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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oposed the KPP (Korea university Path Planner) in our previous works. The KPP is the path planning scheme of a 
car-like mobile robot in parking environmen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advantage of the KPP through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compared with conventional RRT. For comparison, we proposed travel time for performance 
index. This paper shows that the KPP shows outstanding performances from the viewpoint of travel time and computational 
efficiency compared with R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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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차량형 자율주행 로봇이 상용되기 위해서 시스템 설계와 

제어[19], 위치추정, 환경정보 작성등의 문제와 함께 자동 주

차를 위한 경로 생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차량형 자율

주행 로봇의 자동주차 경로생성 문제는 바퀴의 구름 접촉에 

의해 발생되는 논홀로노믹(non-holonomic) 구속조건을 고려하

여, 주차 목표 위치가 좁고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 복잡한 환

경에서 주변의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고 주차목표지점과 초

기지점을 연결하는 경로를 생성 해야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차량형 로봇의 자동주차에 알맞은 경로의 

조건엔 다음과 같은 세가지 항목이 있다. 첫 번째 항목은 범

용성으로 경로생성기가 얼마나 다양한 환경에서 경로를 생

성 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의미한다. 두 번째 항목은 제어

의 용이성으로 주어진 경로가 경로를 따라 주행하고 제어하

기에 얼마나 쉬운지, 즉 전 후진의 전환이나 복잡한 조향각

의 변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낸다. 세 번째 항목은 최

적화의 용이성으로 경로생성기가 단 하나의 경로만을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가장 적합한 경로를 생성하

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후보 경로를 제공하는지 평가하는 항

목이다. 

경로생성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자동주차에 알맞은 요구조

건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논홀로노믹 경로생성기법이 제시되

었다. [1]에서는 주어진 경계 조건에서 체인드 폼(chained 

form) 변환을 사용해 비선형 방정식을 푸는 기법이 제안 되

었고, [2]에서 Reeds와 Shepp는 차량의 움직임을 원과 직선으

로 제한하여 최소거리를 구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3]에서 

Laumond가 제안한 기법은 홀로노믹(holonomic)한 경로를 생

성한 뒤 논홀로노믹으로 변환하는 기법이다. 또한 Barraquand

와 Latombe [4]는 격자공간에서 C-space를 바탕으로 경로를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18]에선 기준 경로가 존재할 

때의 논홀로노믹 이동로봇의 경로 추종 기법 및 장애물 회피 

방법이 제안되었다. 

그림 1은 논홀로노믹 경로생성기에 관한 최근의 연구 경

향이다. 자동 주차를 위한 경로 생성은 크게 샘플링 기반의 

경로 생성 기법과 탐색 기반의 경로생성기법으로 나뉘어지

며 각각의 기법으로 실제 주행에 적용하여 경로를 생성하고 

이를 추종해 주행에 성공한 여러 사례들이 다음과 같이 존재

한다. 

미 국방성이 주최한 2007 DARPA Urban Challenge [10]에 참

가한 상위 팀들을 대상으로 각 팀들이 주차공간에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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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논홀로노믹 경로생성 기법. 

Fig.  1. Non-holonomic path plann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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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생성 기법을 보면, Stanford [11]팀과 CMU [12]팀은 격자 

지도에서 A* 기반의 heuristic search 기법을 사용하였다. 두 

팀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MIT [14]팀은 샘플링 

기반의 RRT (Rapidly-exploring Random Trees) 기법을 사용하여 

주차경로를 생성하였다. RRT 기법은 [16]에서 제안되었으며 

차량의 논홀로노믹 구속조건을 고려한 경로를 생성하는데 

유용하며 다양한 모델에 적용이 가능하다. 

샘플링 기반의 또 다른 경로 생성기법으로는 [5]에서 제안

된 PRM (Probabilistic Roadmap) 기법이 존재한다. PRM 기법은 

다차량 로봇 같은 높은 차원의 문제를 풀기 위해 개발된 기

법으로, 이동로봇의 문제에 적용이 쉽고 다양한 환경에서 경

로생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6]에서 제안된 KPP 기법은 모션 세트에 대한 충돌영역을 

계산해서 이를 이용해 경로를 생성하는 기법이다. 위에 언급

한 경로생성기법의 자세한 내용 및 비교는 II, III 장에서 다룬

다. Hsieh과 Özguner는 보다 간단한 경로생성 기법으로 [17]과 

같은 기법이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기법은 직각주차와 같은 

제한된 환경에서만 동작이 가능하며 범용성이 떨어지는 단

점이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경로생성기가 제안되어 있지만 

이러한 기법들의 정량적, 정성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거나 자

동 주차에 알맞은 경로생성기가 어떤 것인지 정량적으로 비

교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6,8,9]에서 제시한 KPP 기법의 

경우, 그 장점과 유용성을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어려웠다. 본 

논문에선 논홀로노믹 경로생성기들 중 차랑형 로봇의 주차 

경로 생성에 알맞도록 제안된 RRT 기법과 KPP 기법을 일반

적인 주차환경에서 수행된 경로생성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인 비교를 하고, 이를 통해 KPP 기법의 장

점과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 장에선 비교대상인 

RRT 기법과 KPP 기법에 대한 소개를 하고, III 장에선 RRT

와 KPP의 경로생성 시뮬레이션 결과와 그 비교 분석을 다룬

다. 마지막으로 IV 장은 두 기법의 비교에 대한 결론과 요약

으로 마무리 된다. 

 

II. RRT 기법과 KPP 기법 

1. RRT 기법 

[16]에서 제안된 RRT 기법은 랜덤한 샘플링을 이용해 노

드를 생성하고 구속조건과 목표지점과의 거리등의 조건을 

고려해 노드를 연결하여 목표지점과 초기지점을 포함하는 

트리 구조를 생성하는 기법이다. RRT 기법은 쉽게 구현이 가

능하고 계산이 빠르고 경로의 품질이 우수하여 가장 널리 사

용되는 경로 계획 기법의 하나이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RRT 기법에서 기존의 q1주위에

서 일정 반경 이내에 임의의 새로운 위치 qrand가 선택되면 

먼저 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qrand가 자유 공간에 있는 것이 

확인 되면 기존의 q1에서 qrand방향으로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qnew를 생성하고 연결하게 된다. RRT 기법은 시작지점과 목표

지점이 노드에 포함 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목표지

점과 초기지점을 연결하는 트리를 생성하게 된다.  

RRT 기법은 복잡한 환경에 적응이 가능하고, 계산시간이 빠

른 장점이 있다. 하지만 랜덤한 샘플링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

하는 경로 생성의 성공 여부가 확률에 의존되는 경향이 있다. 

2. KPP 기법 

KPP 기법은 [6]에서 제안된 기법으로, 차량의 움직임을 최

대조향각을 이용한 좌회전 전진, 우회전 전진, 좌회전 후진, 

우회전 후진의 4가지 회전 운동과 전진, 후진의 두가지 직선 

운동으로 구분한 뒤, 하나의 연속적인 움직임에 대해 장애물 

환경에 대한 충돌 영역을 구하고, 충돌영역과 차량형 로봇의 

궤적을 이용한 도달 가능 영역을 구한다. 

그림 3(a)는 초기 위치를 나타내고 (b)는 RRi,1, 즉 초기 위

치에서 직선 운동 시 도달 가능 영역을 계산한 결과이다. (c)

는 회전운동의 도달 가능 영역이고 (d)는 회전 운동 이후 이

 

표   1. 경로생성기의 비교. 

Table 1. The comparison of path planning methods. 

기법 범용성 제어의 용이성 최적화의 용이성 한계 

Chained form conversion [1] 낮음 낮음 낮음 
- 충돌 파악 어려움 
- 변환과정에서 많은 계산 요구 

Reeds and Shepp [2] 낮음 높음 낮음 - 장애물이 없는 환경에서만 작동 

Laumond et al. [3] 중간 높음 중간 - 전후진 전환이 많이 요구되는 경로 생성

Barraquand and Latombe [4] 높음 중간 높음 
- 계산량이 높음. 
- 근사적인 솔루션을 제공 

A* with nonholonomic cost [11,12] 높음 높음 높음 
- 계산량이 높음 
- Heuristic 함수에 성능 의존 

RRT [5] 높음 높음 높음 - 랜덤한 샘플링에 의존 

KPP [6] 높음 높음 높음 - 차원의 증가에 따른 계산량 증가 

 

그림 2. RRT 기법의 노드 생성. 

Fig.  2. The node generation of RR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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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직선운동의 도달 가능 영역이다. 이러한 하나의 직선운

동 - 원운동 - 직선운동의 조합을 모션 세트라고 부르며, 결

과적으로 (d)는 초기위치에서 1회의 모션 세트로 도달 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KPP 기법에서 도달가능 영역은 시작 지점이 아닌 목표 지

점에서부터 역으로 계산하게 된다.  

그림 3과 같은 과정을 거쳐 하나의 움직임에 대해 도달 가

능 영역이 산출되면 도달 가능 영역에서 가능한 다른 움직임

들에 대해 도달 가능 영역을 확장 시키고 이러한 확장이 진

행되며, 이러한 도달가능 영역 확장 중에 새로 생성된 도달 

가능 영역이 시작 위치를 포함하게 되면 이 경로를 저장하고, 

다시 시작위치에서 역으로 목표위치까지의 경로를 생성하며 

이렇게 생성된 경로를 경로 후보군에 저장하게 된다.  

KPP 기법은 비록 초기 가정에 의해 제한된 움직임을 갖지

만 회전시 차량의 최대 조향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생성된 도달 가능 영역은 최대조향각 이하의 회전 운동도 포

함하게 된다. 따라서 KPP 기법은 차량의 모든 움직임을 고

려한 경로 후보 경로들이 작성된다. 작성된 후보 경로들은 

최적화 식에 의해 경로비용을 계산하게 되고 최종 경로는 가

장 적은 경로비용을 갖는 경로로 결정 된다. 

KPP 기법은 주차 경로 생성을 위해 보다 좁은 영역인 주

차 목표위치에서부터 경로를 생성하며, 다양한 후보 경로를 

제시하는 장점이 있다. 

3. 경로생성기의 정성적 비교 

차량형 로봇의 경로 생성 문제를 풀기 위한 경로 계획법에

는 서론에 소개한 내용과 같이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하며 그 

일부를 보다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에서 제안한 체인드폼 변환 기법은 높은 차원의 문제에 

유리하고 경계조건이 주어졌을 때 체인드폼으로 변환해 비

선형 방정식을 풀어 알맞은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으나 비선형 방정식이 너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고 주위의 

장애물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경로생성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Reeds와 Shepp는 [2]에서 로봇의 운동을 원과 직선으로 제

한하여 최소거리의 경로를 생성하는 경로 기법을 제안하였

으나 이 기법은 장애물이 없는 환경에서만 작동하는 한계가 

있다. 

[3]에서는 두단계의 경로 생성기를 제안하였는데, 첫번째 

단계에선 홀로노믹한 경로를 생성하고 두번째 단계에선 이

를 논홀로노믹한 경로로 변환하여 논홀로노믹 경로 생성이 

가능함을 보였다. 그러나 이런 기법은 홀로노믹한 경로를 바

탕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주차경로생성에는 부적합하다. 

Barraquand와 Latombe [4]는 격자공간에서 생성된 C-space를 

바탕으로 경로를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기법은 계

산비용이 크다는 단점과, 격자지도의 한계 상 근사적인 솔루

션을 제공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DARPA Urban Challenge에서 Stanford 팀과 CMU팀이 사용

한 기법은 격자 기반 탐색 기법인 Anytime D* 기법을 바탕으

로 하여 논홀로노믹 구속조건을 고려한 heuristic cost를 부여

해 최적 경로를 계산한 방식이다. 이 기법은 경로의 실시간 

생성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격자지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

문에 근사화된 해를 제공한다는 단점과 heuristic 함수의 설정

에 따라 성능이 크게 좌우되는 단점이 있다. 

경로생성 기법 중 샘플링 기반의 기법으론 [5]에서 제안된 

PRM 기법과 RRT 기법이 존재한다. 샘플링 기반의 기법들은 

샘플링 및 노드의 확장 단계에서 논홀로노믹 구속조건들을 

고려함으로써 실제 사용이 가능한 논홀로노믹 경로를 만들 

수 있다. 그 중 RRT 기법은 최근 이동로봇의 경로생성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계산시간이 빠르고 복잡한 환경에 적

합하지만 랜덤한 샘플링에 의존하기 때문에 좁은 영역에서 

경로생성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나 [7,13,15]에서 지적하

듯 RRT 기법은 논홀로노믹한 경로생성 문제에 적용할 수 있

는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 

[6]에서 제안된 KPP 기법은 목표 주차위치에서부터 경로

를 탐색하기 때문에 좁은 주차환경에 적합하며 다양한 후보

경로들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산하는 모션세트의 

수가 많아질수록 계산량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경로계획기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

산의 효율성이 높고 경로의 품질이 우수하여 널리 쓰이는 

RRT 기법을 대상으로 KPP 기법과의 정량적인 특성을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III. 시뮬레이션 결과 

1. 시뮬레이션 설정 

실험에 사용된 주차장 환경은 그림 4와 같이 정의된다. 주

차환경은 크게 직각주차와 평행주차로 구분되며, 주차 공간

은 시작지점의 너비(a)와 주차목표 지점의 너비(b)로 나타낼 

수 있다. 목표 주차지점을 제외한 주차공간은 다른 차량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며, 따라서 전체 주차장 

환경은 그림 4와 같은 장애물 환경으로 가정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차량은 가로 1.8 m * 세로 4.86 m 크

기의 직사각형 형태로 가정하였다.  

KPP와 RRT 기법에서 생성된 경로 후보군중 최적의 경로

를 도출해내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계산하는 최적화식은 식 

(1)과 같이 정의되며 각 기법들은 가장 낮은 값을 갖는 경로

를 최적의 경로로 도출하게 된다.  

그림 3. KPP 기법의 도달가능영역 계산. 

Fig.  3. Computing the reachable region under K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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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차장 환경. 

Fig.  4. The parking lot environment. 

 

 
min,

(1/ )
total obs str mnvr trvl

C D N N Dα β γ δ= + + +  (1) 

최적화 식에서, Dmin,obs 는 계산된 경로 위의 포인트 중 장

애물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의미하

고, Nstr는 로봇의 회전각을 변화시킨 횟수, Nmnvr는 전후진을 

전환한 횟수, Dtrvl은 경로의 총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α, β, γ, δ 

의 가중치는 각 실험마다 달리하여 사용한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컴퓨터는 Intel® Core(Tm)2 Duo CPU 

E6550 @2.33GHz의 환경을 갖고 있으며 경로생성 시뮬레이

션은 Visual C++ 6.0을 이용해 구현하였다. 

2. 시뮬레이션 내용 

그림 5는 표 2와 같은 환경에서 RRT와 KPP 기법을 이용

해 경로를 생성한 결과를 나타낸다. 두 기법 모두 경로생성

에 성공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a)와 (b)를 비교하여 보면 

KPP로 생성한 (a) 경로가 RRT로 생성한 (b)경로보다 조향각

의 변화가 적고 이동거리가 짧음을 알 수 있다. 목표위치의 

폭이 2.4 m로 좁아지는 (c)와 (d)를 비교하여도 KPP가 생성한 

경로가 RRT가 생성한 경로보다 조향각의 변화가 적은 경로

를 생성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는 주차 목표지점의 너비를 3.2 m에서 2.4 m까지 줄

여가며 각 기법의 계산 시간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림 6에

서 RRT 기법은 b가 줄어듦에 따라 계산시간이 1.7초에서 57

초로 약 30배 가량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반면 KPP 기법은 b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산 시간

이 약 1초로 일정함을 알 수 있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차

량형 로봇의 폭(1.8 m)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현용 주차장규격

이 가로 2.3 m 세로 5 m 이상임을 고려하면 폭 2.4 m의 주차 

공간은 실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주차 공간임

을 가정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RRT 기법의 경로 계산 

시간이 57초에 달하고 KPP의 계산 시간이 1초라는 것은 

KPP 기법은 일반 주차 환경에서 비교적 실시간으로 경로를 

생성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율주행로봇의 경우 도로주행 모드에서 자동주차 

모드로 전환 할 경우 KPP 기법을 이용하여 빠른 전환이 가

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2. 직각주차 시뮬레이션 환경. 

Table 2. The simulation environment of garage parking. 

θ의 간격 10  ̊
환경 

a [m] 5 

nmax 3 b [m] 3.2~2.4 

가중치 α β γ δ 

set 1 10000 1 10 0.0001 

Boundary condition 

(X [m], y [m], θ [°]) 

qgoal [-130, 40, 270] 

qini [-50, -25, 0] 
 

(a) KPP a = 5 m, b = 3.2 m. (b) RRT a = 5 m, b = 3.2 m. 

(c) KPP a = 5 m, b = 2.4 m. (d) RRT a = 5 m, b = 2.4 m. 

그림 5. 직각주차 환경에서 RRT와 KPP를 이용한 경로생성 

결과. 

Fig.  5. The path planning results of KPP and RRT in garage p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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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직각주차 환경에서 목표위치의 넓이 b에 따른 계산

시간 비교. 

Fig.  6. The computing time versus the width of the parking lot b in 
garage p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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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직각주차 환경에서 RRT 기법을 이용한 경로생성 결과. 

Fig.  7. The path planning results of RRT in garage p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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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직각주차 환경에서 KPP와 RRT의 경로생성 시간 비교. 

Fig.  8. Comparison of KPP and RRT in terms of the computational 
time. 

 

RRT 기법에서 목표 영역이 좁아질수록 계산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RRT 기법은 시작 위치에서부터 랜덤

으로 노드를 생성해 목표위치에 도달하는 경로를 생성할 때

까지 계산을 반복하기 때문에 목표 영역이 좁을 경우 알맞은 

경로를 생성할 확률 역시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KPP 기법은 목표 영역에서부터 경로를 생성하므로 목표 영

역의 폭과 관계 없이 계산 시간이 항상 일정 하다고 할 수 

있다. 즉 KPP 기법의 계산량은 목표영역의 폭에 독립적이라

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그림 7은 동일한 실험 중 RRT 기법으로 생성한 경로의 예

이다. 랜덤으로 생성되는 경로는 그림 7의 경로와 같이 같은 

지점을 왕복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경로를 생성하는 경우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림 8은 a = 5 m, b = 2.5 m의 환경에서 KPP와 RRT 기법을 

이용해 경로 생성을 5회 반복하고 각각의 경로 생성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RRT 기법은 매회 계산 시간의 변화가 큰데 

비해 KPP 기법은 계산 시간이 일정하여 계산시간에 대한 신

뢰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위 실험에서 RRT의 표준 편차는 

44.6969, KPP의 표준 편차는 0.2061으로 계산 되었다.  

그림 9는 표 3의 환경 및 최적화식의 가중치를 바탕으로 

RRT와 KPP 기법으로 경로를 생성한 결과이다. 생성된 두 경

로의 최적성을 판단하기 위해 각각 경로의 비용을 표 4에 나

타내었다.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기 위해 α 를 10000으로 정한 표 3

과 같은 가중치를 적용 하였을 경우 RRT 기법은 그림 8(a)와 

같은 경로를, KPP는 (b)와 같은 경로를 생성하며 두 경로의 

최종 비용 (Ctotal)은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RRT가 210.168, 

KPP가 178.96으로 계산 되었다. 각각 생성된 경로에서 장애

물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비교하면 RRT는 48.302 cm, KPP는 

57.531 cm으로 KPP의 경로가 더 안전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최적화 식의 가중치를 위와 같이 설정하였을 경우 KPP로 

생성한 경로가 RRT로 생성한 경로보다 최적화 되어있다고 

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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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RT, a = 7 m, b = 3.2 m. (b) KPP, Maximum Dmin,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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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KPP, Minimum Nstr. (d) KPP, Minimum Dtrvl. 

그림 9. 직각주차 환경에서 KPP와 RRT 기법의 경로생성 결과.

Fig.  9. The path planning results of KPP and RRT in garage 
parking. 

 

표   3. 직각주차 환경. 

Table 3. The simulation environment of garage parking. 

θ의 각도 10 
환경 

a[m] 7 

nmax 3 b[m] 3.2 

가중치 α β γ δ 

set 1 10000 1 10 0.0001 

Boundary condition 

(X [m], y [m], θ [°]) 

qgoal [-130, 40, 270] 

qini [-50,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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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경로비용 (직각주차). 

Table 4. The costs of resultant paths in garage parking. 

 Dmin,obs Nstr Nmnvr Dtrvl Ctotal 
RRT 48.302 3 0 1373.3 210.168 

KPP(obs) 57.531 5 0 1407.2 178.96 
KPP(str) 48.302 3 0 1373.3 - 
KPP(trvl) 5.576 5 2 1291.8 - 
 

또한 각각의 경로비용마다 최적의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 가중치를 바꾼 결과 역시 표 4에 표시되었다. RRT 기

법은 주어진 환경에서 그림 8(a)와 같은 경로만을 생성하는

데 비해, KPP 기법은 경로비용의 가중치(α, β, γ, δ)를 변경하면 

가장 안전한 경로(b), 가장 조향각의 변화가 적은 경로(c), 이

동거리가 가장 짧은 경로(d)를 각각 생성함을 알 수 있다. 구

체적으로 설명하면, 최대 안전거리의 관점에서 KPP는 RRT 

보다 9 cm 가량 장애물과 더 떨어져있는 경로를 생성하며, 

최소 이동거리를 중심으로 경로를 생성할 경우 KPP가 RRT 

보다 80 cm 가량 더 짧은 경로를 생성한다. 따라서 표 3과 

같은 직각주차 환경에서, KPP가 RRT 보다 제어가 용이하고 

최적화가 용이한 경로를 생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10은 평행주차 환경에서 RRT 기법으로 경로를 생성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5와 같은 환경에서 평행주차 경로

를 생성하였을 때, 각 가중치 값을 달리해 각각 최소 이동거

리를 갖는 경로(a)와, 조향각 변화가 가장 적은 경로(b), 최소 

전후진 전환을 갖는 경로(c), 최대 안전거리를 갖는 경로(d)는 

그림 10과 같이 계산되며, 이때 각 경로비용은 표 6에 나타

내었다. 

RRT의 특성상 같은 경로에서도 매번 경로를 생성할 때 마

다 조금씩 다른 경로를 생성했으며 RRT 기법과 비교하기 위

한 동일한 환경에서의 KPP 기법의 경로생성 결과는 그림 10

에 표시되었다.  

그림 11(a)-(d)는 각각 KPP로 생성한 최소 이동거리, 최소 

조향각 변화, 최소 전후진 전환, 최대 안전거리의 경로를 의

미한다. 각 경로의 경로 비용은 표 6에 기재되어 있다. 

표 6에서 각 경로를 비교하여 보면, 4가지의 경로비용 중 

어느 것을 우선으로 두더라도 KPP의 최종 경로값이 RRT의 

최종 경로비용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최소 안전거리 면에

서, KPP는 26.78 cm를 기록하였고, RRT 기법은 최대 4.939 cm

를 기록하여 KPP가 보다 안전한 경로를 생성함을 알 수 있

다. 최소 전후진 전환의 경우 RRT 기법은 2회 이상의 전환

을 필요로 하지만 KPP 기법은 1회의 최소 전후진 전환을 요

구하는 경로를 생성하였다. 따라서 제어의 용이성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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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RT, Minimum Dtrvl. (b) RRT, Minimum Nstr. 

-500 0 500 1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q
ini

q
goal

-500 0 500 1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q
ini

q
goal

(b) RRT, Minimum Nmnvr. (d) RRT, Maximum Dmin,obs. 

그림 10. 평행주차 환경에서 RRT를 이용한 경로생성 결과. 

Fig.  10. The path planning results of RRT in parallel parking. a = 7 
m, b = 7 m. 

표   5. 평행주차 시뮬레이션 환경. 

Table 5. The simulation environment of parallel parking. 

θ의 각도 10
환경 

a [m] 7 

nmax 3 b [m] 7 

Boundary condition 

(X [m], y [m], θ [°]) 

qgoal [-110, 10, 180] 

qini [-50, -3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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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평행주차 환경에서 KPP를 이용한 경로생성 결과. 

Fig.  11. The path planning results of KPP in parallel parking. a = 
7m, b = 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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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P의 경로가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최적

화의 용이성을 보기 위해 최소 이동거리를 비교하여보면, 

KPP는 1913 cm이고 RRT는 2436.6 cm로 KPP가 약 500 cm가

량 더 짧은 경로를 생성한다. 따라서 KPP의 경로가 보다 최

적 경로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선 RRT와 KPP기법을 주차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하였다. 두 기법의 비교는 계산시간, 범용성, 제어의 용

이성, 최적화의 용이성의 총 네 가지의 기준을 바탕으로 이

루어졌으며 실험 결과 목표 위치가 좁은 주차환경에서 KPP

는 RRT보다 계산시간에 있어 우위를 보였고, 범용성 측면에

서 두 기법 모두 직각주차환경과 평행주차환경에서 경로생

성에 성공해 두 기법의 우수성을 보였으며, 각각의 기법으로 

생성된 경로를 안전거리, 회전각 변화, 전후진 전환, 총 길이

를 바탕으로 한 최적화식을 통해 경로비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어의 용이성과 최적화의 용이성의 기준에서 KPP

가 RRT보다 우수한 경로를 생성함을 보였다. 이와 같은 비

교를 통해 KPP 기법은 논홀로노믹 경로 생성에서도 자동주

차를 위한 차량형 로봇의 경로 생성에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경로생성기법임을 입증 하였다. 

본 논문과 관련된 후속연구로는, A*기반 과 같은 다양한 

논홀로노믹 경로생성 기법과 KPP를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찾아내고 KPP 기법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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