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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율주행 기술이 크게 발달하면서 노동집약적이고 위험한 환경에서의 배송업무의 로봇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드

론과 모바일 배송 로봇 등과 같이 다양한 크기와 목적으로 구현된 무인 배송 로봇이 개발되었지만, 제한된 주행 특성

으로 배송지까지의 물류배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배송 로봇의 협력이 필요로 하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행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배송 로봇의 협력주행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1대의 자율주행 화물 차량과 5대의 모바일

배송 로봇으로 차도와 인도를 주행하는 주행영역을 비교분석을 하여, 이동가능지점 선정에 활용하였다. 화물 차량은

차도와 인도에서 주행 가능한 5대의 모바일 배송 로봇을 이동가능지점에 하차시켜, 모바일 배송 로봇이 차량접근이 불

가능한 배송지로 물품을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모바일 배송 로봇이 배송지까지 최소이동 거리를 가지는 이동가능지

점을 찾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P-중앙값과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꼭짓점을 사용하여 선정하였으며, 각 방법론의 특징

과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방법론의 위치선정문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P-중앙값을 사용한

이동가능지점은 실제 도로의 거리를 토대로 계산되었으며, 짧은 평균 이동 거리를 가진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방법

론은 위치정보를 토대로 유클리디언 거리를 이용하기에, 이동가능지점을 선정하는데 계산시간이 P-중앙값에 대비하여

짧다. 그 결과 물류배송 중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방법론의 사용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도로정

보와 인프라가 부족한 험지와 오지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various unmanned vehicles such as serving robots, mobile

delivery robots, and drones have been developed. However, each robot has a different driving area, so it is necessary to

find cooperative route for optimal unmanned delivery. In this paper, a cooperative scenario of an autonomous courier vehi-

cle and five mobile delivery vehicles perform unmanned delivery tasks. The courier vehicle moves from a warehouse to

the second hierarchy point, and drops off the five mobile delivery vehicles in order to transport goods to the doorstep of

the destinations. We define the second hierarchy point by using the P-Median method and the Voronoi diagram method,

and compare the results of each method using real map data. The points using P-Median are calculated based on the actual

road distance and have shorter average moving distance than the Voronoi diagram method. The Voronoi diagram uses the

Euclidian distance based on location information,

which defines the second hierarchy point faster than

the P-Median method. By comparing the results, we

consider the Voronoi diagram method have capability

in the cooperative multi-vehicle delivery route prob-

lem. The result of this paper have potential to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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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ough and remote areas where road information and infrastructure are l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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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자율주행기술의 발달로 공장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일하

던 로봇은 공장을 벗어나 다양한 곳에서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운행서비스뿐만 아니라 서빙 로봇, 배송 로봇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Kim et al., 2017)

높은 노동강도를 가지고 있는 물류 배송 서비스에서의 적

용이 시도되고 있다(Lee, 2021). 또한, 모바일 배송 로봇, 드

론과 같은 다양한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나타나면서(Chong

et al., 2012), 기존에 물류배송이 힘들었던 위험한 험지와 소

외되어온 오지에 자율주행 물류배송의 가능성을 보인다

(Maeng et al., 2021; Lee, 2022). 하지만, 이러한 로봇은 각

각의 주행환경의 특성에 맞춰 개발되었기에, 제한된 주행영

역을 넘어 복합적인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배송실현을 위해

서는 다양한 기종 간의 협업 배송이 필요로 하다. 기존의 협

업 배송은 이기종 간의 배송으로(Chen et al., 2019; Deng et

al., 2019; Mathew et al., 2015) 하늘, 지상, 해양, 등 전혀 다

른 주행영역을 운행하는 이기종들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

다. 이기종은 서로 간에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제한되어 있

어, 기존에는 후보 지점 중 가장 가까운 지점을 이동가능지

점을 선정하여 진행되었다(Garone et al., 2011). 하지만, 다

양한 환경을 주행할 수 있는 각각의 배송 로봇이 등장하면

서, 주행 영역의 범위가 복잡해지면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

이동가능지점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졌다(Yang et al., 2010). 

주행영역이 분명하게 나뉘는 이기종 배송 로봇과 달리, 다

양한 배송 로봇의 주행영역은 같은 주행영역 안에서도 다

양하게 나뉘어진다. 지상 영역의 경우, 차도와 인도, 그리고

도로가 없는 험지와 같이 주행영역이 나누어지며, 하늘과 해

양에서도 주행 높이에 따라 기체가 달라진다. 이처럼 세부

주행영역으로 인해 배송 로봇들의 이동가능지점 후보지가

무수히 많아지면서, 적합한 이동가능지점을 선정할 필요성

이 생겨났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과 모바일 배송 로봇을 대

상으로 서로 다른 주행영역을 분석하고, 협업배송경로 생성

을 위한 이동가능지점 선정 방법을 고찰하였다. 

이론적 배경

동시에 복합적인 판단과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

람과 달리, 현재 대부분 로봇은 한가지 기능을 구현하도록

설계제작 되어 있다. 하지만, 물류배송문제는 여러 환경을

거쳐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로봇에게 복합적인 기능을 요

구한다. 예를 들어 기존 화물 업무를 보면, 차량을 통해 물

품을 배송지 근처로 이송한 뒤, 배송기사가 물품을 하차하

여 배송지에 전달하는 복합적인 업무이다. 이러한 업무를 자

율주행 배송 로봇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로주행이 가능

한 자율주행 차량과 도로와 인도를 오갈 수 있는 모바일 배

송 로봇의 협업으로 물품이 배송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업 배송에 대해 기존의 협업 경로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

보면 Travel salesman problem (TSP), Genetic algorithm, Ant

colony algorithm 등을 활용하여 이기종 경로를 탐색해 온 것

을 알 수 있다(Chen et al., 2019; Yang et al., 2010). Drexel

(2012)은 협업 경로에 있어서 문제에 따라 Mixed integer

programming, branch-and-bound, branch-and-price, meta-

heuristics 등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Deng

et al. (2019)은 Unmanned ground vehicle (UGV)과 Unmanned

aeral vehicle (UAV)의 경로를 선정하기 위해 UAV의 운행

시간을 고려한 GTSP (Generalized Traveling Salesman

Problem)을 사용하였으며, 두 수송체가 만날 수 있는 이동

가능지점은 UAV의 주행이 끝나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

으로 선정하였다. Mathew et al. (2015)은 Genetic algorithm

을 활용하여 경로생성을 진행하며, UGV과 UAV 만날 수 있

는 지점을 경로생성 전에 지정하였다. Garone et al. (2011)

은 선박과 항공기를 활용한 환자이송문제에 대해 두 수송

체가 정차하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TSP를 활용하여 경로를

구성하였다. 

앞선 이기종 간의 협엽 경로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서, 서

로 다른 배송체의 경로생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이동가능지

점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로 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

에서 진행된 이기종 배송 로봇와 달리, 본 연구에서 진행하

는 화물 차량과 모바일 배송 로봇은 중첩되는 주행 경로를

가지고 있다. 화물 차량은 도로에서 주행하며, 모바일 배송

로봇은 도로와 인도에서 주행 가능함으로서, 두 수송체가 만

날 수 있는 이동가능지점은 차도 위의 모든 지점이 된다. 가

장 가까운 도로를 이동가능지점을 할 경우, 베터리 용량 제

한으로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짧은 모바일 배송 로봇의 주

행 거리가 길어져 주행을 제대로 마칠 수 없다. 기존의 연

구들을 통해 이기종 간의 협업 경로의 경우, 각각 한 대의

기종을 사용하여 협업 경로를 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D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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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9)은 한 대의 UAV와 한 대의 UGV의 협업 주행

을 위하여 드론의 주행이 끝나는 지점을 이동가능지점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한 대의 화물

차량과 다수의 모바일 배송 로봇의 경로 설정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모바일 배송 로봇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며

화물 차량의 이동 또한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 

다수의 모바일 배송 로봇이 최소거리를 이동하여 배송지

에 접근 가능한 이동가능지점을 찾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치선정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위치선정방법론은 수요자가

필요로 한 설비 혹은 장소의 입지를 선정하는 방법론으로,

다양한 방법론들이 개발됐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방법론 중

에서 수요자들로부터 평균 거리가 최소가 되는 P개의 위치

를 찾는 P-중앙값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이 방법론은

Hakimi (1964)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학교, 도서관, 응급실

과 같이 접근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공공기관 위치선정

에 사용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전력망의 길이를 최소화하

는 변전소의 위치, 지역 내 인구모델을 활용한 천연가스버

스 충전소, 교통량 데이터를 활용한 전기차충전소와 같이 다

양한 곳에서도 활용되었다(Yu et al., 2008; Park et al., 2013).

P-중앙값 방법론의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다. 

(1.1)

(1.2)

(1.3)

(1.4)

(1.5)

. (1.6)

식 (1.1)은 목적함수로 수요지 i와 입지점 j의 거리 dij 값

이 최소가 되는 위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ai

는 수요지 i에 대한 수요량을 의미하며, 이는 각 지점의 사

용 수요자들에 대한 비중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다. 식 (1.2)

는 제약조건으로 수요지 i는 반드시 입지점 j로부터 서비

스를 받아야 함을 나타내는 조건이다. 식 (1.3)의 제약조건

을 통해 선택된 입지의 개수가 P 개가 되도록 함을 나타낸

다. 식 (1.4)는 수요지 i가 입지점 j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경우, j 지점이 반드시 운영돼야 함을 보여준다. 식 (1.5)와

식 (1.6)은 결정변수로 0 혹은 1 의 값을 가져 입지 여부를

결정한다.

P-중앙값 방법론을 통해 화물 차량과 모바일 배송 로봇이

최소거리 이동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지점 선정에 활용 가

능할 것으로 보이나, 물류배송문제에 입지선정모델 적용에

는 한계가 있다. 입지선정모델과 달리 물류배송문제는 배송

중에 배송지가 추가 혹은 변경되거나, 도로상황이 변경될 수

있는 동적인 문제로, P-중앙값과 같은 위치선정모델은 설정

된 요소 변경이 계산 중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계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산소요시간으로 인해 도로 네트

워크 상태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동적인 모델에서는 적합

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험지

와 오지의 경우, 도로 인프라의 정보가 부족하여 위치선정

이 불가능 할 수 있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로정보가 아닌

지역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적용 위치

선정을 진행하여, P-중앙값 방법론과 비교 대조해 보았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2차원 공간에 있는 점들을 직선

을 통해 공간을 나누는 방법으로 2차원뿐만 아니라 3차원

공간에서도 활용된다(Liu and Zhang, 2009). 평면에 있는 점

집합 P={p1, p2, ..., pn} 이 주어진 경우, 인접한 점들을 연

결하여 이루어진 선들을 수직이등분선으로 분할 하는 방법

으로, 이 수직이등분선을 활용하여 공간분할 가능하다. 공

간분할을 통해 생성된 다각형을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라

하며 이는 V={V(p1), V(p2), ..., V(pn)}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생성된 다이어그램은 공간 내에 장애물 회피하는 경로생성

및 비행체의 경로생성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하고 있

다(Marbate and Jaini, 2013; Ghorpade, 2016). Bhattacharya

and Gavrilova (2008)은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복

잡한 환경에서도 자율주행로봇이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는

경로를 생성하였으며, Ayawli et al. (2019)과 Garrido et al

(2006)는 동적인 환경에서도 빠르게 장애물을 회피하는 경

로를 만드는 것을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보였다.

이처럼 빠른 시간 안에 운행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함에 보

로노이 다이어그램사용이 적합한 것을 앞선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간을 빠르게 분할 할 수 있는 장점으로

계산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기에 빠른 선택이 가능한 것으

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각 배송지의 지리정보를 활용하

여 이동가능지점 선정하는 것에 활용하였다.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도로주행이 가능한 한 대의 화물 차량과

다섯 대의 모바일 배송 로봇이 협업하는 시나리오를 구성

하였다. 모바일 배송 로봇은 차도와 인도를 자유롭게 주행

가능하며, 1대의 배송 로봇이 1곳의 배송지에 물품을 배송

하는 시나리오를 가진다. 연구의 대상지로 서울대학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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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였으며 지도정보는 OSM (Open Street Map)을 통

해 정보를 취득하였다. 화물 차량이 주행 가능한 도로는 차

도로 서울대학교 지도에서 152개의 도로 교차점을 가지고

있으며, 모바일 배송 로봇이 주행 가능한 도로는 차도와 인

도로 532개의 도로 교차점을 가지고 있다. 화물 차량과 모

바일 배송 로봇이 만날 수 있는 후보지는 차도 위의 모든

지점이며, P-중앙값 방법론에서의 거리계산은 도로정보를

토대로 계산하여, 배송지로부터 최소이동 거리를 가지는 이

동가능지점을 찾는 데 사용하였다. 

 1. P-중앙값 모델링을 활용한 위치선정방안 

P-중앙값 모델링은 기본 모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변형

하였다. 

(2.1)

(2.2)

(2.3)

(2.4)

(2.5)

(2.6)

<Index> 

I : 배송지 

J : 이동가능지점 후보지152개의 도로 노드

dij : i 와 j 사이의 실제 이동거리 

Xij : 결정변수 

Yj : 결정변수 

식 (2.1)은 목점함수로 이동가능지점으로부터 배송지까지

의 거리를 최소를 가지도록 구성되었다. 본 모델에서는 수

요량이 지점마다 같으므로 aij는 생략된다. di,j는 i와 j 사

이의 실제 도로 거리를 나타내며, I는 5개의 배송지, J는

이동가능지점 후보지로 152개의 모든 도로를 나타낸다. 식

(2.2)는 5대의 모바일 배송 로봇은 모두 이동가능지점으로

부터 이송되는 것을 나타내며, 식 (2.3)와 식 (2.4)을 통해 이

동가능지점의 개수 P를 선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5개의 배

송지에 대해 5대의 배송 로봇이 각각 배송 가능함으로, 하

나의 이동가능지점이 필요하여 P 값은 1을 가진다. 선정된

위치는 이동가능지점으로 사용 가능하며 이에 할당하기 위

해 식 (2.5) 같이 표현하였다. 식 (2.6)과 식 (2.7)은 결정변

수로 이동가능지점이 사용 가능한 경우 1, 불가능한 경우 0,

이동가능지점으로부터 배송지까지 이동 가능한 경우 1, 불

가능한 경우 0과 같이 이진 변수로 표현하였다. P-중앙값 방

법론은 ILOG CPLEX Optimize studio 12.10을 활용하여 계

산하였으며,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Colab python 3.6 환경

으로 계산하였다.

2.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위치선정방안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적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모델링 하

였다. n개의 배송지를 가지고 있을 때, 각 지점 pi의 위치정

보는 다음 식 (3.1)과 같이 표현된다. i는 개별 배송지 번호

이다.

(3.1)

n개의 배송지 정보는 아래 식 (3.2)으로 나타낼 수 있다.

(3.2)

이웃한 점들의 수직이등분선은 

로 정의되며, d는 유클리디안 공간에서의 두 점 사이의 직

선거리를 뜻한다. 앞서 실제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거리

di,j와 다른 수치이다. 이 수직이등분선으로 주행 공간은 식

(3.3)과 같이 나누어진다. 

(3.3)

Figure 1(a)는 {p1, p2, p3, p4, p5}의 배송지를 갖는 경우에

대한 이웃한 배송지들의 수직이등분선을 나타내고 있다. 그

림에서 이 수직이등분선의 교차점은 {v1, v2, v3}와 같이 가

진다. 이렇게 배송지점 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진 수직이등분

선들의 교차점들을 중심으로, 이와 연관된 배송지들 pi를 접

점으로 하는 외접원을 생성할 수 있다. Figure 1(b)는 Figure

1(a)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외접원을 생성한 예시이다. 생성

된 외접원의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하여, 가장 작은 반지름

을 가지고 있는 교차점을 이동가능지점으로 선정한다.

Figure 1(c)은 v1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이 가장 작음

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반지름의 크기 R을 산출하기 위하

여 식 (3.4) ~ (3.6)와 같이 헤론의 공식을 이용 하였으며, 가

장 작은 반지름 R을 가지는 vi를 이동가능지점으로 선정하

였다.

헤론의 공식은 주어진 서로 다른 세 점 pi, pj, pk을 지나

는 최소 반지름을 갖는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으로, 핵

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어진 점 pi, pj, pk를 식 (3.4)

부터 (3.6)까지 적용하면 최소 반지름 을 구할 수 있다.Rpi, pj, 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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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5)

(3.6)

Figure 1(b)에서 3개 원의 반지름은 각기 , ,

이다. 이중 가장 짧은 반지름 Rmin은 다음의 (3.7)식

으로 구할 수 있다.

(3.7)

 결과 및 고찰

실험을 통한 결과를 배송지 간의 거리 간격에 따라 선정

된 위치와의 거리 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Figure 2은 실

험결과 중 대표적인 내용을 보여준다. Figure 2(a)는 배송지

Rp1, p2, p3
Rp3, p4, p5

Rp1, p3, p5

Figure 1. The way to find the second hierarchy points using the voronoi diagram vertices. (a) Finding vertices based on five destination

locations, (b) The circumscribed circles base on the vertices, (c) Selecting the smallest circumscribed circle base on radius size.

Figure 2. The selected second hierarchy points by p-median and voronoi diagram and five random destinations in SNU (a) all five

destinations are located away, (b) some of random destination are located closely, (c) all five destinations are located clos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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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간격이 일정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b)는 일부 배송

지 간의 간격이 가까운 경우, (c)는 모든 배송지 간의 거리

가 인접한 경우를 보여준다. 각 배송지는 파란색 동그라미

로 나타냈으며, 빨간 사각형 지점은 P-중앙값을 활용하여 선

택된 지점이며,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지점은 녹색

사각형으로 표시하였다. Figure 2의 경우, 이동가능지점으로

부터 5개의 배송지 간의 거리는 다음 Table 1과 같다. 거리

계산에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Dijkstra et al., 1959)을 활용

하여 실제 도로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였다. 

Figure 2과 Table 1에 보이듯, 전체 거리와 평균 거리에 대

해 P-중앙값의 방법론이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을 보

여주었다. 하지만 Case (c)와 같이 배송지 간의 거리가 인

접한 경우, 두 방법론을 통한 이동가능지점의 위치에 큰 차

이가 나지 않는다. 지도상의 위치를 보더라도 근접한 위치

를 선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통해

선정된 위치는 P-중앙값에 비해, 전체 거리와 평균 거리에

대해 큰 값을 보여주지만, 지도 위에서 선정된 위치를 확인

해 보면, 각각의 배송지들을 연결한 선 안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송지의 개수가 5개가 아니라 임의의 개수 n

을 가지더라도, 선택된 이동가능지점은 각 배송지들을 연결

한 범위 안에 위치한다. 

결론

이 연구는 서로 다른 로봇들의 협업을 위한 물류배송경

로 생성을 위해 P-중앙값과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사용하

여 이동가능지점 선정해 보았다. 실제 도로정보를 활용하여

최소평균거리를 가지는 지점을 찾는 P-중앙값은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에 비해 평균적으로 짧은 거리를 가지는 지점을

찾아주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위치선정을 위해 모든 도로

노드를 계산해야 하며, 이로 인해 계산에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에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도로정보가 아닌 지역의 위

치정보로만 계산된다. 도로정보가 사용되지 않기에, 선정된

이동가능지점과 배송지 간의 거리는 P-중앙값에 비해 더 멀

지만, 계산에 시간이 P-중앙값에 비해 짧다. 이로 인해 빠

른 계산이 필요한 주행 중 상황, 혹은 도로정보가 확보되지

않은 험지와 오지에서 사용하기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차도와 인도 정보를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나,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합성을 위해 도로정보

가 구축되지 않은 험지와 도로에서 구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배송 중에 배송지가 바뀌거나, 추가적인 배송지가 도

로주행 중에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

하며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차도와

인도의 주행영역의 범위가 같다. 하지만 도로 인프라가 확

충되지 않은 험지 혹은 인프라 정보가 부족한 오지의 경우,

세부 주행영역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 이러한 주행영역에 대

한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위치선정방법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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