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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로봇을 위한 스플라인 D* 기반의 경로 계획

Path Planning Based on Spline D* for Mobile-robot

유 희 락
*
․최 윤 원

**
․Dilshat Saitov

***
․이 석 규

†
 

(Hee-Rack Ryu․Yun-Won Choi․Dilshat Saitov-Sinl․Suk-Gyu Lee)

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hermite spline based D* algorithm for effective path planning of mobile robot to 

improve the detecting speed.  In conventional path planning research, a robot is supposed to pass through predetermined 

centers of grid partitions of area.  However it doesn't guarantee the optimal path during its navigation.  In addition, a 

robot is hard to avoid obstacles effectively.  The proposed algorithm in this paper makes use of stochastic characteristics 

of nonholonomic mobile robot and estimation of shortest path to curvature movement of the robot.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improved spline D* algorithm performed through simulation shows its effectiveness. Moreover, the 

experiment verifies that a robot can find the shortest path by building the curve paths while it is moving on the path in 

s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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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로  련 기술의 발 에 따라 로 의 응용 분야는 속

히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이동성이 좋은 자율이동 로 이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에서도 표 인 로 으

로는 청소로 과 무인 자동차가 있으며 실생활과 한 

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1-2]. 자율 이동로  연구에서 가장 핵심 인 기술에는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장애물 회

피, 경로 계획 등이 있다. SLAM은 로 이 주어진 환경 하

에서 정확한 주행을 하여 필요한 치추정과 지도 생성을 

하는 알고리즘이며, 장애물 회피는 로 이 이동하는 도 , 

안 한 주행을 하여 장애물을 회피하는 알고리즘이다. 

한 경로 계획은 로 이 정해진 목표지 까지 효율 으로 이

동하기 하여 필요한 알고리즘이다. 자율이동로 에는 이

러한 알고리즘들이 모두 필요하지만 제한된 환경정보를 바

탕으로 로 이 이동하면서 주변 환경에 한 정보를 획득하

고 획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안 하게 목표지 까지 도달하

는 경로 계획이 매우 요하다[3].

경로 계획은 Bug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식, A* 알고리

즘 이용하는 방식, VFH(Vector Field Histogram)과 D* 알

고리즘[4-5]을 이용한 방식이 표 이다. Bug 알고리즘은 

벌 가 움직이는 것을 모델링하여 만든 알고리즘으로 시작

에서부터 장애물의 경계면을 따라 움직이면서 목표지 까

지 이동하는 방식이며 가장 구 하기 쉽고 단순하다는 장

이 있으나, 장애물의 모양에 따라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단

이 있다. A* 알고리즘은 시작 에서 목표 까지 비용을 

계산하여 가장 비용이 게 드는 경로로 이동하는 방식이며, 

이 방식은 모든 지 을 탐색하지 않아도 되는 장 을 가지

고 있으나, 열린 목록과 닫힌 목록에 많은 노드들이 들어가

게 되면 메모리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단 이 있다. 

VFH[6-7] 알고리즘은 주변의 장애물과 로 사이에 가상의 

반발력을 만들어 장애물이 로 을 어내고, 목 지와 로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가정으로 로 이 장애물에 충

돌하지 않고 목 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장애물 회피 방법이

다. D* 알고리즘은 A*와 반 로 목표 에서부터 시작 까

지의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기존에 알고 있던 경로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기존에 계산해 놓은 Back 

Pointer 정보를 최 한 이용하여 계산 량을 이는 방식이

다. 그러나 기존의 D* 알고리즘은 시작 에서 목표 까지 

이동하는 도 에 장애물로 인해 경로가 막혔을 경우, 막힌 

지 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경로 비용을 다시 계산하기 때

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 의 경로 상에 장애물이 존재하면, 장

애물의 치를 심으로 변환된 노드의 8방 만 계산하여 

경로를 생성한 Improved D* 알고리즘과 직각 주행과 각

선 주행 시 로 의 경로를 Hermite Spline[8] 알고리즘을 융

합하여 생성된 경로를 곡선경로[9-10] 변환하여 주행하여 

로 의 이동 비용을 이는 Spline D* 알고리즘을 제안한

다. 한 제안된 방법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하여, 로 에 

장착된 이  센서를 사용하여 장애물 단 유무를 단하

고, 로 주변의 맵 정보를 획득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로  

주행을 시뮬 이션과 실험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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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된 시스템

2.1 체 구조 

본 논문에서는 D*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기본 인 경로계

획을 설정하며, 이  센서는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이동

하는 로 의 다음 경로에 동  장애물을 단하고 로 의 

주변의 장애물 정보와 체 인 환경정보를 취합하여 맵핑

을 하는데 사용한다. 생성된 경로를 hermite spline 기법을 

용하여 로 의 이동경로 궤 을 곡선형태 경로로 재설정

하여 실제 로 이 목 지까지 자연스러운 주행을 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 체 시스템 구조

Fig. 1 Overall system architecture

2.2 로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차동구동방식(differential-drive)의 바퀴를 

가진 자율이동로 을 상으로 시뮬 이션  실험을 행한

다. 상 로 은 두 개의 구동 휠(drive-wheel)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휠의 합성 속도에 의해 로 의 이동 궤 이 생성

된다. 그림 2는 로 의 기구학(kinematics) 모델을 나타내며 

여기서 , 는 로 의 치, 는 방 각을 각각 나타낸다. 

입력 , 은 각 바퀴의 속도이며 이 속도는 500 펄스의 

엔코더 데이터를 4체배하여 얻게 된다. 차동 제어 방식 구

동 체의 기구학은 식(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여기서 은 

로 의 바퀴축간 거리이며 는 로 의 제어 입력 주기이다.

  

그림 2 로  모델링

Fig. 2 Robot modeling

∆ 
 



∆ 
 

 

∆ 


(1)

2.3 Improved D*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탐색 알고리즘 의 하나인 D* 알고리즘

을 개선하여 알고 있는 격자 지도에서 시작 지 에서 목

지까지 빠르게 도착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D* 알고리즘

은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많은 데이터 장 공간을 필요

로 하는 단 이 있지만 역 경로 계획 뿐만 아니라 지역 

경로계획도 동시에 가능하다. 따라서 기치 못한 고정 장

애물이나 움직이는 장애물을 회피하여 주어진 목 지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지역 경로계획을 신속히 알고리즘을 

구 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재 지 부

터 목표지 까지 체 경로가 다시 계산되지 않고, 기존 

역 경로 계획은 그림 3(a)과 같이 시작 (START)에서 목표

(GOAL)까지의 경로비용을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이므로 

D* 알고리즘을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해서 경로비용의 설

계가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2)

  (3)

식(2)에서 는 START에서 GOAL까지 소요되는 총 

경로비용, 는 상태 에 도달하기 바로 이  상태, 식(3)에

서 는 근  경로비용으로 는 상태 와 상태 

로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 는 상태의 고유비용으로 인

한 고정 장애물과 이동장애물을 고려한 경로비용 함수를 

각각 나타낸다.

D* 알고리즘의 역경로계획은 지도 정보를 바탕으로 로

이 출발하기 에 실행된다. START 셀에서 화살표 방향

은 근처 셀 에서 경로비용이 가장 작은 셀을 아타내기 때

문에 화살표는 각각의 셀에서 다음 이동해야 할 치를 표

시한다. 역 경로계획은 목표 에서 거꾸로 시작 을 찾아

가는 Backward 탐색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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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 (a) D* 알고리즘을 사용한 경로 표시 (b) 이동  장

애물 발견 (c) Improved D* 알고리즘을 통한 새로운 

경로계획

Fig. 3 (a) Path using the D* algorithm (b) Finding obstacle 

while moving (c) New path by improved spline D* 

algorithm

기존의 D*의 경우에는 로 이 목표 까지 이동 에 장

애물을 발견했을 경우에 변화노드와 련 있는 모든 노드들

에 하여 다시 경로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 을 가지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Improved D* 알고리즘의 장 은 로 이 이동해야 할 치

에 장애물이 생성되는 시 이다. 장애물이 생성되면 기존의 

D* 경우 재의 경로와 생성된 경로 그리고 주변의 환경의 

정보를 모두 취합하여 로 의 다음 경로를 계산하지만 

Improved D*는 생성된 장애물 치에서의 8방 에 한 정

보로 다음 스텝의 치를 계산하므로 빠른 연산이 가능하

다. 그림 3(b)의 (2,2)의 좌표에 생성된 장애물을 기 으로 8

방 에 있는 경로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변환된 노드의 기

으로 주변에 한 모든 경로 비용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

며 로 의 다음 스텝의 치를 보다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그림 (b)는 장애물 생성을 시 으로 새로운 

경로 생성은 시작 지  (1,2)부터 시작되어 다음 스텝인 

(2,2) 까지 모든 노드를 다시 계산을 하는 시 이다. 따라서 

다음 스텝인 (2,3)을 지나기 하여 D* 알고리즘은 (1,2)와 

(2,2)에 한 모든 방 를 계산하고 가장 가까운 (2,3)의 스

텝으로 계산을 마치지만 그림 (c)는 생성된 장애물 (2,2)을 

기 으로 8방 에 한 정보로 다음 스텝의 치를 계산하

므로 그림 3의 맵에서는 2배 이상의 빠른 속도의 연산이 가

능하다. 이러한 방법은 노드 계산의 시간을 이고 기존 알

고리즘에 비해 속도가 빠르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2.4 스 라인을 용한 경로 생성

주어진 들을 연결하는 곡선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생성

된 들을 통과하여 곡선을 생성하는 보간법과 들을 심 

심으로 근사 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생성하는 근사법이 

있다. 스 라인 기법은 컴퓨터 그래픽스, 매뉴 이트의 경

로 생성  로 의 움직임에 련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에서도 B-Spline은 제어 (control point)을 통과하지는 

않으며 인 한 곡선끼리만 제어 을 공유하는 단 을 가지

고 있다. Bezier Spline은 주어진 제어   처음 과 마지

막 만 통과하기 때문에 로 의 곡선 경로계획에 부 합하

다. Cardinal Spline은 Hermite와 같은 장 이 있지만 방

각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두  사이에 선 벡터만 주

어졌을 때 곡선을 생성할 수 있는 Herimite spline을 사용하

다. 2차원 공간에서 곡선은 라미터 로 표 할 수 있으

며, 식(4)로 나타난다.

   (4)

라미터로 표 된 곡선 는 식(5)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단 ≤ (5)

여기서 식(5)는 곡선 생성을 한 긴본 형태로 식(5)의 상

수 의 값에 따라 곡선의 특징이 나타난다. Hermite 

보간법은 그림 4과 같이 시작  와 끝  에 선 벡

터 ′, ′존재하여 이를 이용하여 식(5)를 구할 수 있
고, 정리하면 를 구할 수 있다.










  
′  
     
′    

(6)

식(6)를 정리하여 에 해 행렬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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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6 (a) A* 알고리즘 (b) D* 알고리즘 (c) Improved D* 

알고리즘 (d) Spline D* 알고리즘

Fig. 6 (a) A* algorithm (b) D* algorithm (c) Improved D* 

algorithm (d) Spline D* algorithm 

′      단 ≤≤ (8)

Hermite 보간법은 두 의 치  와 선 벡터 

′ ′이 주어지면 식(7)를 사용하여 곡선을 생성할 수 
있다. 단, 시작 과 끝 의 선 벡터는 주어져야한다. 식(7)

의 는 곡률을 나타내는 상수이며 식(8)을 이용하여 간

들의 선 벡터를 구하여 지 에서의 끝 에서의 선벡터 

 ′와 지 에서의 시작 에서의 벡터  ′은 동일
하게 하여 hermite spline을 용하여 곡선의 연결을 부드럽

게 한다.

그림 4 Hermite Spline의 기본 개념 

Fig. 4 Basic concept of hermite spline

 

(a) (b)

그림 5 (a) 일반 인 경로 (b) hermite spline을 용한 경로 

Fig. 5 (a) Normao path (b) Path suina hermite spline

본 논문에서는 D* 알고리즘으로 생성한 기 직선경로에 

해 hermite spline을 이용하여 곡선경로로 변경한다. 기 

직선경로의 그림 5(a)(b) 경유  좌표 (1,2)에 해 hermite 

spline을 용하기 해, 시작   목표 을 제외한 나머지 

간 경유   ⋯ 에 해 식(8)을 이용하여 각 경유 

에서의 선 벡터 ′ ⋯′  을 각 경유 에서의 선 벡

터를 계산한다. 그리고 시작   끝 의 선 벡터는 로

의 방 각 즉 자세를 통해 선 벡터를 구한다. 시작 에서

의 방 각을  , 끝 에서의 방 각을 이라 정의하면, 시

작 에  끝 에서의 선 벡터 ′ , ′은 다음과 같다. 

′  cossin 
′  cossin 

(9)

여기서 , 는 시작   끝 에서의 선의 곡률을 나타낸

다. 그림 5(a) 경유  (1,2)에 한 선 벡터를 계산 후 생

성되는 곡선의  ⋯의 구간에 해 를 ≤

로 설정하여 구간별 곡선 를 계산한다. 최종 곡선경로

를 라 정의 할 때, 는 식(11)과 같이 구간 별 곡선 (c)

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10)

 ⋯    (11)

3. 시뮬 이션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해 PC 

기반의 알고리즘을 직  구 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시뮬 이션은 Window 7, 64bit, MFC 기반으로 한 PC

에서 알고리즘을 직  구 하여 비교하 다. 경로비용을 비

교하기 해 A* 알고리즘, D* 알고리즘, Improved D* 알고

리즘, Spline D* 알고리즘을 비교하 고 그 결과를 그림 6

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6과 7의 S 부분은 시작 , G 부분

은 도착 , ‘*’ 부분은 동  장애물의 치, 검정색 부분은 

정  장애물의 치, 회색 부분은 이동경로를 나타낸다. 그

림 6과 7의 결과를 보면 각각 알고리즘마다 이동하는데 걸

리는 경로비용은 그림 6과 그림 7(a)의 경우와 그림 7(b)의 

경우는 이동하는 경로비용이 같다. 그림 7(c) 그림은 장애물

을 발견시 에서 경로계획이 조  수정된 것을 확인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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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림 7(d)의 경우는 각선 주행을 통한 경로비용 단축

과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경로비용이 짧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각각의 알고리즘을 비교했을 때 결과는 표 1과 표 2

와 같고 Spline D* 알고리즘의 경로비용이 가장 은 것을 

확인하 다.

Algorithm  Cost

A* 26

D* 26

Improved D* 25

Spline D* 20

표   1  시뮬 이션을 통한 경로비용 비교(1)

Table 1 Cost comparison by simulation(1)

(a) (b)

(c) (d)

그림 7 (a) A* 알고리즘 (b) D* 알고리즘 (c) Improved D* 알

고리즘 (d) Spline D* 알고리즘

Fig. 7 (a) A* algorithm (b) D* algorithm (c) Improved D* 

algorithm (d) Spline D* algorithm

Algorithm  Cost

A* 30

D* 30

Improved D* 25

Spline D* 22

표   2  시뮬 이션을 통한 경로비용 비교(2)

Table 2 Cost comparison by simulation(2)

4. 실  험

4.1 실험환경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을 실제 로 을 이용하여 평가하기 

해 그림 8(a)와 같이 10m*8m 크기의 공간에 장애물을 배

치한 실험환경을 구축하고, 그림 8(b)와 같이 크기가 

0.7m*0.8m, 바퀴 사이의 거리가 32cm, 바퀴의 지름이 15cm

인 로  시스템에 알고리즘을 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로  시스템에는 로 의 이동거리를 측정하기 한 엔코더

와 장애물을 인지하기 한 SICK사의 LMS200 이  센서

가 장착되어 있다. 이  센서는 1 도의 분해능을 가지고 

있으며 한 번에 180 개의 데이터가 출력되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 장애물을 인지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실

험공간에는 그림 8(a)처럼 바닥에 1m*1m의 간격으로 격자

모양을 그려놓고 시뮬 이션 한 지도와 동일한 치에 장애

물을 설치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a) (b)

그림 8 (a) 실험환경, (b) 로  시스템

Fig. 8 (a) Experimental environment (b) Robot system

4.2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Spline D* 알고리즘의 성능평가를 

하여 직  실험을 한 결과는 그림 9에 나타나있다. 그림 9

에서 로 의 이동경로에 보이는 검은색 들은 로 이 이동

하면서 이  센서를 통하여 주변 환경정보들을 취합하고, 

이 를 통한 장애물의 정보를 표시하여 작성하 다. 한 

본 실험에서는 그림 6의 시뮬 이션 맵을 기 으로 실험을 

하 으며 맵에 표시되는 장애물은 사각형 모양의 박스로 구

성하여 실험하 다. 그림 9에서 D* 알고리즘과 Spline D*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Spline D* 알고리즘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표 2를 통하여 제안한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이동하는 로 들의 이동 스텝을 확인하

면 Spline D* 알고리즘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 표 1과 표 3를 분석하면 표 1은 시뮬 이션에서 실제

로 로 이 움직이는 경로비용을 표시하 으며 표 3는 로

이 시작 지 에서 목표 지 까지 도달하는데 사용되는 계산

되는 스텝을 표시하 다. 스텝의 비용은 각각의 알고리즘을 

로그램에서 실행하 을 때 알고리즘의 계산이 수행되는 

횟수이다. 목표지 까지 이동하는 로 들의 이동 스텝을 확

인하면 Spline D*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경로생성이 가장 빠

른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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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D* Algorithm, Improved D* Algorithm과 Spline D* 

Algorithm에 한 결과

Fig. 9 Results of Spline D* algorithms, Improved D* 

algorithms and D* algorithms

Algorithm  Steps

D* Algorithm 1778

Improved D* Algorithm 1642

Spline D* Algorithm 1317

표   3  실험을 통한 경로비용 비교

Table 3 Cost comparison by experiment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non-holonomic 시스템인 자율이동로 의 

동  장애물 회피와 부드러운 곡선경로 생성을 한 경로계

획 방법을 제안하 다. 경로계획은 기 Improved D* 알고

리즘을 통한 기 경로생성 단계와 곡선경로 생성단계로 구

성된다. 기 경로생성 단계에서는 격자 지도에서 이동 거

리가 최소인 경로계획을 생성하고 직각 주행  각선 주

행에서 hermite spline을 용하여 곡선경로로 변경하여 로

의 이동경로를 재설정하 다. 제안된 방법은 실험을 통하

여 로 이 목표지 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경로비용과 

로그램의 계산 스텝의 개수를 근거로 도착하는데 까지 걸리

는 비용이 단축된 것을 시뮬 이션과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

다. 재 실험환경은 격자모양의 지도에 일정한 장애물 

간격의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용하기 쉬운 

장 이 있다. 다음 실험에서는 복잡한 장애물 구조와 복잡

한 맵에서의 실험을 통하여 알고리즘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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