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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lative velocity vector and position vector

1. 서론

무인자동차의 기본적인 장애물회피는 조향제

어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실외자율주행 환경에

서는 수많은 동적, 정적 장애물이 존재하거나 악조

건에서는 조향제어만으로 장애물을 회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대속도벡터와 위험도지수를 

이용하여 동적, 정적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한 속도

제어시스템을 제안하여 장애물과의 상대속도벡터

와 위험도 지수를 파악하여 장애물과의 충돌을 

미리 예방하도록 속도를 조절하고자 한다.

2. 상대속도벡터 

장애물의 상대속도벡터와 위치 벡터를 이용하

여 직관적으로 장애물의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다. 
상대속도벡터와 위치벡터를 통해 알 수 있는 장애

물의 양상은 크게 3가지로 분류 될 수 있다.

  cos

·
               

는 Fig.1과 같이 위치벡터와 상대속도벡터

사이의 각의 절대값을 의미한다. 는 장애물의 

크기로 결정되며 장애물의 크기에 따라 변한다.
,은 각각 상대속도벡터의 횡방향, 종방

향성분을 의미한다. 
1) 안전장애물   and 
   가 허용치를 초과하고 상대속도벡터의  

     가 보다 클 때 차량의 속도를  

     증가시켜도 충돌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경보장애물    and  
   가 허용치를 초과하고 상대속도벡터의  

     가 보다 작을 때 차량의 속도를  

     증가시키면 충돌할 가능성이 생긴다.

3)위험장애물  ≥ 

   가 허용치 이하일 때 현 속도를 유지하게  

     되면 충돌하게 된다. 
3. 위험도 지수

충돌경보지수와(Wanrnig Index)와 역충돌시간

을 활용하여 안전도 인덱스를 구성하고, 이 수를 

활용하여 동적, 정적장애물에 대한 안전한 목표속

도를 설정하도록 한다. 역충돌시간은 식(2)와 같다. 

 

                        

은 상대속도이고  c는 장애물과의 거리이다.
충돌경보지수는 장애물간과의 물리적인 충돌 

위험정도를 정량화한 수치로 식(3)과 같이 정의한

다.[1] 

 

                          

  인지센서나 제어의 오차를 보상하기 위한 

오차시간이고 는 무인자동차의 속도, 은  제동

거리를 의미하며, 식(4) 같이 정의할 수 있다. 
 






max

  

 


                                   

는 차량시스템 지연시간, 는 노면마찰

계수, 그리고 max는 차량의 최대감가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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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Simulation Scenario 

          Fig. 2  A  Flowchat of Velocity Control

 Fig. 4 Simulation Results

충돌경보지수와 역충돌시간을 하나의 수치화 

된 값으로 표현하여 장애물의 안전도를 나타내었

다. [1]
Fig.2는 속도제어의 흐름도이다. 속도는 위협장

애물이 없을 때에는 궤적의 곡률에 의해서 결정된

다. 장애물이 인식되면 상대속도벡터로 판단한 충

돌가능성과 안전도 지수가 모두 위험상황이면 안

전도 지수가 안전한 상황이 되도록 브레이크제어

를 실시된다. 만약 위험이 판단된 장애물이 2개 

이상 일 경우 안전을 위해 가장 낮은 속도를 목표로 

정한다. 

4. 시뮬레이션 결과

Carsim과 simulink를 사용하여 앞에서 설명한 

제어 알고리듬의 성능평가를 하였다. 자세한 주행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무인자동차의 초기속도:  120km/h
-1차 위험차량 위협

-2차 위험차량 위협 무인자동차 궤적에 진입

Fig.4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1차 위험차

량의 진입 시 상대속도벡터각도는 허용치보다 작

지만 안전도 지수가 위험하지 않는 상황이라 제동

을 하지 않았고 2차 위험차량에서는 두 가지 모두 

위험상황이라 판단하여 속도를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상대속도벡터와 안전도

지수를 이용한 속도제어를 실시하면 장애물에 대

한 동적인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속도제어만으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속도제어기법을 더 연구하고 조

향제어와 통합하는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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