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1975-8359(Print) / ISSN 2287-4364(Online)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Vol. 63, No. 1, pp. 115～122, 2014

http://dx.doi.org/10.5370/KIEE.2014.63.1.115

이동로 을 한 실시간 하이 리드 경로계획 알고리즘              115

이동로봇을 위한 실시간 하이브리드 경로계획 알고리즘

Real-time Hybrid Path Planning Algorithm for Mobile Robot

이 동 훈*․김 동 식**․이 종 호***․김 동 원† 

(Donghun Lee․Dongsik Kim․Jong-Ho Yi․Dong W. Kim)

Abstract  -  Mobile robot has been studied for long time due to its simple structure and easy modeling. Regarding path 

planning of the mobile robot, we suggest real-time hybrid path planning algorithm which is the combination of optimal 

path planning and real-time path planning in this paper. Real-time hybrid path planning algorithm modifies,  finds best 

route, and saves calculating time. It firstly plan the route with real-time path planning then robot starts to move 

according to the planned route. While robot is moving, update the route as the best outcome which found by optimal 

path planning algorithm. Verifying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through the comparing real-time hybrid path 

planning with optimal path planning will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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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동 로 은 구조가 간단하고 모델링이 쉬워서 오래 부

터 많은 연구  응용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동로  기반의 

랫폼은 요즘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동로 의 연구에 있어서 치 추정(Localization), 장애물 

회피(Obstacle avoiding), 경로 계획(Path planning) 등은 

요한 연구 분야이다. 그 에서도 경로 계획은 출발 에서 

목표 까지 찾거나 그 경로를 계획하는 기술로써 목 지를 

찾아가야 하는 부분의 이동로 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요한 기술이다. 사람은 지도를 보고 목 지까지의 경로를 

쉽고 효율 으로 계획 할 수 있으며, 한 길과 장애물을 

단하고 목 지를 향해 어렵지 않게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로 이나 바퀴가 달린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로 과 같

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로 은 갈 수 있는 경로

인지 아니면 갈 수 없는 경로인지 이동경로와 장애물을 

단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로 에게 지도의 

정보를 입력시킨다고 해도 로 이 목 지까지 찾아가는 데

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기 때문에 로 에게는 목 지

까지의 경로를 계획하는 알고리즘이 필수 이며,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다양한 로 의 경로를 계획하는 

알고리즘이 개발 되었다. 

이동로 의 응용으로 경로 계획은 크게 역 경로 계획

(Global Path Planning)과 지역 경로 계획(Local Path 

Planning or Local navigation) 으로 나뉜다. 지역 경로 계획 

방법은 작은 지역의 경로를 센서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고 

주변의 장애물을 회피한다. 다이나믹한 환경에서 경로를 생

성해야 하므로 주로 빠른 속도의 경로 계획 알고리즘이 필

요하다. 이에 반해 역 경로 계획 방법은 길고 넓은 지역

의 경로를 계획할 때 주로 사용되는데 경로 계획의 목표는 

속도는 느리지만 가장 효율 인 경로를 찾는 것이다. 하지

만 이것은 로 이 이동할 때의 안정성이나 작은 크기의 장

애물은 생각하지 않고 거시 으로 경로를 계획하는 방법이

다. 본 논문에서 을 맞추고 있는 경로 계획은 넓은 지

역의 경로를 계획하는 알고리즘이며, 역 계획 알고리즘에 

하여 다룬다. [3][4][6]의 역 경로를 계획하는 알고리즘

은 부분 최 의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다. 그 기 때

문에 경로를 계획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이런 단

이 비교  크기가 작은 지역의 경로를 구하는 데는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경로를 계획하는 지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로 계획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게 된

다. 만약 경로 계획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자동차 네비

게이션 시스템과 같이 멀지만 빠르게 목 지까지 경로를 구

해야 할 때 경로가 빠르게 검색되지 않아 불편함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경로를 계획하는 범 는 크지만 실시간에 가

까운 역 경로 계획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기존에 발표된 

부분의 알고리즘들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

다. 하나는 최 의 경로를 찾는 것으로 기존의 경로 계획 

알고리즘의 부분은 최 의 경로를 찾는데 을 맞추고 

있다. 최 의 경로라 하면 출발 에서부터 도착 까지의 경

로의 길이가 가장 짧아서 로 이 그 경로를 따라 움직 을 

때 가장 은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말한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빠른 계산 속도에 을 맞춘 것으로 역 경로를 

계획하는 알고리즘 보다는 지역 경로를 계획하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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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많이 사용된다. 기존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알고리즘들

은 이미 오랜 시간 개발 되어 왔기 때문에 포화상태이며 새

로운 알고리즘의 개발을 어렵게 만든다. 최근에는 기존의 

알고리즘을 개선시키거나 두 개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알

고리즘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경우가 많다. [2, 6]의 알고리즘

은 역 경로 계획 알고리즘과 지역 경로 계획 알고리즘을 

모두 사용하여 움직이는 장애물을 회피한다. 역 경로 계

획 알고리즘은 경로를 계획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

에 실시간으로 경로를 수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체의 경

로를 역 경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계획하고 움직이는 장

애물이 있는 지 에서는 지역 경로 계획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경로를 수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게 두 개의 알고

리즘을 혼합하여 각 알고리즘의 단 을 보안하고 성능을 개

선시킨다. [1]에서는 경로 계획을 두 번 수행 하여 경로를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움직이는 장애물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경로를 새로 수정하므로 효율 이게 만든다. 하

지만 이런 알고리즘은 역 경로 계획알고리즘에 이동하는 

장애물을 회피하거나 경로를 재수정하는데 을 맞추고 

있다. 정작 부분의 역 경로 계획 알고리즘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에 한 근법에 한 

책에 하여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시 정리하면, 

다양한 종류의 역 경로를 계획하는 알고리즘이 연구되어 

왔으며 이 알고리즘들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최 의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인데 기존의 경로 계획 

알고리즘의 부분은 최 의 경로를 찾는데 을 맞추고 

있다. 최 의 경로(Optimal Path)라 하면 출발 에서부터 도

착 까지의 경로의 길이가 가장 짧아서 로 이 그 경로를 

따라 움직 을 때 가장 은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말한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빠른 계산 속도에 을 맞춘 알고

리즘인데 역 경로를 계획하는 알고리즘 보다는 지역 경로

를 계획하는 알고리즘에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기존의 알

고리즘들은 이미 오랜 시간 개발 되어 왔기 때문에 거의 포

화상태이며, 새로운 형태로 알고리즘을 변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는 두 개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즉 두 가지 이상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경로를 재수정하는 하는 것이다. 그러

나 이런 형태는 역 경로에서 이동하는 장애물을 회피하는 

경로를 수정하는데 만 을 맞추고 있으며, 계산시간이 오

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알고리즘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최 의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결합하

고, 역 경로를 계획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넓은 지역의 경

로도 빠르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

안한다. 이를 통하여 경로를 계획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

다. 알고리즘의 진행 방법은 두 번의 경로 계획을 통하여 

경로를 개산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기존에 두 번의 알고

리즘을 수행하여 성능을 개선시키는 방법들과는 다르게 실

시간 경로 계획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경로를 생성하고, 생성

된 경로를 효율 으로 최 화시키기 해 경로 계획을 재수

행하여 역 경로 계획 알고리즘의 단 인 계산시간을 보완

한다. 따라서 경로 계획하는데 짧은 시간을 들이면서 최

의 경로를 계획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험을 통해 기존의 

알고리즘과의 계획 시간 차이를 확인하고 성능을 검증한다. 

2. 실시간 하이 리드 경로 계획 알고리즘

2.1 실시간 하이 리드 경로 계획의 개념

기존의 알고리즘들은 두 가지의 기 으로 성능을 평가한

다. 첫 번째로는 경로의 최 화 정도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이 있는데 이 기 은 경로를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요하지 않으며 경로의 최 화 정도만을 가지고 알고리즘의 

성능을 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최 의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의 문제 으로는 경로를 계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이는 부분의 최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

즘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인데 계산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

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특징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알고리

즘은 경로를 계획 하는데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경로

가 바 거나 상치 못한 장애물이 등장 하 을 때 즉각

인 반응이 어렵다. 그래서 로 이 이동 에 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로 은 움직이지 못하고 경로를 다시 

계획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로 이 출발 에서 목표 까

지 움직일 때 계산이 모두 끝나야 하므로 경로를 계획하기 

까지 로 이 움직일 수 없어서 로 의 출발이 느리다는 

단 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을 극복하기 해서 실시간

으로 경로를 계획하는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실시간으로 경

로를 계획하는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두 번째 평가 기 으로 

성능을 평가한다. 이 평가 방법은 경로의 최 화 정도는 좋

지 않지만 경로를 계획하는 시간을 단축하여 경로를 빠르게 

계획하는데 을 맞추고 있다. 결론 으로 각 기 의 알

고리즘들은 서로 상반되는 장 과 단 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각 알고리즘들의 장 인 최 의 경로 구하는 것과 

빠른 계산시간이 모두 함께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그에 

한 로 이동로 이 목 지까지 이동할 때 오직 계산 량이 

많은 최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만을 이용해서 경로를 구하

면 로 이 바로 움직이지 못하고 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

린다. 그래서 로 을 투입하기 에 미리 모든 경로 계획을 

끝내 놓은 상태에서 로 을 구동시킨다. 하지만 이 에 경

로계획을 끝내야 로 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사 에 

많은 시간을 들여 경로계획을 해야 한다. 한 상치 못한 

장애물이나 경로의 변경에 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작은 

크기의 지도에서 경로를 구한다면 계산량이 많지 않아 큰 

상 이 없다. 하지만 지도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실시간

으로 이루어지는 경로 계획 알고리즘이 필수 이 된다. 왜

냐하면 지도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경로를 계산하는 시간

은 기하 수 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사각형 지도의 크

기가 2배 3배 늘어남에 따라서 넓이는 4배 9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 게 지도의 크기가 커지고 넓이가 넓어짐에 따라

서 경로를 계획하는 알고리즘의 계산시간도 약 2의 제곱으

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계산시간이 오래 걸리는 최 의 경

로를 계획하는 알고리즘이 다른 실시간 경로를 계획하는 알

고리즘들 보다 계산시간의 증가 폭이 크다 [4-6]. 그림 1은 

기존의 경로 계획의 문제 인 경로가 커짐에 따라서 계산시

간이 기하 수 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여 다. 그림은 경로 

계획을 수행하게 될 지도를 100X100, 200X200, 300X300, 

400X400, 500X500, 크기 별로 나열 한 것이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각각의 지도에 있는 장애물의 치나 모양은 

동일하다. 그림 2는 각 지도의 크기 별로 경로 계획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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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을 때 나타나는 경로를 표 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이 계획된 경로의 체 인 형태는 비슷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 다양한 크기의 지도

Fig. 1 Various size of a Map

그림 2 지도의 크기가 변경되었을 때의 경로 변화

Fig. 2 Path changing according to the size of a map 

  

그림 3 지도 크기에 따른 경로 계획 계산시간의 변화

Fig. 3 Computation time according to the size of a map

그림 3은 지도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경로 계획 시간이 

변화되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 다. 그림에서 보인 큐

(Queue) 방식과 스택(Stack) 방식은 경로 계획 계산시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부분의 경

로 계획 알고리즘은 최  경로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 여기서 큐 알고리즘의 특성은 넓이 우선 탐색 방법으로 

출발 에서 주변 여덟방향의 경로에 기울기 가충치를 모두 

부여한다. 가 치를 부여하지 않는 경로가 생성될 때까지 

탐색은 계속된다. 시작  주변에 있는 모든 경로로 기울기 

가 치가 부여되므로 최 의 경로를 찾을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반면 넓이 우선 탐색 방

법인 큐 알고리즘과는 다르게 스택 알고리즘은 깊이 우선 

탐색방법이다. 이는 깊이를 우선 으로 검색하므로 출발

에 치한 이동로 의 여덟방향  목 지와 가장 가까운 

방향의 경로를 최우선시 하므로 빠른 속도로 목 지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최 의 경로가 도출되지 

않는 단 도 있다. 따라서, 최  경로를 찾는 Queue 방식의 

그래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 하 을 때 경로를 찾는데 걸

리는 시간은 Stack 방식의 그래  검색 알고리즘보다 오래 

걸린다. 특히 지도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각각의 방식으로 

경로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의 격차는 기하 수 으로 커진

다 [4].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기존에 사

용되는 경로 계획 알고리즘들의 장 들을 이용하고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 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목 은 최 의 경로를 구하면서도 로 의 반응 시간이 짧게 

걸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실시간 경로 알고리즘의 

장 인 빠른 반응 속도와 최  경로 알고리즘의 경로 최

화의 특징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한

다. 즉, 실시간으로 최 화된 역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

으로, 실시간 경로 계획 알고리즘과 최 경로를 결합하여 새

롭게 경로를 계획한다. 최 화된 경로를 실시간으로 만들기 

해서 가장 요한 것은 최 의 경로를 계산할 때 걸리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의 모든 최  경로를 구

하는 알고리즘의 경우에 생기는 문제이다. 계산 시간을 확

보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로 이 이동하면서 최  경로 

계산을 하게 된다. 이 게 함으로써 경로를 계산하는 시간

을 확보할 수 있으며 로 이 이동 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이

동하기만 하면 로 이 복잡한 계산을 하는 동안 멈춰 있는 

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림 4 실시간 하이 리드 경로 계획 알고리즘의 순서도

Fig. 4 Flowchart of real-time hybrid path planning

실시간 하이 리드 경로 계획 알고리즘의 체 인 실행

순서와 순서도를 그림 4에서 나타내었다. 가장 먼  로 이 

빠르게 반응 할 수 있도록 경로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게 

걸리는 실시간 경로 계획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출발 에서

부터 도착 까지의 경로를 구한다. 하지만 이 경로는 최

화 되지 않은 경로이므로 최 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 계획된 경로를 따라서 로 을 이동시키고 로 이 이동

하는 동안 최 의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새로

운 경로를 다시 계산한다. 로 이 이동하는 동안 최 의 경

로를 구하면 이 의 경로에서 새롭게 구한 경로로 자연스럽

게 경로를 업데이트 한다. 이 게 업데이트된 경로를 따라

서 로 이 이동하게 된다.

2.2 실시간 경로 계획 알고리즘 설계

실시간 경로 계획 알고리즘의 설계에는 실시간 경로 계획 

알고리즘과 최  경로 계획 알고리즘 두 종류의 경로계획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실시간 경로 계획 알고리즘은 경사하

강법(Gradient descent method)을 기반으로 그래  검색 알

고리즘  깊이우선탐색(DFS:Depth First Search)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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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경로를 구한다. 최 의 경로로 경로를 수정하기 해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는 경사하강법을 기반으로 그래  검

색 알고리즘  넖이우선탐색(BFS: Breadth First Search)

을 이용하여 경로를 구하고, 는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A*(A star)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경로를 수정한다. 그

림 4는 실시간 하이 리드 경로 계획 알고리즘의 순서도로 

알고리즘이 진행되는 흐름을 보여 다. 하나씩 살펴보면 알

고리즘이 실행됨과 동시에 실시간 경로 계획 알고리즘이 실

행된다. 빠른 계산속도의 실시간 경로 계획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출발 에서 도착 까지의 경로를 구한다. 경로 계획

이 끝남과 동시에 앞에서 구한 경로를 따라 로 이 이동하

게 된다. 로 이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로 은 이 에 

계획한 경로에서 이동 인 로 의 치를 업데이트한다. 

로 의 치를 업데이트 하는 이유는 로 이 이미 지난 

치에서 경로를 새로 계획하는 것을 방지하기 함이다. 로

의 치를 업데이트 한 후 경로 계획 알고리즘을 재계산

하여 경로를 수정한다. 이때 경로를 재 수정할 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최 의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다. 이 게 새

롭게 경로를 구한 뒤 경로를 업데이트하고 이동 로 은 수

정된 경로를 따라서 이동한다.

 

그림 5 실시간 하이 리드 경로 계획 시뮬 이션

Fig. 5 Simulation of real-time hybrid path planning

그림 5는 그림 4의 순서도에 따라서 하이 리드 경로 계

획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경로 시뮬 이션을 한 결과이다. 

지도의 크기는 220X108이며 출발 은 왼쪽 하단 (10, 10)이

며 도착 은 오른쪽 상당 (200, 90) 지 이다. 지도에서 빨

간색의 경로는 실시간 경로 계획 알고리즘이며 경사도법을 

기반으로 하는 그래  검색 알고리즘  깊이우선탐색을 사

용하 다. 실시간 경로 계획은 그림에서 볼 수 있듯 경로에 

불필요한 움직임이 많고 도착 까지 돌아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임의의 지 에서 진행 경로를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기존의 그래  검색방법인 란색 경로의 

연산시간보다 단히 빠르다. 이러한 연산시간은 지도의 크

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격차가 더욱 늘어나게 된다.  

2.3 최  경로 계획 알고리즘과 통합

실시간 하이 리드 경로 계획 알고리즘은 실시간 경로 계

획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경로를 생성한다. 그리고 그 경로

를 따라 로 이 이동하면서 최  경로 계획 알고리즘을 재

사용하여 경로를 재생성 하는 방식이다. 이 게 경로를 생

성하게 되면 총 두 개의 경로가 생성되는데 출발 과 도착

은 동일 하지만 경로의 모양은  다를 수 있다. 이

게  다른 경로가 생성이 되면 이동하고 있는 로 은 새

로 생성된 경로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

만 경로의 방향은 같지만  다른 경로이기 때문에 자연

스럽게 이동하기 해서는 두 경로를 연결해  수 있는 알

고리즘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경로들 사이에 교 이 존재

하면 쉽게 해결되지만 교 이 존재 하지 않으면 두 선을 이

어주기 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간단한 략으로 

두 선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을 찾아 직선으로 이

어 으로써 두 경로 선을 이어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

은 방법은 직선들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제가 

필요하다. 두 개 이상의 경로를 하나로 부드럽게 이어주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며, 실시간 경로 계획 알고리즘을 통

해 구한 경로를 따라서 로 이 이동하는 동안 다시 계획된 

경로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문제 이 발생한다. 두 개의 경

로는 만나는 합 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지 않을 수도 있

다. 두 경로가 만났을 때의 경우에는 서로 만나기 때문에 

로 이 자연스럽게 다른 경로로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경

로가 만나더라도 시작 입 부분에서 만나게 되면 경로를 

계산하는 동안 지나칠 가능성이 크며, 간부분에서 만나게 

될 때만 새롭게 계획한 경로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경로의 끝부분에서 만나게 된다면 이 한 경로 이동

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다른 경우의 를 보면, 로 이 

이동하고 있는 기존의 경로가 새롭게 계산한 경로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로 이 이동하고 있는 경로를 

출발 까지 다시 뒤 돌아간 뒤에 새롭게 계산한 경로를 따

라 처음부터 다시 움직여야 된다. 이는 로 이 필요 없는 

경로를 이동해야 하므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이

게 두 개의 경로가 만날 때와 만나지 않을 때 모두 사용

이 가능한 경로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필요하다. 그림 6

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나타내었다.  

그림 6 경로 통합이 필요한 상황

Fig. 6 Situation that is needed path combination. 

그림 6은 실시간 하이 리드 경로계획 알고리즘을 통하여 

경로를 계획하기 해 실시간 경로를 계획하고 최 의 경로 

한 계획된 상태다. 그림을 보면 이동 로 은 실시간 경로

를 따라 이동하 으므로 실시간 경로의 시작 에서 어느정

도 떨어진 곳에 이동 로 이 치하고 있다. 하지만 최 의 

경로는 기존의 시작 에서 도착 까지의 최단거리를 계획하

다. 로 이 실시간 경로를 따라서 이동 에 새롭게 구한 

최 의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기 해서는 실시간 경로와 최

의 경로가 간에 만나는 에서 이동해야 한다. 하지

만 경로가 서로 겹치는 이 없으면 최 의 경로로 이동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며, 경로가 서로 겹친다 하더라도 

까지 로 이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성능에 좋지 않은 향

을 주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통합 방법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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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에서 하  시작 을 재설정하고 재설정된 시작 과 도

착  사이를 최  경로 알고리즘을 통하여 경로를 구하는 

것이다. 하  시작 은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서 설정해야 

하며, 이동 로 의 이동 속력을 알아야 더욱 정확한 하  시

작 을 지정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하  시작  

포인트를 설정하는 방법은 휴리스틱하게 지정하는 것이다. 

여러 번 실험을 통하여 정하거나 실시간 경로의 총 길이에

서 일정한 비율로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계자가 하  시

작  포인트를 어떻게 지정하냐에 따라 성능이 좌우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경로를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이

동 로 의 이동속력을 알면 좀 더 정확한 하  시작 을 지

정할 수 있다. 그림 7에서 하  시작 을 정하는 구체 인 

결정과정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로 의 

치를 미리 측하기 해서는 로 의 이동거리를 먼  악

해야 하는데 로 의 이동 거리는 로 의 평균 속력과 경로 

계획 시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로 의 평균 속력은 개발하

고 실험하는 로 에 따라 달라지며 경로 계획 시간은 시뮬

이션을 통하여 구한다. 이동 로 의 이동 거리를 구하게 

되면 처음에 실시간 경로 계획을 통하여 구하 던 경로의 

길이에서 그 이동거리를 빼주게 되면 하  시작 의 치를 

미리 측할 수 있다.

그림 7 하  시작 의 결정 과정

Fig. 7 Decision procedure of sub start point 

그림 8 경로 통합 최 화 알고리즘 시뮬 이션

Fig. 8 Simulation result of path combination

그림 8은 이동 로 의 이동 치를 미리 측하여 실시간 

하이 리드 경로 계획 알고리즘을 실행한 결과이다. 빨간색 

경로는 실시간 경로이며 란색은 최  경로이다. 실시간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로 의 상 하  시작 에서 목표까

지 경로 계획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실시간 경로의 길이

는 총 317m이며 하  시작 은 출발 에서부터 32m가 떨어

진 지 에 설정 되었다. 한 하  시작 에서 도착 까지

의 길이는 166m로 이 의 285m에 비해 119m만큼 짧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체 길이에서 보면 실시간 경로는 

317m로 실시간 하이 리드 경로 계획을 통하여 구한 198m

는 약 60%의 성능 향상을 보 다.

3. 시뮬 이션 결과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Matlab을 이

용하여 시뮬 이션을 진행 하 다. 시뮬 이션을 해서 사

용된 지도는 1비트 값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Cost map으로 

장애물의 유무만을 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컴퓨터 시뮬

이션을 통하여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므로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 계산 속도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컴퓨터

의 사양을 표 1에서 나타낸다. 

표   1  시뮬 이션 시스템 정보

Table 1 Information of simulation system

시스템   정보

로세서 Intel Core2 Duo E6750 2.66GHz

운 체제 Windows 7

메모리 3.5GB

시스템   종류 32비트 운  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알아보기 해 지

도의 크기를 키움에 따라 경로 계산 속도가 어떻게 바 는 

지 알아 보았다. 총 4가지 크기의 지도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 하 으며 크기는 150X100cm부터 각 변의 길이를 두 

배로 늘려 가며 300X200cm, 600X400cm, 1200X800cm의 지

도를 사용 하 다. 각 지도의 크기를 2배로 늘렸으므로 면

은 4배씩 늘어나 가장 마지막 지도는 처음 지도의 16배에 

해당하는 크기가 된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Stack과 Queue를 사용하여 실시간 경로 계획과 최  경로 

계획을 구  하 다. 두 가지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최

의 경로와 실시간 경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간 하이 리

드 경로를 구 한다. 첫 번째는 Stack 알고리즘을 사용한 

실시간 역 경로 계획 알고리즘으로 경로를 찾는데 시간은 

작게 걸리지만 경로가 최 화 되지 않은 결과를 상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오 라인 방식의 

역 경로 계획인 Queu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최 화된 경로를 상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앞에서 구한 알고리즘들을 바탕으로 실시간 하이 리

드 경로 계획 알고리즘을 구 하여 앞에서 구 한 실시간 

경로 계획만큼 빠르고 최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만큼 성

능이 좋음을 검증한다. 여기서 성능을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로 이 경로를 계획하고 출발 에서 목표 까지 가는데 걸

리는 시간을 계산하여 비교한다. 이때 필요한 로 의 속도

는 10cm/s, 40cm/s, 100cm/s로 변화를 주어 각 지도에서 로

의 속도가 미치는 향을 실험을 통하여 알아본다. 그림 

10은 실험에 사용되는 지도의 크기를 비교하기 해 지도를 

비율에 따라 겹쳐 놓았다. 150X100의 지도를 기 으로 왼쪽 

아래 좌표 (5,5)를 시작 으로 설정하고 (146, 95)를 도착

으로 설정하여 경로를 구하 으며 지도가 커짐에 따라 시작

과 도착 의 좌표도 2배씩 증가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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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실시간 & 최  & 하이 리드 경로 계획 (로  속

도 10cm/s)

Fig. 10 Real-time, Optimal and Hybrid path planning 

(Robot speed: 10cm/s)

그림 11 지도 크기에 따른 로  이동시간 그래  (로  속

도 10cm/s)

Fig. 11 Time of robot moving according to size of a map 

(Robot speed: 10cm/s)

표 3 지도 크기에 따른 로  이동시간 (10cm/s)

Table 3 Running time for each size of map

Robot Velocity : 10cm/s

Map size
Real-time 

path
Optimal path

Hybrid 

path

150X100 21.013 20.357 20.313

300X200 59.622 41.268 41.022

600X400 125.246 83.210 82.146

1200X800 253.218 169.832 163.618

2400X1600 399.709 356.928 327.209

그림 9 실험에 사용되는 지도의 크기 비교

Fig. 9 Size of a map for simulation environment. 

표 2 지도 크기에 따른 경로 계산 시간과 경로 길이

Table 2 Computing time and length for each map

Map size

Real-time 

path
Optimal path

Hybrid 

path

Time/Length

150X100 0.013/210 0.157/202 0.013/203

300X200 0.122/595 0.468/408 0.122/409

600X400 0.646/1246 1.810/814 0.646/815

1200X800 0.818/2524 7.132/1627 0.818/1628

2400X1600 1.809/3979 31,628/3253 1.809/3524

표 2는 지도 크기의 변화에 따른 각 알고리즘의 계산시간

과 경로길이에 한 성능을 수치 으로 표 한 것이다. 실

험에 사용된 각 지도는 그림 9과 같으며 출발 과 도착 도 

150X100의 지도의 (5, 5) 과 (146, 95)이며 지도가 2배로 

커질 때 마다 출발 과 도착 의 좌표도 2배씩 커진 지 이 

된다. 각 알고리즘에 따른 경로 계산 시간과 경로의 길이를 

살펴보면 실시간 경로 계획은 최  경로 계획에 비해 지도

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로의 길이가 더욱 길어지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하지만 경로를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에 반해 하이 리드 알고리즘

은 경로의 길이는 최 의 경로를 계획하는 알고리즘에 비해 

조  부족하지만 경로를 계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짧

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하이 리드 알고리즘의 특

징인 로 이 이동하며 경로를 수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로를 계획하는 시간이 실시간 경로 계획 알고리즘과 같은 

원인은 실시간 경로 계획을 통해 경로가 구해짐과 동시에 

로 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경로의 길이와 경로를 계획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알고리즘의 성능을 표 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알고리즘의 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는 경로를 계획하고 로 이 출발 에서 도착 까지 이동하

는데 걸리는 모든 시간을 계산하면 더욱 정확하게 평가 할 

수 있다. 단 이 방법을 사용하기 해서는 이동 로 의 속

도가 필요한데 실험에서는 10cm/s부터 100cm/s까지 변화시

키며 실험을 진행 한다. 그림 10, 11과 표 3은 

1200X800(cm)크기의 지도에서 로 의 속도가 10cm/s일 때 

실시간 경로 계획, 최  경로 계획, 실시간 하이 리드 경로 

계획을 통하여 경로를 계획한 결과이다. 빨간색의 경로는 

실시간 경로 계획을 통하여 계획한 경로이며 란색은 최

경로, 녹색은 실시간 하이 리드 경로 계획을 나타낸 것이

다. 로 의 속도를 감안하여 하  시작 이 설정 되었고 경

로가 수정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후 그림들은 로 의 

속도가 바뀜에 따라 하이 리드 경로의 변화를 보여 다. 

그림 12, 13, 14, 15와 표 4와 5에서도 마찬가지로 로 의 

속도에 따른 실시간 경로 계획, 최  경로 계획, 실시간 하

이 리드 경로 계획과 지도의 크기별로 시뮬 이션하여 도

착 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총 시간을 나타내었다.

고정된 로  속도에서 각 지도의 크기 별로 로 이 목

지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총 시간을 경로계획에 따른 표와 

그래 로 살펴보았다. 이의 결과를 살펴보면 최  경로 계

획 알고리즘은 지도가 커짐에 따라 경로 길이의 변화와 계

산시간의 기하 수 인 변화 때문에 로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은 로 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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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실시간 & 최  & 하이 리드 경로 계획 (로  속

도 40cm/s)

Fig. 12 Real-time, Optimal and Hybrid path planning 

(Robot speed: 40cm/s)

그림 13 지도 크기에 따른 로  이동시간 그래  (로  속

도 40cm/s)

Fig. 13 Time of robot moving according to size of a map 

(Robot speed: 40cm/s)

표 4 지도 크기에 따른 로  이동시간 (40cm/s)

Table 4 Running time for each size of map

Robot Velocity : 40cm/s

Map size
Real-time 

path
Optimal path

Hybrid 

path

150X100 5.264 5.197 5.089

300X200 15.000 10.647 10.725

600X400 31.788 22.130 22.063

1200X800 63.889 47.679 43.564

2400X1600 101.316 112.483 83.891

그림 14 실시간 & 최  & 하이 리드 경로 계획 (로  속

도 100cm/s)

Fig. 14 Real-time, Optimal and Hybrid path planning 

(Robot speed: 100cm/s)

그림 15 지도 크기에 따른 로  이동시간 그래  (로  속

도 100cm/s)

Fig. 15 Time of robot moving according to size of a map 

(Robot speed: 100cm/s)

표 5 지도 크기에 따른 로  이동시간 (100cm/s)

Table 5 Running time for each size of map

Robot Velocity : 100cm/s

Map size Real-time path Optimal path Hybrid path

150X100 2.113 2.166 2.043

300X200 6.085 4.530 4.505

600X400 13.112 9.924 9.542

1200X800 26.049 23.330 18.609

2400X1600 41.597 64.022 39.577

동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변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하지

만 하이 리드 경로 계획 알고리즘은 로 의 속도가 달라지

더라도 지도의 크기가 커지면 최  경로 계획 알고리즘에 

비해 더욱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실시간 하이 리드 경로 계획은 경로를 계획하는 속

도가 빠르며 성능 한 좋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로 이 도착 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 하

을 때도 최  경로 계획 알고리즘보다 뛰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최 의 경로를 생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실시간 하이 리드 경로 계획 알고

리즘은 기존의 알고리즘을 응용하 으며, 실시간 경로 계획

과 최 의 경로 계획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경로를 계획하고 

최 화 하 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생성된 경로의 

길이는 최 의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경로의 길

이보다는 다소 길지만 실시간 경로계획 알고리즘을 통하여 

생성된 경로를 따라 로 이 움직이므로 아무리 큰 지도의 

경로를 계획 한다 하더라도 로 이 빠르게 경로를 따라 움

직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최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의 

형 인 문제 인 로 의 반응시간이 느린 문제를 해결 한 

것이며, 로 이 움직이며 경로를 수정하므로 목 지까지 다

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 알고리즘보다 게 걸린다. 

수행한 시뮬 이션 실험결과를 통하여, 경로의 길이는 실시

간으로 생성된 경로보다 폭 좋아졌으며 최  경로 계획으

로 생성된 경로에 비해 등한 성능을 보 다. 로 이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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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획하고 출발하여 목 지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을 비교해 본 결과 최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에 비해 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지도가 커져도 성

능이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컴퓨터 시뮬

이션을 통한 실험뿐만 아니라 실제 하드웨어로 구 된 이

동 로 에 용하여 다양한 실험을 진행한다면 더욱 실감 

있는 좋은 검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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