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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주행 차량의 하이브리드 경로 생성을 위한

B-spline 곡선의 조정점 선정 알고리즘

A UGV Hybrid Path Generation Method by using B-spline Curve’s
Control Point Selec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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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presents an A* based algorithm which can be applied to Unmanned Ground Vehicle self-navigation in 
order to make the driving path smoother. Based on the grid map, A* algorithm generated the path by using straight lines. 
However, in this situation, the knee points, which are the connection points when vehicle changed orientation, are created. 
These points make Unmanned Ground Vehicle continuous navigation unsuitable. Therefore, in this paper, B-spline curve function 
is applied to transform the path transfer into curve type. And because the location of the control point has influenced the 
B-spline curve, the optimal control selection algorithm is proposed. Also, the optimal path tracking speed can be calculated 
through the curvature radius of the B-spline curve. Finally, based on this algorithm, a path created program is applied to the 
path results of the A* algorithm and this B-spline curve algorithm. After that, the final path results are compared through th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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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무인주행은 환경 정보와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위

치로부터 목적지까지 경로를 생성하고 제어하는 기술 체계

를 의미한다. 주행 기술은 이미 로봇청소기, 군용로봇, 무인

주행 자동차, 농업용 무인트랙터 등 개인용 서비스 로봇으

로부터 전문서비스 로봇까지 다양한 응용제품의 형태로 구

현되고 있다. 즉, 무인주행은 로봇의 이동 기능을 구현하는 

것으로 제품 형태로 혹은 획기적인 기술 시연을 통해 보편

화되고 있다[1].
그중 무인주행차량의 개발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DARPA Grand Challenge와 같은 무인주행

차량대회도 개최 되었고 구글(Google)에서는 이미 무인주행

차량으로 주행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2,3]. 국내에서

도 현대자동차에서 무인주행자동차 대회를 개최 하였고 

2013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무인주행자동차 경

주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무인주행차량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주위 환경인식,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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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및 주행방법 등 무인 차량 기술 발전을 촉진 시키고 

있다.
주행은 위치인식과 환경지도로부터 이동경로와 방향을 

결정하고 제어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인주행

이 가능한 차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주행 할 수 

있는 경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무인주행의 기준이 되는 

경로를 계획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현재 다

양한 경로 계획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A*는 목표지점까지 최단거리의 경

로를 생성해 준다. 하지만 그리드 맵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

기 때문에 직선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진 경로가 생성되는 

단점이 있다[4]. 이러한 경우 일정 각도의 변곡점이 발생하

게 되므로 실제 조향장치가 있는 차량이 경로를 연속적으

로 주행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A*는 

최단거리의 경로 생성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주행속도는 경

로 생성 시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무인주행차량이 연

속적인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경로의 코너 부분이 부드러

운 곡선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행 시간 단축을 

위해 생성된 경로의 속도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A*의 단점들을 보완하기위해 

B-spline 곡선 방정식을 이용하여 A*알고리즘으로 생성된 

경로를 곡선형태로 변환 하였다. 또한 B-spline 곡선은 조정

점의 위치가 경로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정점 선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의 경로를 생성하였다. 그리고 

B-spline 곡선의 곡률반경을 이용하여 생성된 경로의 속도 

계획 및 경로 추종을 위한 핸들 조향 각을 제시 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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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알고리즘과 B-spline 곡선 경로.
Fig. 1. A* algorithm path and B-spline curve path.

그림 2. 조정점 선정방법.
Fig. 2. Control point selection algorithm.

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A*알고리즘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비교를 위하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II. B-spline 곡선 경로 생성 알고리즘

1. B-spline 곡선 개요

A*알고리즘의 경로를 변환하기 위해 먼저 B-spline 곡선

에 대해 설명 하겠다. B-spline 곡선은 생성하고자 하는 곡

선을 포함하는 다각형의 조정점(Control Point)과 조정점의 

영향을 혼합하는 블렌딩 함수(blending function)라는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 블렌딩 함수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첫째, 블렌딩 함수는 조정점의 개수와 관

련된 n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결과적으로 블렌딩 함수의 

차수, 즉 곡선의 차수는 조정점의 개수와는 무관하여야 한

다. 둘째로, 각각의 블렌딩 함수들은 매개변수의 전체 범위 

중 서로 다른 일정범위에서만 0이 아닌 값을 갖도록 하여, 
일정 범위의 곡선 부위에서는 그 범위에서 0이 아닌 블렌

딩 함수와 짝이 되는 한정된 개수의 조정점들만 형상에 영

향을 주어야 한다.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블렌딩 함수를 

Cox [5]와 de Boor [6]는 식 (1), (2)와 같은 점화식 

   의 형태의 블렌딩 함수를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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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기서 는 매듭 값(knot value)으로, 이는 매개변수의 범위

를 여러 개의 간격으로 나누었을 때 각각의 블렌딩 함수가 

0이 되지 않는 범위의 경계가 되는 매개변수 값이다. 
앞의 블렌딩 함수와 조정점을 결합한 B-spline 곡선 방정

식은 식 (3)으로 정의한다.

 
  


  ≤ ≤    (3)

여기서  는 조정점 벡터이고,   는 블렌딩 함수이

다[7,8].
2. 조정점 선정 알고리즘

이번 절에서는 B-spine 곡선을 이용하여 A*알고리즘으로 

생성된 경로를 조정점 선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경로를 

곡선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A*알고리즘은 주어진 지도에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 지

도를 격자형태로 나누고 현재지점에서 인근 한 8방향을 검

색하여 그 중에 거리비용이 가장 작은 노드를 선택하여 경

로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이다. A*알고리즘은 직선으로만 이

루어진 경로가 생성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1의 검정 선은 A*알고리즘으로 생성된 경로를 나

타낸다. A*알고리즘은 경로가 직선으로만 생성됨을 볼 수 

있는데, 코너 부분이 직선으로 꺾여 있어 조향 장치를 가진 

무인지상차량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의 붉은 선은 A*의 변곡점이 발생하는 지점을 조

정점으로 선정하여 생성한 3차 곡선 경로이다. B-spline 곡
선의 차수를 3차로 한 이유는 차수가 높아지면 계산 시간

이 증가하므로 차수는 낮을수록 좋은데, 실제 차량의 모델

링 식이 2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2차 미분에 대해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2차 미

분에 연속이며, 가장 낮은 차수인 3차로 선정하였다.
B-spline 곡선은 조정점의 개수에 따라 곡선의 경로에 많

은 영향을 준다. 조정점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계산 시

간이 빨라지지만 너무 적게 선정하면 실제 경로와 너무 벗

어나게 되고 장애물과 충돌하는 경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림 1은 A*알고리즘으로 생성된 경로의 코너 노드를 

조정점으로 선정한 결과이다. 생성된 결과를 보면 장애물과 

겹치는 경로가 생성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불필요

한 조정점으로 인해 최단 거리의 경로가 생성이 되지 않았

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적의 조정점을 선정하

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정

점 선정 방법을 제안한다.

• 조정점 선정 방법

1) A*알고리즘으로 생성된 경로의 시작노드를 첫 번째 

조정점으로 선정

2) 처음 조정점으로 선정된 노드에서 경로상의 바로 다

음노드로 직선을 생성

3) 직선경로에 장애물이 없으면 그 다음 노드로 직선 

생성

4) 위의 작업을 반복하여 직선경로와 장애물이 겹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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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조정점 선정 알고리즘을 사용한 B-spline 곡선경로.
Fig. 3. B-spline path by control point selection algorithm.

그림 4. B-spline 곡선의 곡률반경.
Fig. 4. Radius of B-spline curvature.

표 1. 타이어의 마찰력.
Table 1. Friction of the tires.

Road Peak Friction
Dry 0.8-0.9
Wet 0.5-0.7

Hard Packed Snow 0.2

그림 5. 선회 구심력(횡 항력).
Fig. 5. Cornering force.

노드를 찾으면 바로 직전 노드를 조정점으로 선정

5) 조정점으로 선정된 노드로부터 3,4번 작업을 반복 

수행

6) 목표노드까지 직선상에 장애물이 없으면 목표노드를 

마지막 조정점으로 선정

그림 2는 조정점 선정 방법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조정

점 선정 방법으로 생성된 경로 결과가 그림 3이다.

III. B-spline 곡선 경로 추종 

앞 장에서 생성된 경로를 최단시간 주행을 하기 위해서 

최적의 속도를 결정하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

에서는 생성된 경로의 곡률반경을 이용하여 차량이 경로를 

주행 시 구간 별로 최대 주행 가능 속도를 구하였다. 이를 

사용하여 경로 추종 속도 계획을 하였다.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의 경로 추종에 필요한 핸들 조향 각을 구하였다. 
1. B-spline 곡선의 곡률반경

곡률반경이란 곡면이나 곡선의 각 점에 있어서의 만곡의 

정도를 표시하는 값으로, 곡률반경이 클수록 만곡은 완만하

다. 평면에서는 곡률반경이 무한대이며, 원의 곡률반경은 

그 반지름과 같고 만곡의 정도도 일정하다.
B-spline 곡선은 값을 변화시키면 그에 따른 벡터

가 생성이 된다. 여기서 는 B-spline 곡선을 n등분한 값으

로 0 ~ n 까지 변화한다. 이 성질을 이용하면 필요한 점을 

구할 수 있다. 정확한 곡률반경을 구하기 위해서는 곡선을 

미분을 하여야 하지만 계산식이 복잡해지므로 근사 곡률반

경을 구하였다. 근사 곡률반경은 벡터의 간격을 줄이

면 줄일수록 미분한 결과와의 오차는 줄어든다. 이에 본 논

문에서는 오차율이 0.01% 미만이 되도록 벡터의 간격

을 조정 하였다. 
B-spline곡선으로 생성된 경로는 벡터의 점들을 이용

하면 호의 길이와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을 알 수 있다. 
그림 4와 같이 호의 길이를  ,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을 

라 하면 곡률반경 은 


로 정의 된다. 

2. 최대 주행 가능 속도 계획

곡선 경로의 주행속도는 곡률반경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량이 주행 시 공기의 흐름에 의한 저항력

의 영향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차량이 커브를 통과할 수 있

는 최고속도는 곡률반경과 타이어와 노면과의 마찰계수 2
가지 요인으로 결정된다. 차가 허용 최대 속도로 코너링하

고 있다고 보면 차에 가해지는 원심력과 차와 노면사이에 

작용하는 타이어와 노면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최대 값

은 반대방향으로 완전히 균형을 이룬다. 따라서 양쪽을 같

다고 방정식을 만들면 다음과 같다.

  



    (4)

    (5)

lim    (6)

여기서 은 곡률반경, 은 차 의 질량, 는 중력가속도, 
은 타이어 마찰계수, 는 원심력, lim은 코너에서의 최대 

속도이다. 구동바퀴와 노면사이에 작용하는 마찰계수는 표 

1과 같다[9,10].
3. 경로추종 조향 각 

이번 절에서는 무인지상차량의 경로 추종에 필요한 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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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조향 각.
Fig. 6. Steering angle. 

그림 7. 시뮬레이션 결과 1.
Fig. 7. The simulation results 1.

그림 8. 시뮬레이션 결과 2.
Fig. 8. The simulation results 2.

각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조향 각을 구할 때에도 B-spline 곡선 방정식의 벡터

를 사용한다. 먼저 벡터에 따른 곡선상의 점들을 구하

고 두 점들을 잇는 직선의 끼인각을 구한다. 구한 각들의 

를 구하면 각점들에서의 조향 각을 알 수 있다.
B-spline 곡선 특성상 세 점의 좌표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끼인각은 간단한 삼각함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
림 6의 그림과 같이  ,  , 를 

세 점의 좌표라 하면 다음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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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의 식은 무인주행차량의 최초 진행방향이 경로와 

일치 한다고 가정하면 식 (10)과 같이 무인주행차량이 이동

시 각 지점의 조향 각을 값을 증가 시키면 구할 수 있다. 
의 값은 최초 값이 0이며 무인주행차량이 이동 시 

각 점에서의 조향 각은 이전 조향 각의 누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IV. 주행시간 평가 시뮬레이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경로를 생성하

고 생성된 경로를 추종한 결과를 보이도록 한다. 시뮬레이

션 프로그램은 MathWork사의 Matlab을 사용하여 작성하였

다. 시뮬레이션 평가를 하기위해 선행 연구로서 A*알고리

즘으로 생성된 경로를 추종하는 알고리즘을 수행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나온 결과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비교 평가 하였다.
1. 시뮬레이션 조건 

시뮬레이션을 통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

을 정하였다. 지도는 가로 32칸, 세로 24칸으로 정하였고 

격자의 간격은 각 1m로 하였다. 국내 도로의 구조 시설기

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가지는 국내도로의 

회전 반경은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최소 회전반경 15m
에서 최대 회전 속도는 10m/s이지만 권장속도는 6m/s이다. 

최소 회전반경을 많이 가지는 90° 코너에서의 감속 속도는 

6m/s로 둔다. 45°코너는 평균 회전 반경 25m를 기준으로 

10m/s를 감속 정도로 둔다. 그리고 차량의 최대 속도는 

30m/s (100km/h)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인 차량의 제로백

은 10초정도 이므로 가속도는 3 로 둔다. 이는 국내 

도로에서 가장 일반적인 예를 기준으로 잡았다. 위의 경우 

실제 차량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기위해 지도의 크기를 

고려하여 모든 수치를 비례적으로 낮추어 차량의 최대 속

도는 0.6m/s로 정하였다. A*의 경우 코너를 만났을 때의 코

너링 속도는 0.2m/s로 B-spline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근사 

곡률방경을 이용하여 계산한 속도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을 수행 하였다. 장애물은 격자의 중앙부분이 장애물의 끝

점으로 간주하였다. 경로가 장애물로 표시한 점과 겹치지만 

않는다면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는 것이라고 간주 하였다.
2.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7은 출발지점과 

목표지점 사이의 거리가 짧은 경로에 있어서 기존 A*알고

리즘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의 결과 경로를 비교

해서 보여준다. 그림 7에서 검은색 선으로 된 경로가 A*의 

경로이고 붉은색 선으로 된 경로가 조정점 선정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생성된 B-spline 곡선 경로이다. 붉은색 점은 

장애물이고 시작점은 start, 목표점은 Target로 표시 하였다. 
그림 7을 보면 장애물과 겹치지 않으면서 A*의 경로보

다 부드러운 경로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8의 경우 출발지점과 목표지점사이의 거리가 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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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와 B-spline 경로의 시뮬레이션 결과비교.
Table 2.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A* and B-spline.

Fig. 6 Fig. 7
A* B-spline A* B-spline

총 거리(m) 21.7 20.2 36.5 34.5
총 주행시간 (s) 68 38.7 95.4 62.5

로를 나타내었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A*보다 

부드러운 경로가 생성이 되었다.
다음은 생성된 경로의 총거리와 총 주행시간을 비교해 

보았다. 표 2의 결과를 보면 주행 거리와 시간이 단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기

존의 A*알고리즘으로 생성된 경로보다 뛰어남을 시뮬레이

션 결과에서 밝힐 수 있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A*알고리즘으로 생성된 경로를 조정점 

선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B-spline 곡선 경로로 변환을 하

였다. 그리고 생성된 경로의 최대 주행 가능 속도 계획 및 

핸들 조향 각을 구하였다.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뮬레이

션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결과를 나타내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보듯이 A*의 경로를 주행하였을 경우 코너에서 

내지 의 큰 조향각의 변동으로 인해 감속이 많이 

발생하여 주행시간이 늘어남을 볼 수 있다. B-spline의 경우 

부드러운 곡선 경로가 생성이 되어 조향각의 변화가 적어 

주행시간이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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