[10-14] 분류할 수 있다. 
템플릿을 이용한 방식은 몇 개의 기본경로 계획템플릿과

청소환경을 이용하여 경로계획을 한다. 로봇과 환경지도

를 기반으로 가장 적당한 템플릿을 이용한다. 포텐셜 필

드를 이용한 방식에서는 청소영역을 수치적 값을 가진 

셀로 표현 한다. 방문한 셀의 값은 증가하고 주위에서 가

장 낮은 값을 가진 셀로 이동하는 경로계획을 말한다. 이 

때, 발생되는 많은 방향전환을 줄이기 위하여 셀의 값으

로 거리함수와 방향 전환함수를 이용하였다. 셀 분할을 

이용한 방식은 청소공간을 셀로 나눠서 해석하는 경로계

획을 말한다. Choset은 장애물을 만나는 임계점에서 셀들

을 분리하고, 장애물을 벗어나는 임계점에서 나뉘어진 셀

들을 합치는 Boustrophedon 셀 분할방식과 단순한 그래

프 탐색 알고리즘인 깊이 우선탐색방식을 이용해 전체영

역을 방문하는 Morsedecomposition 방식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청소 로봇이 작

업하기 위한 경로계획에 앞서 작업환경 정보를 얻기 위

하여 로봇을 벽을 따라 이동시켰다. 장애물 또한 환경정

보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여 회피하면서 지도작성을 하였

다. 지도작성은 레이저 거리 센서와 위치인식 센서의 센

서융합을 통하여 실제 작업공간에서 로봇의 절대위치 파

악이 가능한 지도를 완성하였다. 또한, 방향전환때 많은  

시간과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청소할 영역의 모양에따

라 최소의 방향 전환을 갖도록 청소공간을 여러 플로우 

네트워크로 분리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5,16].
본 알고리즘은 전체 청소영역을 셀들로 분리한 후 셀들

을 플로우네트워크(flow network)로 표현하고 셀들사이

의 경로를 최적화하였다. 그리고 각셀에 입출력 부분 정

점을 설계해서 각 셀의 모양에 따라 셀의 모양에 맞는 최

적의 경로들을 생성해주는 전체 영역의 경로계획을 작성

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그 효율성을 검증 하였다. 또한, 
최소의 방향전환을 통한 시간과 전력의 절약과 플로우 

네트워크의 효율성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2. 시스템 구성  실험 환경

알고리즘을 적용 및 검증을 하기 위한 로봇 플랫폼으

로 유진 로보틱스의 X-bot을 사용하였고, 레이저 거리 센

서(LRF: laser range finder)와 위치인식센서인 스타게이

저(StarGazer)를 로봇 위에 탑재하여 자기위치와 주위의 

장애물 및 벽 등 환경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

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레이저 거리센서는 Hokuyo사의 URG-04LX를 사용하

였다. 센서의 최대측정 각도는 ±120°까지 측정 가능하지

만 본 논문에서는 ±90°로 국한시켜 사용하였고 0.36°당 

한번씩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지만, 본논문에서는 센서로

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샘플링타임을 줄이기 위해 1°간
격으로 측정하였다. 이렇게 제한한 이유는 필요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계산량을 최적화하기 위

함이다. 사양은 표 1과 같다.
위치 인식센서인 스타게이저는 천정에 부착된 랜드마

크(landmark)에 적외선을 조사하여 반사된 정보를 통하

여 로봇의 절대위치와 회전 각도를 측정한다. 사양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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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ame StarGazer

Product size 50×50×28mm

Measurement time 0.1 s

Measurement range Ø 2.5~3.0m

Resolution 1°

Accuracy ± 2cm 

표 2. 치 인식 센서 사양

그림 2. Measurement of a wall and obstacles

센서들로부터 받아들여오는 데이터는RS-232통신을 

이용하여 전달되어 장애물 회피 및 지도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데이터 처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스

템구성은 랩뷰(LabView)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실험환경은 3.7m×3.5m 크기의 사각형 공간에 서로 다

른 크기의 두 개의 장애물을 이용하여 구성하였고, 본 논

문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장애물들의 위치와 크기에 변화를 준 서로 다른 두 환경

에서 적용시켜 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3. 장애물 회피와 지도 작성

실험환경에서 장애물과 벽에 대한정보는 레이저 거리

센서를 활용하여 얻는다. 주행중의 장애물 인식 및 회피

는 레이저거리 센서로 이동방향 기준으로 ±25°지점의 거

리를 측정하여 장애물이 로봇으로부터 일정거리 내로 들

어오면 장애물로 인식하여 로봇을 정지시키고, -60°에서

의측정값 (그림 2의 d-60)과 -45°에서의 측정값(그림 2의

d-45)을 -90°에서의 측정값(그림 2의 d-90)을 통하여 추정

한 값과 비교하여 회전 각도를 결정하여 시계방향으로 

회전 시키는 방식으로 장애물을 회피하였다. 또한, 갑자

기 d-90의 값이 커지면 반 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원래의 

일정 거리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물을 인식하

여 회전을 하게되면 측정값 d-45이 d-90로 추정한 값  -45 
(식 (2))과 비교하였을 때, 작아지게 되므로 이둘이 같아

질때까지 회전을 시키고 보다 정확한 회전을 위하여 d-60

에 대한측정값과 추정값  -60도 활용하였다.

 _   
_ (1)

 _   
_ (2)

벽추종에 관련된 레이저 거리센서의 데이터는 좌측부

분에 국한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측정값은

장애물의 인식 및 지도작성에 이용되었다. 그림 3을 보

면, 샘플 시간 동안로봇의 진행방향(로봇의이동 좌표계의 

y축)을 기준으로 ±90°구간을 1°간격으로 측정하여 로봇

의 현재위치에 대한 벽면과 장애물간의 거리를 측정하였

다. 이 값과 위치인식센서를 사용하여 측정한 로봇의 절

대위치 및 회전 각도를 이용하여 공간내에서의 장애물과 

벽면의 절대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 측정 및 계산된 데이

터는 1cm 단위의 셀로 이루어진 400×400의 가상의 2차

원 공간에 저장한 후,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를 통하

여 벽면과 장애물의 형상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장애물이

있는 공간에 대한 환경지도를 작성하였다. 
로봇에 대한 장애물과 벽면의 상대위치는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때, di는 로봇에 장착된 레이저 거리 센

서의 i°에 대한 장애물 및 벽면의 측정거리를 나타내고 

있고, φi는 di와로봇의진행방향과이루는각을나타낸다(그
림 2, 3 참고).

     (3)

    (4)

위치 인식센서를 통해얻은 로봇의 절대위치값에 구해

진 상대위치값을 더하게 되면 장애물의 절대 공간상에서

의 위치값을 계산할수 있다. 그러나, 회전각도에 따라 좌

표 값을 수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샘플 타임마다 식 (5)에
서 보는바와 같이 로봇의 회전과 이동에 따라 상대위치

를 보정하였다. 이때 xR, yR는 위치 인식센서로 측정한 로

봇의 절대 위치값이다. 식 (5)를 통하여 공간상에서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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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artitioning of an area by cellular decomposition

그림 3. Map building mechanism

봇의 절대위치에 대한 벽면과 장애물을 나타내는 환경 

지도를 결정할 수 있다.

__ 

 

   
    


 (5)

4. 로우 네트워크를 이용한 경로계획

4.1 역 분할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업 영역은 장애물의 임

계점(critical point)에 따라서 여러개의 셀 Celli,로 나타낸

다. 여기서 임계점은 장애물의 진입부와 마지막 부분에 

있는 돌출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CPi로 표시하였다. 청
소영역은 CP1을 기준으로 Cell1과 Cell2의 두 개의 셀로

분리되며, CP2를 벗어나면 한 개의 셀 Cell3로 합쳐지게

된다. 이렇게 분리된 각 셀의 중심은 무게중심 Pi로 나타

내었다.

4.2작업 역의 로우 네트워크

로봇이 작업할 작업영역을 플로우 네트워크로 나타내 

보면 그림 5와 같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름을 갖는 

플로우 네트워크로 표현하기 위해 각 셀의 무게중심으로 

표현된 정점과 셀들 간의 이동경로는 간선으로 나타내었

다. 정점은 시작정점, 도착정점, 중간정점으로 이루어진

다. 시작정점에서 중간정점으로 연결되는 간선과 중간정

점에서 도착정점으로 연결되는 간선은 단방향성을 갖고 

중간정점들 간의 간선은 양방향성을 갖는다. 양방향간선

은 단방향 간선보다 우선순위를 높게 하여 도착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양방향 간선과 연결된 모든 중간정점을 

지나도록 한다. 그림 5의 플로우 네트워크는 FN0 = {P0, 
P1, P2, P3}와 FN1 = {P3, P4, P5, P6}두 개의 플로우 네트

워크로 구성이 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FN0에서는 P0 
가 시작 정점이 되고 P3가 도착 정점이 된다. FN1에서는 

P3가 시작 정점이 되고 P6가 도착 정점이 된다. 두 개의 

플로우 네트워크에서 P3는 FN0의 도착 정점인 동시에 

FN1의 시작 정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Flow network for working area

4.3셀 간의 경로계획

전체작업 영역에 대한 경로를 계획, 완료하기위해서는 

먼저 분할된 각 셀 간의 경로계획을 해야 한다. 시작 정

점에서 x축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정점으로 이동하며

한 번 이동한 간선은 이동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한다. 
그림 5를 보면 시작 정점인P0에서 x축의 거리가 가까운 

정점을 탐색하게 된다. 또한, 이 전정점에서 x축의 거리

가 가까운 정점을 탐색 시 탐색된 정점의 x축 선상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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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ath planning template

점의 좌표와 근처정점의 x축 선상의 좌표오차가 ±5cm일

때는 동일선상으로 간주하고 두 정점과 이전 정점 사이

의 거리를 계산하여 가까운 정점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FN0의 경로계획은 FN0에 속한 P0부터 P3까지 경로가 생

성 되며 경로의 순서는 Path0 = {P0, P1, P2, P3}이고 도착

정점인 P3에 도착하게 되면 FN0는 완성된다. FN1의 경로

계획은 FN1에 속한 P3부터 P6까지 정점 간의 경로가 생

성되게 된다. 경로의순서는 Path1 = {P3, P4, P5, P6}이고

도착정점인 P6에 도착하게 되면 FN1는 완성된다. 

4.4셀 내부의 경로계획

전체 작업영역을 플로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셀 간의 

경로계획을 완료하게 되면 셀 내부의 경로계획을 해야 

한다. 각 셀들은 4개의 모서리를 가지며 모서리에 해당되

는 외각에 부분정점(sub-point)이 존재하게 된다. 셀 분할

을 하면 각셀들은 서로 두 개의 셀이 인접하게 되는데 인

접한 두 셀들의 부분 정점 중에서 경로 시작점이 되는 입

력 부분 정점인 SPin과 경로의 마지막점이 되는 출력 부

분 정점 SPout을 구한다. 셀 내부의경로계획은 셀의 형태

와 부분 정점의 위치에 따라 그림 6에서와 같이 6개의 작

업 패턴 템플릿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셀 내부의 경로계

획을 하게되는데 각각의 템플릿에 입출력부분정점을 

SPin, SPout으로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6과 같이 6가지의 작업 형태를 적

용하여 셀 내부의 경로 계획을 하였으며, 크게 (a), (b), 
(c)와 (d), (e), (f) 이 두그룹으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

는데 두 그룹은 모양과 경로의 방향은 다르나 경로의 형

태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봇이 경로계획을 수행할 

때 방향을 바꾸기 위한 회전이나 전진작업을 하게되는데 

로봇이 회전할 때에는 회전하기전 정지, 정지후회전 동작

을 하게된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하는 시간이 지연되고

비효율적인 주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경

로계획 시셀의 x, y의 거리값을 통해 주경로방향을 결정

하여 셀 내부의 경로계획을 할 때 로봇이 방향 전환 횟수

를 최소화하여 작업의 효율을 높이도록 경로 계획을 하

였다.

4.5 체 역 경로계획

전체영역의 경로계획은 4.3절의 각 셀 간 경로계획과 

4.4절의 셀 내부의 경로계획을 통합하여 그림 7과 같이 

전체영역 경로계획을 완성할 수 있다. 그림 7의 전체영역

경로계획을 보면,4.4절의 청소패턴 템플릿을 활용하여 작

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셀 내부의 경로계획을 보

면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방향전환 횟수를 줄인 형

태로 경로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고, 무게중심 P2를 갖는 

셀의 출력부분정점 SPout에서 무게중심 을 갖는 셀의 

입력 부분정점 SPin으로 이동 시, 사이를 연결하는 경로

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무게중심 P4를 갖는 

셀에서 무게중심 P3를 갖는 셀로 이동할 때 동일하게 경

로가 생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7. Complete coveragepath planning 

5. 실험 결과

지능형 이동로봇 이미지의 작업공간에서 환경정보를 

얻어오기 위하여 주행시 레이저 거리센서를 사용하여 벽

추종을 하면서 장애물을 회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레이

저 거리 센서와 위치인식센서를 사용하여 구한 장애물 

및 벽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지도 작성을 하게된다. 
또한, 로봇의 현재위치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벽추

종을하며 작성된 환경지도를 바탕으로 로봇은 전체영역

에 대한 경로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8의(a), (b)는 장애물의 위치와 크기가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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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8. Mapbuilding and linear regression

(a)

  

(b)

그림 9. Cell decomposition

 

(a)

  

(b)

그림 10. Flow network of working area

(a)

  

(b)

그림 11. Working sequence for maps

 

(a)

  

(b)

그림 12. Results by the proposed algorithm

두 환경에서 플로우 네트워크를 이용한 경로계획 알고리

즘을 적용시키기 위해 레이저 거리센서를 이용하여 벽추

종을 함과 동시에 레이저 거리센서와 위치인식센서를 이

용하여 절대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어 획득한 지도들이다.
점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는 레이저 거리센서와 위치 인식

센서를 이용하여 얻은 벽과 장애물의 절대위치값들을 나

타내고 있다. 이 값들은 선형회귀 방법을 통해 벽과 장애

물에 대한 좌표값의 형태로 나타내었다. 이렇게 구해진 

환경지도와 실제지도간의 오차는 최대 5cm임을 알 수 있

었다.
그림 9는 선형회귀를 통하여 구해진 벽과 장애물의 환

경 정보를 이용하여 각 장애물들의 좌표 값을 구하여 표

시하였다. 이 때, 선형회귀로 구해진 장애물들에 대한 외

곽선의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서로 교차하는 두 선분의 

시작점과 끝점을 이용하여 교차점의 x, y를 구하였다. 벽
면과 장애물에 대한 환경정보에서 장애물의 x축 선상의 

외곽 끝점들을 임계점으로 선택하여 셀 분할을 하였다. 
셀 분할 후에는 각 셀을 구성하는 네 개의 외각점을 이용

하여 그들의 무게중심을 구하였다.
그림 10은 작업영역을 셀 분할후, 각 셀의 무게중심을 

간선으로 연결하고 FN0, FN1 두 개의 플로우 네트워크로 

구성된 그림이다.
그림 11은 두 환경에 대하여 측정된 전체작업 영역을

셀 분할을 한 후, 플로우 네트워크에 의해 생성된 각 셀

간의 전체영역 경로 계획을 나타내고 있다. 각 셀간의 경

로 순서는 셀의 무게중심의 x축상의 좌표값에 대하여 정

점간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순서로 결정되었다. (a)의 작

업영역의 전체 경로순서는 Path0 = {P0, P2, P1, P3, P4, P5, 
P6} 이고, (b)의 작업영역의 전체 경로순서는 Path1 = {P0, 
P1, P2, P3, P4, P5, P6}와 같이 결정 되었다.       

그림 12는 각 셀사이의 이동 경로와 순서가 정해진 후, 
셀 내부의 경로 계획을 통하여 방향 전환을 최소화하여 

구한 전체영역 경로계획을 실제 로봇을 통하여 실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빨간색 실선은 측정된 환경지도와 

장애물들을 나타내고 있고, 환경지도안에 파란색의 점과 

선은 로봇이 경로계획을하여 실제로 이동한 위치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각 셀간의 순서를 정하고 앞에서 설명한 

셀 내부의 경로계획 템플릿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전체

영역을 경로계획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서로다

른 환경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실험하였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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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모두 잘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로봇이 방향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정지 후, 회전

을 해야되기 때문에 가 감속으로 인한 시간과 전력의 소

비가 심하다. 표 3은 로봇이 3.7m x 3.5m의 작업영역을 

11.3cm/s의 속도로 직진하고, 회전 할때에는 3.8cm/s 의
속도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였을 때, 기존의 알고리

즘[12]과 제안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였을때의 전체회전수

와 총 소비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총 회전수에 대해 제

안된 알고리즘은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약 16.7% 절약되

었고, 총 소요 시간 또한 13.4% 절약 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Total turns Total time

Proposed algorithm 35 568.7 sec.

Algorithm[12] 42 656.6 sec.

표 3. 제안된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12]

을 용한 실험 결과

6. 결 론

다양한 지능형 로봇중에서 청소로봇의 경우, 미지의 

작업공간에 대하여 작업을 수행할때, 효율적인 경로계획

을 위해 환경정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경로계획을 수립하기전에 먼저 벽추종을 수행하며 환경

지도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환경지도를 바탕으로 플로우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전체 영역 경로계획을 수

행함과 동시에 전력과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을

경로계획을 수행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 및 검증하기 위하여 장애물의

위치와 크기가 다른 서로 다른 두 가지 경우의 실험환경

을 구성하였고, 각각의 환경하에서 장애물 회피 및 지도

작성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플로우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실험한 경로가, 보다 효율적인 경로 

계획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최소의 방향전환을 통하여 

작업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참고문헌

[1] A. Elfes. “Dynamic Control of Robot Perception 
Using Multi-Property Inference Grids,”Proceedings 
of the IEEE Int. Con On Robotics and Auto-
mation, pp.2561-2567, Nice,France, may, 1992

[2] Johann Borenstein and Yorankoren, “Histogramic 
Motion Mapping for Mobile Robot Obstacle 
Avoidance”, IEEE Trans.Robotics and Auto-
mation, pp.535-539, 1991

[3] R. Zimmer, “Embedding local metrical map 
patches in a globally consistent topological map,” 
Proc. Of the intl. Symposium on Underwater 
Technology 2000, Tokyo, Japan, May 23-26, 
2000

[4] S. S. Ge and Y. J. Cui, “New potential function 
for mobile robot path planning,” IEEE Trans. 
Robotics and Automation, Vol.16, No.5, pp. 
615-620, Oct. 2000

[5] A. Zelinsky, R. A. Jarvis and J. C Byrne, 
“Planning path of complete coverage of an 
unstructured environment by a mobile robot,” in 
Proc. IEEE Int. Conf. Robot.Automat., pp.533- 
538, 1993 

[6] C. Hofner and G. Schmidt, “Path Planning and 
guidance techniques for an autonomous mobile 
cleaning robots,” Robotics an Autonomous 
Systems, Vol.14, pp.199-212, 1995

[7] G. Schmidt and C. Hofner, “An advanced 
planning and navigation approach for autonomous 
cleaning robot operation, in Proc. IEEE Int. 
Conf. Intelligent Robots and Sys.,pp. 1230-1235, 
1998

[8] R. N Carvalho, H. A. Vidal, P. Vieira and M. I. 
Ribeiro, “Complete coverage path planning and 
guidance for cleaning robots,” in Proc. IEEE Int. 
Symp. Industrial Electronics, pp.677-683, 1997 

[9] Oh, J. S., Park, J. B., and Choi, Y. H., 
“Complete coverage navigation of clean robot 
based on the triangular cell map,” Proc. IEEE 
Int. Symp. Industrial Electronics, Vol.3, pp.2089- 
2093, 2001

[10] Y. Gabriely and E. Rimon, “Spanning- tree based 
coverage of continuous area by a mobile robot,” 
in Proc. IEEE Int. Conf. Robot Automat., pp. 
1927-1933, 2001

[11] E.U. Acar, H. Choset, Y. Zhang and M. 
Schervish, “Path planning for robotics demining: 
robust sensor-based coverage of unstructured 
environments and probabilisticmethods,” Int. J. 



262 로봇학회 논문지 제6권 제3호(2011. 9)

Robot. Res, Vol.22, No.7-8, pp.441-466, July- 
August, 2003

[12] H. Choset, “Coverage of known spaces: the 
boustrophedon cellular decomposition,” Auto-
nomous Robots, Vol.9, No.3, pp.247-253, 2000

[13] E. U. Acar and H. Choset, “Critical point 
sensing in unknown environments,” Proc. IEEE 
Int. Conf. Robot Automat., Vol.4, pp.3803-3810, 
2000

[14] S. H. Nam, S. W. Suk, S. B. Moon, and K. M. 
Lee, “Obstacle recognition and localization for 
vacuum cleaning robots employing vision 
cameras,” Proc. 32nd Int. Symp. Robot, pp.1266- 
1270, 2001

[15] S. H. Nam and S. B. Moon, “Minimal Turning 
Path Planning for Cleaning Robots Employing 
Flow Networks,”Jou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Engineering, Vol.11, No.9, pp.789- 
794, 2005

[16] S. H. Nam, I. S. Shin, J. J. Kim, and S. G. 
Lee, “Complete Coverage Path Planning for 
Multi-Robo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Vol.26, No.7, pp.73-80, 
2009

김 국 환

2003 경희 학교기계공학과

(공학석사)
2010 경희 학교기계공학과

(공학박사)
2010~ 재 국립농업과학원

Post-doctoral 연구원

심분야 : 비선형제어, 로 제어, 진동제어

김    형

2008 한국교육개발원기계공학

(기계공학사)
2010 경희 학교 일반 학원 

기계공학과(기계공학석사)
2011~ 재 한국 생산기술 연

구원 스마트 시스템 연구

그룹 연구원

심분야 : 자동제어, 기계설계

김 병 수

1993 경희 학교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2011 경희 학교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2011~ 재 경희 학교 기계공

학과 박사 후과정

심분야 : mobile robot, walking robot

이 순 걸

1983 서울 학교 기계공학과

(공학사)
1985 KAIST 생산공학과(공학

석사). 
1993 Univ. of Michigan 기계공

학과(공학박사)
1994∼1996 KIST 휴먼로 센터 선임연구원. 
1996~ 재 경희 학교 기계공학과교수

심분야 : 제어,  로   메카트로닉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