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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경로계획을 이용한

지능형순항제어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n Intelligent Cruise Control using Path Planning
based on a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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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tonomous driving is no longer atechnology of the future since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s has now 
been realized, and many technologies have already been developed for the convenience of drivers. For example, autonomous 
vehicles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drive assistant systems. Among these many drive assistant systems, Cruise Control 
Systemsarenow a typical technology. This system constantly maintains a vehicle’s speed and distance from a vehicle in front by 
using Radar or LiDAR sensors in real time. Cruise Control Systems do not only serve their original role, but also fulfill 
another role as a ‘Driving Safety’ measure as they can detect a situation that a driver did not predict and can interveneby 
assuming a vehicle’s longitude control. However, these systems have the limitation of only focusing on driver safety. Therefore, 
in this paper, an Intelligent Cruise Control System that utilizes the path planning method and GIS is proposed toovercome some 
existing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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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순항제어시스템은 지능형차량 개발의 한 부분으로 운전

자 편의라는 측면에서 빠르게 시장성을 확보하였고 여러 

국가 및 자동차회사를 기반으로 앞 다투어 개발이 진행되

었다. 최신의 순항제어시스템은 본래의 운전자 편의를 만족

하는 용도에 멈추지 않고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주행안전’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1]. 상용화된 순항제어

시스템은 선행차량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정의한 

속도를 추종하고, 선행차량이 감지될 경우는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종방향 운전자 보조시스템이다. 선행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연구는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 

분야이며[2,3], 선행차량을 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 레

이더(Radar), 라이다(LiDAR) 그리고 카메라(Camera) 센서들

과 같은 다양한 인지 센서들이 사용된다. 또한, 센서의 처

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

양한 처리기법등이 연구되고 있으며 칼만필터를 통한 객체

추정 기법 등이 연구/활용되었다[2,4]. 하지만 순항제어시스

템의 사용되는 주행환경이 중/고속 주행로라는 한계를 포함

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조작 미숙 및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황에 대해선 대책이 부족하다. 이에 자동비

상제동장치(AEB: Autonomous Emergency Brake)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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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차량과의 충돌방지 시스템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5].
군집주행(Platoon Control)에 있어서도 순항제어시스템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군집주행은 협조제어의 방식에 따라 크

게 Longitudinal Platoon Control, Semi-autonomous Platoon 
Control, Fully-autonomous Platoon Control 세 가지로 구분된

다[6]. 세 가지의 모든 군집주행에 있어서 전방의 선행차량

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동일하며 Semi-autonomous 
Platoon Control 부터는 인솔차량이 아닌 추종차량들은 횡방

향 제어까지 추가된다. 이때의 횡방향 제어는 경로생성 및 

추종에 의한 횡방향 제어가 아닌 차선 유지를 위한 횡방향 

제어이다[7].
경로생성(Path Generation)은 경로계획(Path Planning)이라

는 큰 범주에 속하며 기하학적 방법(Geometry Method) 
[8,16] 및 탐색 방법(Graph Search) [9,15]이 존재한다. 경로

추종(Path Tracking)은 주어진 길을 추종하는 알고리즘으로

써 기하학적 방법으로는 Pure Pursuit, Stanley Method 등이 

존재한다[10]. 실시간으로 경로를 생성하고, 생성된 경로를 

경로추종 알고리즘을 통해 추종하는 것은 정확한 현재위치

를 기반으로 진행돼야한다. 현재위치 보정을 위한 방법으로

는 엔코더 및 GPS를 결합한 확장형칼만필터 방법이 연구/
활용되었다[11].

본 논문에서는 고속주행로는 물론 다소 복잡한 환경에서

도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반

의 경로계획 기법을 통해 탐색 방법에 의해 발생하는 시스

템 부하를 감소시킨 지능형 순항제어시스템을 제시한다. 그
리고 다소 제한적이었던 사용 환경을 확장시키고 정보 활용

을 통해 운전자 그리고 보행자 안전까지 고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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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RDDF.
Table 1. Sample RDDF.

Index Latitude(cm) Longitude(cm) RefVel(km/h) Info
1 59046613.123 2631744.123 40 n
2 59046632.223 2631743.123 40 n

그림 1.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전역경로.
Fig. 1. GIS based Global Path.

그림 2. 노드와 간선의 간단한 표기.
Fig. 2. Relation of Nodes and Edges.

II.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경로계획

실시간으로 경로를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기하학적 방법

과 탐색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기하학적 방법의 경로생성 

방법은 생성된 경로를 이동하는 객체의 기하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경로를 생성하는 방법으로써 생성된 경로를 객체

가 바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다만 

일반 주행 보다는 주차와 같이 저속 기반의 주행에 적합하

다[12]. 탐색 기법의 경로생성 알고리즘은 정확한 경로를 

생성할 수 있지만 차량이 주행 가능한 경로로 변환하기 위

해 보정하는 후처리가 필요하고 시스템에 미치는 부하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부하를 방지하여 보다 

안정적인 중/고속에서의 순항제어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경로계획 방법을 제시한다. 경로계획은 크게 전역경

로와 지역경로로 구성되며 경로계획에 활용되는 정보는 사

전에 구축되어 현재위치와 목적지를 기반으로 지리정보시

스템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가정한다. 
1. 전역경로계획(Global Path Planning)

표 1은 일반적인 RDDF (RDDF: Route Definition Data 
File)의 예를 보여준다. RDDF에는 항법자율주행을 기본으

로 가능하게 하는 위도, 경도의 정보 및 해당 위치의 참조

속도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곧 주행해야하는 전체경

로의 정보를 의미한다. 사전에 주행이 이뤄지는 주행환경

에 맞는 경로를 구축한다면 효과적인 전역경로계획의 출발

점이 될 수 있다. 지리정보시스템을 반영한 RDDF에는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표 1의 Info항에는 사전에 약

속된 방식으로 교차로, 횡단보도 등의 다양한 지리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차량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개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와 RefVel을 통해 차량의 속도를 제

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사전에 모든 주행

정보가 지리정보시스템에 구축되어 있고 이를 사용하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1(a)은 교차로 및 신호등 등의 환경정보가 포함된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전역경로를 나타낸 그림으로 사전에 

주행상황을 고려하여 구축되었으며 지리정보시스템으로부

터 획득한 것이라 가정한다. 다차선 환경이 모두 고려됐고, 
획득 경로는 차선내 중앙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림 1(b), 
1(c)는 그림 1(a)에서 각각 빨간색과 노란색 영역을 확대한 

그림으로 교차로 상황에서 다차선의 정보 및 진입, 진출 등

의 도로정보 등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DDF 기
반으로 표현된 전역경로는 노드(Node;)와 간선(Edge;)

로 구성된다. 노드는 주행환경에 위치한 위치정보를 의미하

고, 간선은 두 노드 사이의 연결을 나타낸다. 노드는 각각 

고유 노드ID를 부여 받으며 노드와 노드의 간격은 20cm로 

보정된다. 간선은 노드의 연결 순서에 따라 방향을 표현할 

수 있으며, 단 방향과 양 방향의 표현이 모두 가능하다. 그
림 2는 그림 1에 나타낸 전역경로를 간단히 도식화 표현한 

그림이다.
2. 지역경로계획(Local Path Planning)

지리정보시스템으로부터 획득된 전역경로는 전체 영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주행에 항상 전체 경로가 필

요하지는 않다. 이에 실제 주행에 필요한 만큼의 경로를 계

획하는 지역경로계획이 필요하다. 
현재위치를 기반으로 획득된 전역경로는 다차선일 경우 

현재차량의 진행방향과 위치정보에 따라 가장 근접한 노드

를 찾아야 한다. 그림 3은 지역경로계획에서 출발노드를 선

택하는 것을 간단히 표현한 그림이다. 
출발노드 를 구하기 위해 현재 차량의 위치정보 

를 사용한다. 차량과 노드의 거리만을 고려할 경

우 역방향 노드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과 정방향 간선이 이루는 수직거리(D), 간선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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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확장형칼만필터 테스트 결과.
Fig. 5. Driving Test Result of EKF.

그림 3. 지역경로계획 출발노드의 선택.
Fig. 3. Selection Method of Start Node in Local Path.

그림 4. 지리정보시스템 기반지역경로계획.
Fig. 4. GIS based Local Path.

리고 차량의 헤딩()이 이루는 각도의 차이가 최대각도 

max  이하인 간선들을 대상으로 가장 근접한 노드가 선택

된다[13]. 출발노드로부터 생성되는 지역경로의 목표노드 

은 식 (1)로부터 정의되어 로 표기된다.









 i f   ≤  ≤ 

 
(1)

식 (1)은 현재 차량의 속도를 기준으로 생성해야 하는 

지역경로의 길이를 정의한다. 차량의 100km/h로 주행할 경

우 1초당 이동거리는 약 28m에 이른다. 생성된 경로를 경

로추종 알고리즘으로 전송하여 추종하는데 발생하는 지연

시간을 고려하였을 경우 100km/h 이내의 주행에는 30m의 

지역경로가 효율적이며 이상의 속도에는 40m 이상을 생성

해야 차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식 (1)을 통해 생성돼

야할 지역경로의 길이가 정의되면 목표노드 는 시작노

드의 노드 정보의 포함된 노드 ID로부터 150개의 노드를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전역경로로부터 획득하여 전송된다. 
그림 4는 교차로 구간으로 정의된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전

역경로 기반에서 현재위치를 기반으로 지역경로가 획득된 

것을 보여준다.

III. GPS 엔코더 결합 확장형칼만필터

앞서 제시한 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경로계획 기법은 현

재위치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위치정보는 경로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뿐만 아니라 생성된 경로를 추종하는 경로추

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위치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일반 GPS와 엔코더를 결합한 확장형칼

만필터를 사용하였다.
식 (2)는 설계된 확장형칼만필터의 시스템모델을 정의한 

것이다. 상태방정식 x는 추정하고자하는 위치정보를 나타내

고 위도, 경도 그리고 객체의 헤딩을 의미한다. 시스템 사

용자 제어 값으로는 좌우 바퀴의 엔코더 데이터를 사용하

였고 객체의 이동거리는 양 바퀴의 이동거리의 평균(dD)로 

정의하였고 양 바퀴의 차륜의 이동거리 차를 휠 트레드로 

나누어 객체의 헤딩변화량(dTheta)을 추측하였다.

 

   











   










 


 


  

(2)

이를 기반으로 설계한 GPS 엔코더 결합모델은 식 (3)과 

같으며 칼만이득과 필터 작동을 위한 자코비안 행렬은 식 

(4), (5)를 통해 정의된다. 시스템 오차와 측정 오차에 관한 

행렬 Q, Z는 실험을 통해 수치적으로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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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설계한 확장형칼만필터의 주행테스트 결과 그

림이다. 검정색 실선은 일반 GPS만을 이용한 주행궤적이며 

빨간색 실선은 RTK-GPS를 이용한 주행궤적이다. 확장형칼

만필터 궤적은 연두색으로 RTK-GPS 궤적과 10~15cm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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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LMS-511 라이다 센서.
Fig. 6. LMS-511 LiDAR Sensor.

를 갖고 비슷한 궤적을 보인다. 위 실험을 통해 기존의 일

반 GPS가 RTK-GPS대비 30cm이상의 오차를 포함하는데 비

해 향상된 위치보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IV. 전방 객체추종을 위한 라이다 데이터 처리

전방차량의 검출 및 인지는 순항제어시스템의 안전을 위

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방장애물의 

검출 및 인지를 위해 SICK사의 LMS-511 라이다 센서를 사

용했다. 위 그림 6은 센서의 그림을 나타내고 유효 검출거

리는 50m로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검출 분해능은 0.25도 관

심영역은 차량전방으로 좌우 각각 한 차선에 해당하는 영

역으로 제한하였다. 많은 양의 원시데이터를 처리하고 군집

화 하는 방법에는 K-means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K-means 알고리즘은 크게 네 단계를 거친다.

1) 원시 데이터로부터 임의 K개의 벡터 선택 

2) 선택된 K개의 대표 벡터들과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기반으로의 데이터 그룹화

3) 단계 2에서 새롭게 정의된 대표벡터로의 갱신

4) 반복 및 군집결과 반환[14]

V. 지능형 순항제어시스템

GPS 엔코더 결합 확장형칼만필터 설계를 통해 보다 안

정적인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있었다. 보정된 위치정보는 

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경로계획에 있어서 정확한 경로를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이자 계획된 경로를 추종하는데 있어

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능형 순항제어시스템은 보정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경로를 획득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경로를 탐색하고 생성해야

하는 부하를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의 포

함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사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그림 7은 지능형 순항제어시스템의 의사코드이다.

VI. 실험 및 결론

지능형순항제어시스템의 실험은 그림 8과 같이 이루어졌

다. 중/고속 주행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미개통인 왕

복 4차로의 주행환경에서 실험이 진행됐다. 지리정보시스템

으로부터 획득해야하는 RDDF은 사전에 획득하여 주행중 

해당 구역에 진입하면서부터 지능형순항제어가 실행되는 

시나리오로 실험이 진행됐다.

그림 7. Intelligent Cruise Control System 의사코드.
Fig. 7. Pseudo Code of Intelligent Cruise Control System.

그림 8. 실험차량과 실험환경.
Fig. 8. Test Autonomous vehicle and Experiment Environment.

1. 정속주행 실험

그림 9, 10은 지능형순항제어시스템이 켜진 상태에서 전

방 차량이 정속 저속 및 고속으로 주행할 경우의 결과이다. 
그래프 상단은 전방차량을 추종하는 현재 차량의 차속그래

프이고 하단은 전방차량의 거리정보를 나타낸다. 지리정보

시스템 정보를 통해 정의된 안전거리는 20m이며 주어진 제

한속도는 일반도로 가정의 80km/h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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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eed of test car.

(b) Distance of between test car and front car.

그림 9. 정속 저속 주행.
Fig. 9. Experiment Data of Constant and Low Speed.

(a) Speed of test car.

(b) Distance of between test car and front car.

그림10. 정속 고속 주행.
Fig. 10. Experiment Data of Constant and High Speed.

2. 변속주행 실험

그림 11, 12는 선행차량이 속도를 가감할 경우의 결과 그

래프를 나타낸다.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상대속도 대비 

현재차량의 속도를 3%로 감속하고 전방차량이 가속할 때는 

20m를 벗어나면서부터 추종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3. 복합 시나리오 실험

그림 13은 복합 시나리오 상황을 가정하고 실험을 진행

한 결과이다. 차량은 지능형순항제어시스템을 작동중이고 

주행 초/중반에는 전방차량이 존재할 경우는 추종하고 없을 

경우는 참조속도로만 주행을 하며, 주행 종반에는 감속구역

을 만들어 강제로 참조속도 주행을 요구하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편의 기능으로 이미 익숙하게 사용

되고 있는 순항제어시스템에 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경로

계획 기법 및 자율주행 기술을 융합하여 지능형순항제어시

스템을 제안했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경로계획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순항제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

(a) Speed of test car

(b) Distance of between test car and front car.

그림11. 변속 저속 주행.
Fig. 11. Experiment Data of Variable and Low Speed.

(a) Speed of test car.

(b) Distance of between test car and front car.

그림12. 변속 고속 주행.
Fig. 12. Experiment Data of Variable and High Speed.

(a) Speed of test car.

(b) Distance of between test car and front car.

그림13. 복합 시나리오.
Fig. 13. Experiment Data of Complex Scenario.

고 나아가 자율주행으로의 확장까지 가능함을 보였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의 다양한 정보들을 사용함으로

써 직/간접적인 차량의 제한사항을 만들어 운전자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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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도 고려할 수 있었다.
• 상용화를 마친 운전자보조 시스템을 고려하여 GPS와 

엔코더를 결합한 확장형칼만필터를 적용하여 위치보정 

효과를 이끌었다. 이를 통해 위치정보의 신뢰성을 높

일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경로계획 및 자율주행을 위한 경로추종 실험을 마칠 

수 있었다. 
• 저속 및 고속 주행실험을 통해 제안한 지능형순항제어

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복합 시나리오 

상황에서 사전에 정의된 지리정보에 따라서 차량의 제

한된 거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순항제어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경로계획 기법 및 위치보정을 위해 

GPS와 엔코더를 결합한 확장형칼만필터를 적용하였다. 개
발한 지능형순항제어시스템 검증을 위해 시나리오별 부분 

자율 및 자율주행 실험을 실시하였다. 경로계획의 기반이 

되는 지리정보시스템은 사전에 구축하여 실험하였지만 실

제 주행 실험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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