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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율주행자동차량의 경로계획의 바탕인 

자율주행로봇에서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센서로 부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를 

작성하여 그 지도에 맞는 전역경로와 

지역경로를 생성하여 주행하였다. 

자율주행로봇의 경우는 대부분 느린 속도이고 

자동차와는 다르게 불연속적인 경로를 

추종하기에 용이하다. 하지만 자동차는 

자율주행로봇에 비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하고 곡률이 불연속인 경로는 추종하기 

쉽지 않으며 정지상태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두 번의 DARPA Challenge 를 

거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지역 경로계획은 

주변 상황에 따라서 주행 가능한 경로를 

일일이 생성하는 방법이 아닌 경로후보군을 

미리 생성하고 그 후보들의 주행 가부를 

판단하여 주행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이는 

차량의 고속주행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연산량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1][2] 

2005 DARPA Grand challenge 에서 우승한 

Stanley 팀의 경우에는 도로모델에 평행한 여러 

개의 지역경로후보를 생성하고 이의 

선형조합을 구하여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1][3] 2 년 후에 개최된 2007 DARPA 

Urban challenge 에서는 우승팀인 Carnegie 

Melon 의 Boss 팀과 Univ. of the Federal Armed 

Forces Munich 의 AnnieWAY 팀에서도 여러 

개의 경로 후보중에서 적절한 경로를 선택하여 

주행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4] 

 

2. 지역경로계획 
 

지역경로계획은 전역경로계획을 바탕으로 

지역경로 후보군을 생성하고 그 중에서 적절한 

지역경로를 선택하는 것이다. 연구기관마다 

다양한 지역경로의 모양을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Stanford University 의 Stanley 팀과 

한양대학교의 A1 팀이 사용한 지역경로의 

모양을 사용하였다.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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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hape of Local Path Candidates [3] 

Fig. 1 은 지역경로의 형상과 경로의 

선택방법에 대한 그림이다. 장애물과 충돌하는 

경로는 비용이 1 이고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는 

경로는 비용을 0 으로 하여 비용이 가장 낮은 

경로를 선택하여 주행한다. 

 

3. 선형조합과 퍼지연산 
 

기존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지역경로계획에

서는 각 경로 후보의 주행 적합도를 판단하는

데 비용함수(Cost Function)의 선형조합(Linear 

Combination)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도로의 상

황을 모두 선형화 시켜서 표현해야 하는 한계

와 가중치 조절(Tuning)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

었다. 

[ ] [ ] [ ] [ ]  s s c c d dJ i w C i w C i w C i  (1) 

식(1)은 3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각 지역경로 

후보의 비용을 구하는 선형조합 식이다. (단, Cs

는 곡률, Cc는 일관성, Cd는 차량에서 장애물까

지의 거리, w 는 각 요소의 가중치, i 는 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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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의 일련번호) 

곡률, 일관성, 장애물까지의 거리 3 가지를 

퍼지연산의 입력으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위험

도를 출력으로 사용하였다. 3 가지 입력 모두 

각각 Low, Mid, High 의 3 개의 소속도함수

(Membership Function)를 사용하였고 퍼지 연산

의 출력인 비용은 Zero, Low, Mid, High, Extreme 

High 의 5 개의 소속도함수로 정의하였다. 

Table 1 은 퍼지연산의 관계를 나타낸 Rule 

table 이다. (단, N 은 Near, M 은 Mid, F 는 Far 를 

의미한다) 

Table 1 Rule table for Fuzzy Arithmetic 
Curvature High Mid Low 

Distance N M F N M F N M F 

Path 

Diff 

L H M L H M Z H L Z 

M H M L H M L H M L 

H EH H M EH M M EH M M 

 

4. 시뮬레이션 
 

앞서 기술한 전역 및 지역경로계획은 모두 

NI 사의 LabVIEW 를 이용하여 코드를 

작성하였고 이와 차량용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인 Carsim 과 연동하여 시뮬레이선을 

실행하였다 

여러가지 상황에서 비용함수의 선형조합을 

이용한 경우와 퍼지연산을 이용한 경우를 

비교하였고 대표적인 경우를 Fig2, 3 에 

나타내었다. 흰색은 장애물을 의미하며 황색 

선은 도로의 중심을 표시 한 선이다. 다섯가지 

상황은 중앙분리대, 국소 최저점(Local Minima), 

복합장애물, 좁은 길(Bottleneck)을 조합하여 

구성하였다. 

 

 

(a) Linear Combination 
 

 
(b) Fuzzy Arithmetic 

Fig. 2 Case1 

 

 

  
(a) (b) 

Fig. 3 Case2 

 

5. 결론 
 

자율주행자동차의 지역 경로계획에서 각 

지역경로후보의 비용을 선형조합을 이용하여 

산출하던 것을 퍼지연산으로 대체한 결과 

장애물 회피 성능의 향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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