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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지형정보 기반의 실시간 자율주행 격자지도 생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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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method of generating path planning map is developed using digitalized geographic information 
such as FDB(Feature DataBase). FDB is widely used by the Army and needs to be applied to all weapon systems 
of newly developed. For the autonomous navigation of a robot, it is necessary to generate a path planning map by 
which a global path can be optimized. First, data included in FDB is analyzed in order to identify meaningful 
layers and attributes of which information can be used to generate the path planning map. Then for each of 
meaningful layers identified, a set of values of attributes in the layer is converted into the traverse cost using a 
matching table in which any combination of attribute values are matched into the corresponding traverse cost. For 
a certain region that is gridded, i.e., represented by a grid map, the traverse cost is extracted in a automatic 
manner for each gird of the region to generate the path planning map. Since multiple layers may be included in a 
single grid, an algorithm is developed to fusion several traverse costs. The proposed method is tested using a 
experimental program. Test results show that it can be a viable tool for generating the path planning map in 
real-time. The method can be used to generate other kinds of path planning maps using the digitalized geographic 
information as well.

Keywords : Robot(로 ), Path Planning(경로계획), Digitalized Geographic Information(디지털지형정보), FDB(Feature 
DataBase), Autonomous Navigation(자율주행), Grid Map(격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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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이 증 되고 있는 추세와 더불어 인간  요소를 

시하는 투수행방법이 차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합참에서 발간한 합동개념요구능력서(‘합동군사 략서

(JMS)’의 부록인 ‘합동개념서’의 별지)에 따르면, 무인

투체계는 주 투수단인 유인체계에 한 보조 투

수단으로서 상호 보완 인 역할의 수행을 통하여 유

인 투체계의 효과를 극 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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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고 있다[1]. 이것은 무인 투체계를 ‘유인 투체계

와 무인장비를 통합 운용하여 기존 인간 주의 투

체계를 보완하기 한 복합체계 ’라고 정의한 것과 일

맥상통한다.
  미래 육군의 표 인 무인 투체계로 등장할 것으

로 상되는 무인지상차량(UGV : Unmanned Ground 
Vehicle, 이하 ‘무인차량’)의 개발을 한 련 로 기

술은 2006년 이후 국과연을 심으로 활발히 연구되

고 있으며, 그 결과 확보된 무인화기술의 수 은 수년 

내에 미국에 버 갈 것으로 상된다.
  미래 투원이 다수의 무인차량을 운용하여 투를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일정 수 의 인공지능 

기술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자율주행이 가능

하여야 한다. 자율주행은 경로계획(Path Planning) 기술

을 기반으로 수행되는데, 통상 역경로계획(GPP : 
Global Path Planning)과 지역경로계획(LPP : Local Path 
Planning)으로 구별된다

[2]. 역경로계획은 운용자가 

선정한 비교  넓은 작 지역을 상으로 상황도를 

심으로 운용자가 직  경로를 지정하거나, 가용한 

지형정보  장상황을 반 한 격자지도를 활용하여 

차량의 이동 는 임무 수행을 한 주행경로를 최

화하는 상  개념의 경로계획이다. 따라서 역경로계

획은 운용자의 개입 정도에 따라 경로지정주행(Route 
Following), 경로 주행(Waypoint Navigation), 자율주행

(Autonomous Navigation) 등으로 구분된다
[3]. 반면, 지

역경로계획은 역경로계획(경로  주행, 자율주행)의 

결과로 얻어진 일련의 경로 (Way Points)들을 상으

로 무인차량에 장착된 센서  항법장치를 이용하여 

경로  사이에서 운용자 개입 없이 실시간 경로 최

화를 수행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지형정보를 활용하여 역경

로계획을 수행하기 해 필요한 자율주행 격자지도

(Grid Map)를 실시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역

경로계획은 경로계획 상 지역에 하여 무인차량의 

치    등의 장상황의 변화를 반 하여 

실시간 격자지도를 생성  활용할 것을 요구한다. 필

요시 운용자는 여러 종류의 격자지도를 생성하여 임

무 특성에 부합되는 역경로를 최 화할 수 있는데, 
표 인 격자지도로는 무인차량의 주행성을 나타내

는 속도맵,   정도를 반 한 도맵, 무인차

량과 원격통제장치와의 통신 가능성을 표 하는 통신

맵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속도맵 생성/활용

과 련된 내용을 그 연구범 로 제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먼  연구

동기를 설명하고 3장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있어

서 디지털지형정보의 활용성을 분석하 다. 4장에서는 

그 결과를 토 로 디지털지형정보 기반의 격자지도 

생성방법을 제안하 다. 5장에서 디지털지형정보 처리 

로그램을 활용하여 제안된 방법을 실험한 결과를 제

시하 고, 결론은 마지막 6장에 기술하 다.

2. 연구 동기 : 자율주행 격자지도의 실시간 생성 

필요성

  무인차량의 자율주행을 하여 경로계획을 수행하기 

해서는 먼  경로계획 상 지역을 격자화하여 경로 

최 화가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여야 한다. 이는 곧 그 

지역에 한 격자지도를 생성함을 의미한다. 격자지도 

내부 각 격자에는 무인차량의 주행성(‘ ’ 주행 가능 

속도) 정보 외에도 경로 최 화에 활용 가능한 다양

한 정보를 첩 으로 입력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임

무 수행에 보다 합한 역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
[3].

  격자지도를 통하여 경로 최 화에 사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은 탐색기법에 기반을 둔 Dijkstra, A*, D* 등

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구 의 용이성  실효

성 측면에서 A*가 리 사용된다[4,5]. 어떤 격자지도에 

하여 A*는 출발 (격자)에서 목표 (격자)에 이르기

까지 최소의 비용으로 주행 가능한 경로를 탐색함에 

있어서 각 격자에 하여 식 (1)과 같은 비용함수를 

계산한다. 주목할 것은  탐색 (격자 n)까지의 

비용인   외에도  격자에서 목표 까지의 상

비용인 을 추정하여 체 비용에 반 함으로써 

보다 효율 인 탐색이 가능하다는 이다[5].

    (1)

  실제 투상황 하에서 무인차량에게 감시경계, 신속

기동, 회피기동 등 다양한 임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

다. 주어진 임무를 보다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서

는 주행성(Velocity Map, 속도맵) 정보 외에도  

(Threat Map, 도맵) 정도, 통신성(Communication 
Map, 통신맵), 군수지원성(Logistic Map, 군수맵), 은폐/
엄폐(Concealment/Cover Map, 은․엄폐맵) 수  등 다

양한 정보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다 임무에 합한 

역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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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의 다  격자지도 기반의 임무지향 인 

역경로 생성 문제는 각 격자지도에 한 비용함수 

를 선형조합(Linear Combination)함으로써 정의할 

수 있다. 구하고자 하는 경로를 P={1,2,...,p}라고 하면, 
m개의 다  격자지도를 활용하는 역경로계획 문제

는 식 (2)∼(5)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min 




  (2)

 
 



   (3)

    
 ≤  for   ∃ (4)

    





 ≤  ∃  (5)

  이 때 α와 δ는 각각 선형조합(Linear Combination) 
 정규화(Normalizing) 상수를 의미하며, fi 는 격자지

도 i에 하여 식 (1)에서 정의된 비용함수, 즉






 (6)

이다. 
는 격자지도 i에 하여 경로 P에 속하는  

격자 k에 입력된 비용 값이다.
  경로 최 화에 있어서 운용자는 다양한 제약조건을 

선택 으로 용할 수 있다. 일례로 식 (4)는 어떤 격

자지도 i에 하여 경로 P에 속하는 모든 격자들에 

입력된 비용 값(
 )이 운용자가 지정한 한계치(L) 이

하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생존성 측면의 제약조건을 

고려할 때 흔히 사용된다. 식 (5)는 임의의 격자지도 i
에 한 체 비용이 운용자가 감내할 수 있는 수

( , Threshold)을 과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경

로에 한 주행시간과 같은  비용과 련된 제약

조건의 반 이 가능하다.
  다  격자지도 기반의 경로최 화는 무인차량의 

치  장환경의 변화에 한 다  격자지도의 신속

한 생성/갱신을 제로 가능하다. 사람에 의한 수작업

으로 격자지도를 생성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  문제 

외에도 격자지도 내부의 각 격자에 입력해야 할 정보

에 한 정확성, 신뢰성  객 성에 한 문제가 발

생될 수 있으므로 논리 인 자동화된 방법의 용이 

요구된다. 가장 표 인 격자지도라고 할 수 있는 속

도맵 만을 사용하여 경로최 화를 수행할 경우에도 무

인차량의 치변화에 따라 운용자가 선정한 신규 경로

계획 상지역에 하여 ( )실시간으로 속도맵을 생

성하여야 한다.
  재 자율주행을 한 격자지도의 신속한 자동화 

생성에 활용 가능한 자료로써 DEM(Digital Elevation 
Map), DSM(Digital Surface Map)  디지털지형정보

(Digitalized Geographic Information) 등이 있다. 이 에

서 디지털지형정보는 속도맵 외에도 다양한 격자지도 

생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단되며 그 활용성에 

하여 구체 으로 분석하 다.

3. 디지털지형정보(FDB)의 활용성 분석

가. 디지털지형정보 개

  재 육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지형정보는 

FDB(Feature DataBase)로써 각종 군사지도의 제작은 물

론 무기체계에 내장되는 각종 상황도  장정보체계

에 활용되고 있으며, 내부 지형정보를 지속 으로 최

신화함에 따라 미래 무기체계에 용해야 할 표 지도

체계로서 그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FDB는 도형  

속성정보 기반의 디지털화된 지형정보로써 미 NGA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미 국가지형공

간정보국 : 미 국방부 산하기 으로 육․해․공군을 

통합하여 지도제작에 한 모든 업무 장)에서 9.11
테러 이후 각 기 별 상이한 지도체계를 통합 운용하

기 하여 개발된 차세  Shape형태의 GIS 데이터베

이스이다. 한국 육군은 ’06년 10월부터 FDB를 기반으

로 1/5만의 종이지도 편집/제작을 완료하 으며 육군 

지형정보단을 심으로 FDB 내부 지형정보를 지속

으로 갱신하고 있다.
  FDB와 같은 벡터형 지형정보를 가시화하기 해서

는 내부 지형정보를 추출/ 시할 수 있는 별도의 소

트웨어가 필요하다. 이것은 곧 Fig. 1에서와 같이 디지

털지형정보 내에 포함되어 있는 첩된 자료 구조를 

선별 으로 읽고 가시화 한다. FDB 내부 정보는 ‘ 이

어  속성’이라는 자료 장 구조체에 포함되어 있는

데, FDB를 자율주행기술 등 로 기술에 활용하기 

해서는 그 사용 목 과 련되는 이어/속성을 식별하

고 처리할 수 있는 자료처리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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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디지털지형정보의 자료 첩 구조

나. 디지털지형정보 자료구조  데이타 분석

  FDB를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해서는 먼

 FDB 내부에 장되어 있는 지형정보 데이터  

그 자료구조에 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 

FDB는 한반도 지역에 한 지형정보를 48개의 Shape
( 는 Folder)에 도엽 단 로 구분하여 장한다. 각 

Shape은 그 도엽에 포함되는 해당되는 다양한 지형정

보를 주제(Subject)별로 첩 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Shape별로 포함되는 지형정보 종류(주제)는 서로 상이

하다.

  Shape의 자료 장 구조는 먼  58개에 달하는 지형

정보 주제별로 분류된다. 이를 통상 이어(Layer)라
고도 일컫는데, 하나의 Layer 내에는 하부 이어(Sub- 
Layer)가 존재하며 그 하부 이어 수는 약 540여개에 

달한다. 일례로, 문화(Culture)와 련된 Layer는 문

자 A로 표기되며, AA(Culture-Extraction), AB(Culture- 
Disposal), AC(Culture-Processing Industry), AP(Culture- 
Transportaion-Road),..., AU(Cultrue-Airport) 등이 이에 해

당된다.
  실질 인 지형정보는 이어 안에 존재하는 서 -

이어(Sub-Layer)에 장된다. 를 들면, AP(Culture- 
Transportation-Road) 이어(Layer) 안에는 AP010(Cart 
Track, 미개발도로), AP020(Interchange, 인터체인지), 
AP030(Road, 개방도로), AP040(Gate, 문), AP041 
(Barrier, 장벽), AP050(Trail, 오솔길), AP060(Drove, 가

축이 지나는 길)와 같은 7개의 서 - 이어(Sub-Layer)
가 있다. 각 서 - 이어가 나타내는 지형정보는 속성

(Attribute) 형태로 디지털화(즉, 숫자)되어있다. 하나의 

속성 만을 사용하여 표 되는 서 - 이어가 있는 반

면, 다수의 속성들을 사용하여 복합 으로 표 되는 

것도 있다.
  한국 육군에서 사용되는 FDB의 경우, 속성의 종류

는 총 90여개에 달한다. 그 값은 통상 0과 자연수(세
자리 이하)를 이용하여 표 화에 의거 수치로 표 되

는 것이 일반 이나, 도나 길이와 같이 실제 값을 

속성 값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AP030 
(Culture-Road, 문화-도로) 서 - 이어는  그 속성으로 

ACC(Accuracy, 정확도), COE(Certainty of Existence, 존

재 확실성), LC1(Load Class, 통과하 ), LOC(Location, 
치), LTN(차선수), MCC(지표구성물질) 등을 포함하

고 있다. 속성 값의 로써, ACC에는 0(미확인), 1(정
확한), 2(개략 인), 3(의심스러운)의 네 가지 값들이 

사용된다.

다. 격자지도(속도맵) 련 이어/속성 식별

  디지털지형정보 기반의 격자지도(속도맵) 생성을 

해서는 우선 그와 련된 서 - 이어를 식별하여야 

한다. 재 FDB에 포함된 540여개의 서 - 이어를 

분석한 결과, 무인차량의 주행성 분석에 활용 가능한 

것들은 24개 정도로써 Table 1과 같다. 식별된 서 -
이어들은 그 요도  활용성 정도에 따라서 우선

순 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효과 인 속도맵 생성이 가

능하다. 표에 나타난 서 - 이어들은 일부 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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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속성값 의미

bac 0 Unknown
bac 2 Dense
bac 3 Normal
exs 0 Unknown
exs 5 Under Construction
exs 6 Abandonded/Disused
exs 7 Destroyed
exs 10 Proposed
exs 28 Operational
exs 999 Other
loc 0 Unknown
loc 8 OnGroundSurface
loc 25 Suspended or Elevated
loc 40 Underground
acc 0 Unknown
acc 1 Accurate
acc 2 Approximate
rst 0 Unknown
rst 1 Hard/Paved
rst 2 Loose/Unpaved
tuc 0 Unknown
tuc 1 Both Road and Railroad
tuc 4 Road
tuc 6 Street
tuc 7 Through Route
tuc 42 Both Road and Runway
sgc 실제값 　Gradient/Slope
wd1 실제값 　Width
lc1 실제값 　Load Class 1
lc2 실제값 　　Load Class 2
slt 0 Unknown
slt 6 Magrove/Nipa
slt 8 Marsh/Swamp
slt 10 Rocky
slt 11 Rubble

해석의 결과로 볼 수 있으나, FDB 내부 지형정보의 

최신화 여부에 따라 추가 인 서 - 이어를 식별하거

나 그 우선순 를 변경할 수 있다.

Table 1. 주행성 련 서 - 이어 식별 결과

이어명 지형정보 내용 요도

AL105 Settlement : 거주지 7

AP010 Cart Track Line : 미개발 도로 4

AP020 Interchange : 인터체인지 3

AP030 Road Line : 도로  유사형태 1

AP050 Trail Line : 오솔길, 작은길 5

AQ040 Bridge/Overpass : 다리/고가도로 2

AQ064 Causeway : 높인 도로 구조물 6

AQ140 수송수단 창고  주차장 8

AQ135 갓길(노변) 는 정차장 9

EB010 Grassland : 원, 목 지 12

EB020 Scrub/Brush/Bush : 목숲 13

BH077 Hummock : 빙구, 늪, 습지 23

BH095 Marsh Swamp Area : 습지/늪 24

BH135 Rice Field Area : 논 15

BH150 Salt Pan Area : 염   유사지역 22

BH160 Sebkha Area : 소 지, 구릉지 16

BH210 In land Shore Line : 내륙 해안선 17

BI020 Dam Weir Area : /둑 10

EC010 Bamboo/Cane : 나무 등의 수목지 20

EC020 오아시스 14

EC030 Trees Area : 수목지역 21

EC040 도로/ 단지, 노선 방화 11
DA010 육지 표면 특성(성분, 요소) 18

DB180 Volcano : 용암지, 화산재 지역 25

EA055 Hops Area : 포도 재배지역 19

  속도맵 생성에 활용 가능한 서 - 이어가 식별되

면 각 서 - 이어가 갖고 있는 속성 정보에 한 분

석을 수행할 수 있다. Table 1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

의 서 - 이어에 하여 포함된 속성의 종류  활

용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최종 으로 속도맵 생성에 

사용될 지형정보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 데이터 처리

량의 최소화를 하여 서 - 이어에 포함된 여러 속

성들 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선별할 것이 요구되는

데, 속성이 갖는 여러 속성 값들에 해서도 동일한 

과정이 필요하다. 서 - 이어들에 포함되어 속성들에 

한 활용성에 한 분석 결과를 토 로 최종 으로 

식별된 의미있는 속성  그 값들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격자지도(속도맵) 련 속성 식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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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속성값 의미

slt 13 Sandy
slt 14 Stony
slt 999 Other
ftc 0 Unknown
ftc 3 Terraced
ftc 4 Ditch/Irrigation
ftc 999 Other

smc 0 Unknown
smc 8 Boulders
smc 46 Gravel
smc 52 Lava
smc 55 Loess
smc 65 Mud
smc 68 OilBlister
smc 84 Rock/Rocky
smc 88 Sand
smc 103 Snow/Ice
smc 104 Soil
smc 119 Distorted Surface
smc 120 Sandand Gravel
smc 122 Evaporites
smc 124 Sandand Boulders
smc 126 Sand and Mudd
smc 127 Karst
smc 997 Unpopulated
smc 999 Other
wtc 0 Unknown
wtc 2 Fair/DryWeather
wtc 3 Winter Only
ltn 1 1 Line
ltn 2 2 Line
ltn 3 3 Line
ltn 4 4 Line
ltn 5 5 Line
ltn 6 6 Line
ltn 7 7 Line
ltn 8 8 Line
veg 0 Unknown
veg 4 Rice Paddies
veg 999 Other

4. FDB 기반 격자지도 생성 방법론

가. 이어/속성 정보 기반의 주행비용 추출

  역경로 생성에 있어서 다양한 격자지도를 고려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가장 표 인 것이라 할 

수 있는 속도맵 만을 고려한다. 따라서 앞서 무인차량

의 주행성과 련하여 식별된 이어  속성을 기반

으로 격자지도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운용자가 

선정한 특정 지역에 하여 격자지도의 자동화 생성

을 해서는 매우 방 한 분량의 지형정보를 처리하

여야 하며, 그를 한 처리 논리  규칙의 개발이 선

행되어야 한다.
  속성이 갖고 있는 수치정보, 즉 속성 값(Attribute 
Value)을 직 으로 무인차량의 주행 가능 속도로 연

계하여 속도맵을 생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먼

 각 이어를 상으로 그에 포함되어 있는 속성 값

을 토 로 주행비용(Traverse Cost)을 추정하고, 이후에 

주행비용을 속도로 매칭(Matching)시키는 방법이 보다 

합리 일 것이다.
  격자지도 내부의 각 격자에 한 주행비용을 추정

하기 해서는 서 - 이어에 포함된 속성들의 속성 

값들에 한 있을 수 있는 모든 조합(Combination)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하여 각각의 서 - 이어에 

하여 속성-주행비용 매칭 테이블(ATCMT : Attribute 
to Traverse Cost Matching Table)을 작성하 다. 이 때 

어떤 이어가 갖는 속성의 종류와 각 속성이 갖는 

속성 값의 갯수가 그 이어에 하여 고려해야 할 

조합의 수를 결정한다.
  만일 어떤 서 - 이어가 m개(  )의 속성을 

갖는다면, 비용은 m차원의 속성 값들의 조합으로 정

의될 수 있다. 즉, 속성 차원이 m인 이어 i에 한 

주행비용 Ci 는 다음의 개념식으로 표 된다.

      (7)

   식에서 f(⦁)는 ATCMT에서 정의된 해당 속성 

값의 조합(     )에 해당되는 주행비용

을 찾아서 반환하는 함수이다. 어떤 속성 가 갖는 

속성 값의 갯수를 라고 하면, m차원의 이어에 

하여 ATCMT에 정의되어야 할 속성-주행비용에 

한 총 조합의 수는 




이다. 따라서 각 이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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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ATCMT를 작성함에 있어서 의미 있는 속성과 

속성 값들을 식별하여 조합의 수를 임으로써 격자

지도 생성을 한 계산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격자지도 생성을 한 입력자료로 사용되는 ATCMT
는 그 유효성을 지속․반복 으로 확인하고 최신화함

으로써 최종 으로 정 값으로 수렴시킬 것이 요구

된다. 이를 해서는 격자지도 내부의 한 격자에 포함

되어 있는 모든 이어들에 하여 추정된 주행비용

들을 융합할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어별로 추

정된 주행비용은 서로 상이하며 다수의 이어에 

하여 융합된 주행비용을 토 로 무인차량이 그 격자

에서 주행 가능한 속도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식

별된 24개의 이어에 한 ATCMT는 지면 제약으로 

생략한다.

나. 다  이어 한 주행비용 융합

  격자지도 생성은 실제 지역을 격자화하여 각 격자

( 는 셀, Grid or Cell)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 무인

차량의 주행 가능 속도를 추정함으로써 가능하다. 
FDB 자료구조에 의하면 하나의 격자 안에 통상 다수

의 이어(Sub-Layer)가 포함되므로 각각의 이어에 

한 주행비용(C)을 융합함으로써 그 격자에 한 최

종 인 주행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n개의 이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격자에 한 융합

주행비용( )은 식 (8)～(10)과 같은 개념으로 결정 가

능하다. 기본 으로 Min, Max, Weighted Sum의 세 가

지 계산법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융합할 수 있

으며, 식 (11)에서 는 해당 격자에 있어서 layer k

가 차지하는 면 이다. 이 때 우선순 가 높은 이어

가 이미 차지했던 면 은 하  이어의 차지 면 에

서 제외함으로써 이어에 한 요도를 실질 으로 

고려할 수 있다.

 min  or (8)

    max  or (9)

    







   





 (10)

  격자지도 내부 각 격자에 한 융합주행비용을 무인

차량이 주행 가능한 속도로 변환하는 것은 그리 어렵

지 않다. 추정된 융합주행비용을 단계화하여 구간별로 

속도와 매칭시키는 방법을 용할 수 있다. Table 3은 

그에 한 한 이다. 매칭 구간은 야지 주행시험 등

을 통하여 실질 인 주행성능을 반 함으로써 각 구

간 범 를 최  설정 가능하며, 이 때 주행비용 추정/
융합 방법과 상호 연계시키기 하여 ATCMT  융

합주행비용 산출에 한 지속 인 수정/보완 작업이 

요구된다.

Table 3. 융합주행비용과 속도 간의 매칭

융합주행비용 주행 속도(km/h)

cost < 0.1 35 이상

0.1 <= cost < 0.2 30～35

0.2 <= cost < 0.3 25～30

0.4 <= cost < 0.5 20～25

0.5 <= cost < 0.6 15～20

0.6 <= cost < 0.7 10～15

0.7 <= cost < 0.8  5～10

0.8 <= cost < 0.9 0～5

cost >= 0.9 주행불가

5. 실 험

  FDB 속성/ 이어 분석 결과로 식별된 주행성 련 

이어/속성 정보의 처리와 련하여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기 하여 임의의 지역에 한 격자지도를 생

성하는 실험  차원의 로그램을 구 하 다. 로그

램은 식별된 25개의 이어에 포함된 지형정보를 Fig. 
2와 같이 선택 으로 시 가능함은 물론 FDB 내부 

속성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할 수도 있다( 섬 

부분). 운용자는 로그램 주화면 상에 시된 상황도

에서 경로계획 상 지역을 선정하고 원하는 격자크

기를 지정하여 격자화한 후 주행비용 융합 알고리즘

을 선택하여 해당 지역의 모든 격자에 하여 주행비

용을 산출한다.
  무인차량의 치  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속

히 경로계획을 재수행할 필요가 있는데, 본 로그램

을 통하여 실제 상황에서 용 가능한 수 으로 신속

히 격자지도를 생성함을 확인하 다. 물론 계산시간은 

경로 상 지역을 격자화하기 하여 운용자가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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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DB 기반 격자지도 생성 로그램의 이어/속성 정보 시

Fig. 3. 격자지도 생성 상지역 설정  격자화

상 지역  격자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지

만, 지역경로계획을 하여 무인차량에 장착된 센서의 

감지범 를 감안한 최소 격자크기(50m 이상)  

 작 지역의 크기를 감안한 결과이다.
  일례로, ○○지역에 하여 격자지도를 생성하기 

하여 그 지역을 격자화(격자크기 50m)한 결과는 Fig. 
3과 같으며, 지역에 포함된 격자의 수는 총 21,472개

이다. 식 (8)의 주행비용 융합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격자지도를 생성한 결과는 Fig. 4에서 보여 다. 운용

자가 생성된 격자지도 내부의 각 격자에 하여 최종

으로 산출된 융합주행비용을 확인할 수 있음은 당

연하다. 이는 로그램의 주행비용 시 기능  확  

기능을 통하여 가능하다. 이 기능을 통하여 ATCMT의 

수정  FDB 내부 속성 값의 최신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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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DB 기반 격자지도 생성 결과

6. 결 론

  본 논문은 무인차량의 자율주행을 한 디지털지형

정보 기반의 격자지도 생성 방법을 제안하 다. 이를 

하여 육군의 표  디지털지형정보인 FDB(Feature 
DataBase) 내부에 장된 지형정보를 분석하여 무인차

량의 주행성과 련된 이어/속성 정보를 식별하 다. 
식별된 지형정보를 통하여 격자화한 경로계획 상 

지역 내부의 각 격자에 하여 포함되어 있는 이어

별로 주행비용을 추정하고 최종 으로 다  이어들

에 한 주행비용들을 융합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방법을 격자지도 생성을 한 실험  차원

의 로그램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신속히 격자지

도를 생성함은 물론 실제 상황에 용할 수 있는 가

능성을 확인하 다. 한, 생성된 속도맵에 한 분석

결과를 토 로 주행비용 추정에 사용되는 ‘속성-주행

비용 매칭테이블’의 수정/보완 작업을 수행할 경우 격

자지도의 신뢰도  정확성은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본 논문은 다양항 무인체계의 자율주행

기술 구 에 있어서 디지털지형정보의 활용성  연

구범 에 한 기본 인 방향 제시에 있어서 참고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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