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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대감으로 완성차 업체들은 자율주행 관련 핵심기술

인 환경인식 및 자율판단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1].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경쟁에서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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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구글(Google)은 2014년 5월 운전대와 가속 

페달이 없는 새로운 개념의 자율주행차를 선보인 바 

있으며, 2009년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로 

2016년 3월 기준 전체 2,411,142 km(1,498,214마일)에 

달하는 거리를 자율 상태로 주행하였다[2]. 이러한 흐

름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로 스마트 자동

차를 주력산업으로 지정하고 자동차와 운전자, 주변 

환경 및 교통 인프라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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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global path replanning method is proposed in order to plan a global path minimizing the risk of 

the unmanned vehicle on the battlefield. We first introduce 4D environmental information consisting of mobility, 

visibility, kill, and hit attributes, and a unified threat map and a mobility map are defined by the four attributes. 

Using the mobility map, the unmanned vehicle can find the shortest path on the traversable area. And then taking 

into account the deterrent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unmanned vehicle on the integrated threat map, the vehicle 

can generate a route to suppress or avoid the threat of enemy as well. Moreover, we present a waypoints 

bypassing method to exclude unnecessary waypoints rather than the mission point when planning paths for the 

multiple way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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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하고 있다[3]. 이미 국방 분야에서는 2005년도 견

마로봇 개발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가 단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4]. 전장 상황

에서는 일반 도로 환경뿐만 아니라 전천후/야지/험지 

환경에서도 무인차량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

뢰도 높은 자율주행 기술과 작전에 따라 효율적으로 

무인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임무통제 기술이 핵심이

라 할 수 있겠다.

  전장 상황에서 무인차량을 운용할 때 무인차량은 

자율로 운용자지정 목표지점까지 이동하여 주어진 임

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목표지점까지 무인차량

을 이동시키기 위해 계층적인 형태로 광역 경로계획

(Global Path Planning)과 지역 경로계획(Local Path 

Planning)이 수행된다. 광역 경로계획은 수 킬로미터 

단위의 작전지역에 대한 경로계획으로 격자지도 상에

서 무인차량의 시작 지점과 목표 지점 사이를 연결하

는 격자점들을 찾는 것이 주요 기능이라 하겠다. 그리

고 지역 경로계획은 다중 융합 센서를 통해 생성된 

수십 미터 단위의 주행 가능성을 내포한 확률지도를 

이용하여 광역 경로를 추종하는 지역 경로를 수십 헤

르츠 단위로 생성한다[5,6].

  다수 적의 위협 정보가 시시각각 생성되고 소멸하

는 전장 상황에서는 기계획된 광역 경로를 재계획

(Replanning)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광역 경

로수정계획(Global Path Replanning)은 변화된 전장환경 

정보를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재계획할 수 있어야 하

고, 단순히 무인차량의 이동 가능성만 고려하여 목표 

지점까지의 최단 경로를 생성하는 것에 추가로 무인차

량의 생존 가능성(Survivability)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장 상황을 내포한 4D 환

경정보를 이동성, 가시성, 살상, 타격의 네 가지 속성

으로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무인차량의 생존 가능

성을 높일 수 있는 광역 경로를 재생성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절에서 광역 

경로수정계획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를 정의하고, 3

절에서 4D 환경정보에 대한 각 속성을 정의하여 경로

계획 문제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4절에서는 광

역 경로수정계획 알고리즘에 대한 소개와 함께 4D 환

경정보를 실제 경로계획의 비용함수로 어떻게 활용하

는지 알아본다. 4D 환경정보를 반영한 경로계획의 시

뮬레이션 결과는 5절에서 설명되며, 결론은 마지막 6

절에서 기술된다.

2. 문제정의

  무인차량의 경로계획은  ×의 셀 ∈로 

이루어진 상태공간과 각 상태에 대한 행동공간   

내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와 ∈에 대해 상

태천이 함수 로부터 상태천이는 ′  ∈
와 같이 일어난다. 여기서 를 정수인 쌍의 집

합이라 하고, 

이면 임의의 위치 의 주위 

여덟 방향에 대한 상태천이는  으로  이

루어진다[7].

  경로계획의 시작지점과 목표지점은 각각 ∈, 

∈이고, 무인차량의 경유지점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임무지점 ∈과 비임무지점 ∈로 구분한

다. 여기서 인덱스 집합  는 각각 시

작, 목표, 그리고 번째 비임무/임무 지점을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시작/목표지점은 임무지점으로 간주한다. 

이 정보들은 지휘통제차량의 운용스테이션으로부터 무

인차량으로 전달되어 광역 경로수정계획 시 시작/목표/

임무/비임무 지점으로 초기화된다. 광역 경로수정계획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3. 4D 환경정보 정의

  본 절에서는 광역 경로수정계획에서 성능지표로 활

용될 이동성(Mobility), 가시성(Visibility), 살상(Kill), 타

격(Hit)의 4D 환경정보를 격자지도 상에 정의한다[8].

3.1 이동성

  Fig. 1(a)에서 보듯이 무인차량 의 이동성 


1)

∈  은 무인차량이 이동 가능한 영역(Traversable 

cells)과 장애물과 같이 이동 불가능한 영역(Un- 

traversable cells)으로 구분한다.

3.2 가시성[9]

  Fig. 1(b)에서 보듯이 기의 적(foe)에 대한 통합 

가시성 
  ∈  은 개별 적의 위치에 따라 

생성한 가시성 정보 
 ∈      …를 

1)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기호 
는 임의의 위치 에서 

개체의 속성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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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한 것으로 적의 위치와 지형의 고도(DEM)에 대

한 작전지역 상에서 적들의 시야를 나타낸다.

3.3 살상

  살상 속성 
 ∈  은 무인차량이 보유한 

화기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유형이 인 적 의 유효 

사격 거리 에 대한 살상력을 표현한 것으로 위치 

  
와 임의의 위치     사이의 거

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if ∥∥
≤ exp∥∥

 otherwise  

(1)

3.4 타격

  타격 속성 
 ∈  은 적 의 위치 에 

대한 임의의 위치 에서의 피해 정도를 나타내며 다

음과 같이 가우시안 함수로 표현한다.


exp






















 









 (2)

여기서  ∈  와 는 각각 화력의 세기, 타격 

범위를 나타내며, 적의 유형 에 따라 다르게 설정한다.

3.5 통합 위협지도

  앞서 정의한 타격과 살상 속성으로부터 적 의 KH 

Fig. 1. (a) Mobility map (b) Integrated visibility map (c) Integrated foe KH map (d) Integrated threat ma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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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Hit) 속성 
 ∈  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3)

  Fig. 1(c)에서 보듯이 기의 적에 대한 통합 foe 

KH 속성 
 ∈  은 개별 적 의 KH 속성

을 누적한 값으로 정의하며 최대 KH 속성 값은 1로 

제한한다.

  결과적으로 광역 경로수정계획에서 활용될 통합 위

협지도 
 ∈  는 Fig. 1(d)에서 보듯이 

통합 foe 가시성 지도와 통합 foe KH 속성지도의 곱으

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4)

적과 무인차량의 유형에 따른 개별 KH 매개변수는 

Table 1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KH parameters w.r.t foe type 

 = 1  = 2  = 3

 25 12 6

 25 12 6

 0.9 0.7 0.5

Table 2. KH parameters w.r.t friend type  

 = 1  = 2  = 3

 25 12 6

 25 12 6

 0.9 0.7 0.5

4. 4D 환경정보를 반영한 광역 경로수정계획

  본 절에서는 광역 경로수정계획 알고리즘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여러 경유지점에 대하여 계획된 경로와 

경유지점의 임무지점 여부에 따라 불필요한 경유지점

을 우회하는 경로를 생성하는 방법을 다룬다. 그리고 

3절에서 정의한 4D 환경정보를 경로계획의 비용(Cost)

으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4.1 D* Lite 알고리즘[10]

  D* Lite 알고리즘은 시시각각 위협 및 장애물이 생

성되고 소멸하는 전장환경과 같이 완벽히 알려지지 않

은 환경에서 주어진 시작지점과 목표지점 사이의 경로

를 재탐색하는데 용이한 기법이다. 이 기법은 목표지

점()과 모든 이동 가능한 셀(Traversable cells)에 대

한 비용(Goal distance)을 계산하여 무인차량의 현재 위

치()와 목표지점 사이의 최단 경로를 찾는다. 그리고 

외부 환경정보(장애물)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영향을 

받는 셀에 대해 해당 정보를 반영하여 경로 재탐색이 

이루어진다.

  Fig. 2는 이동성 지도만 고려한 광역 경로수정계획 

결과로 먼저 무인차량의 위치에서 목표지점까지 이동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 최단 경로(Fig. 2(a))가 생성되

었고, 이후 운용스테이션에서 전달받은 장애물 정보를 

고려하여 경로(Fig. 2(b))가 재계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Global path replanning with only mobility

          (a) Preplanned path

          (b) Replanning after creating an obstacle

4.2 불필요 경유지점 우회 기법

  불필요 경유지점 우회 기법은 다수의 운용자지정 경

유지점이 존재할 때, 경유지점과 경유지점 사이의 개

별 광역 경로계획 결과가 무인차량의 시작지점과 최종 

목표지점을 불필요하게 두 번 이상 통과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임무지점과 같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경유지점 외에 불필요한 운용자지정 경유지점을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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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별하는 알고리즘이다.

  Fig. 3에서 보듯이 불필요 경유지점 우회 알고리즘

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에서는 운용자 경

유지점을 초기화한다. 2단계에서는 무인차량의 현재 

위치부터 운용자지정 경유지점 간에 차례대로 경로 

∀≠′, 
→′  ′∈을 생성하고, 생성된 모든 

경로에 대해 개별 경로가 통과하는 상기 수신된 운용

자 경유지점들을 순차적으로 리스트에 등록한다. 3단

계에서는 상기 등록된 경유지점들 중 불필요 경유지점

을 처리하는 단계로 등록된 리스트 내의 임무(□)/비임

무(○) 경유지점에 대해서 시작()/목표지점()을 두 

번 이상 통과하는 모든 비임무 경유지점을 불필요 경

유지점으로 지정한다. 예를 들어 ◇-□-◇-◆-○-○-○-

○-◆와 같은 순서가 존재할 때, 시작(◇) 또는 종료지

점(◆) 사이에 있는 임의의 비임무 경유지점(○)을 운

용자지정 경유지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지막 4단계

에서는 상기 불필요 경유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경유지

점에 대하여 우회 경로계획을 수행한다.

Fig. 3. Waypoints bypassing algorithm

  Fig. 4는 무인차량의 시작지점(+)에서 세 곳의 비임

무 경유지점을 거쳐 목표지점으로 이동하는 문제이다. 

Fig. 4(a)에서 보듯이 시작지점에서 목표지점으로 이동

하는 동안 시작 및 목표지점을 2회 이상 통과하는 경

로는 생성되지 않고, 각 경유지점을 순차적으로 통과

하는 경로가 생성되었다. Fig. 4(c)에서 보듯이 장애물

이 생성된 이후 계획된 경로가 시작위치에서 목표지점

을 통과한 후 모든 비임무 경유지점을 거쳐 다시 목표

지점으로 도달하기 때문에 모든 비임무 경유지점은 불

필요 경유지점으로 설정된다. 결과적으로 Fig. 4(b)에서 

보듯이 시작위치에서 바로 목표지점으로 이동하는 경

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

Fig. 4. All the waypoints are not set to the mission 

point. 

(a) Preplanned path 

(b) Replanning after creating an obstacle 

(c) Registered waypoints list

  Fig. 5는 시작지점에서 두 곳의 비임무 경유지점을 

거쳐 목표지점으로 이동하는 문제이다. Fig. 5(a)의 각 

경유지점을 순차적으로 통과하는 경로와 달리 장애물

이 생성된 이후 재생성된 경로가 Fig. 5(c)와 같이 두 

번째 비임무 경유지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목표지점

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므로 두 번째 경유지점만 불필

요 경유지점으로 설정된다. 결과적으로 Fig. 5(b)에서 

보듯이 시작위치에서 첫 번째 경유지점을 통과하여 목

표지점으로 향하는 경로가 생성된다.



곽동준 ․ 신종호 ․ 김종희

784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9권 제6호(2016년 12월)

(c)

 Fig. 5. All the waypoints are not set to the mission 

point. 

(a) Preplanned path 

(b) Replanning after creating an obstacle 

(c) Registered waypoints list

(c)

 Fig. 6. 1st waypoint is not set to the mission point. 

(a) Preplanned path 

(b) Replanning after creating an obstacle 

(c) Registered waypoints list

  Fig. 6과 7은 무인차량의 시작지점에서 두 곳의 경

유지점을 거쳐 목표지점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찾는 

문제에서 첫 번째 경유지점의 임무지점 여부에 따른 

경로계획 결과를 보여준다. Fig. 6(a)에서 보듯이 장애

물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점에서 목표 지점까지 세 개

의 경로(→, →, →)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Fig. 6(b)와 같이 경로 →  사이

에 장애물이 생겼을 때, 재계획 된 경로를 따라 통과

한 지점들의 리스트를 Fig. 6(c)와 같이 나열할 수 있

다. 이로부터 비임무 경유점 와 를 제외한 경로 

→가 생성된 것을 Fig. 6(b)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7은 첫 번째 경유지점을 임무지점()으로 설

정한 경우로 Fig. 7(c)와 같이 경로계획 시 제외할 수 

있는 사용자 경유점은 로 결정된다. Fig. 4(b)에서 

보듯이 결과적으로 최종 경로는 → , →으로 생

성된다.

(c)

  Fig. 7. 1st waypoint is set to the mission point. 

(a) Preplanned path 

(b) Replanning after creating an obstacle 

(c) Registered waypoints list

4.3 4D 비용함수

  이동성 지도를 이용하면 무인차량이 장애물을 피해

서 가는 경로를 생성할 수 있지만, 적의 위협을 고려

한 경로를 생성할 수 없다. 따라서 3.5절에서 정의한 

통합 위협지도와 무인차량의 유형 을 고려하여 무

인차량의 위험도(Risk)를 최소화하는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 임의의 위치 에서의 무인차량 의 위험도 


 ∈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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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기서 무인차량이 통과해야 할 경로 상의 각 셀은 

무인차량의 화력이 가장 센 곳으로 무인차량 의 KH 

속성 값 
는 최대 화력세기 로 고정한다. 식 

(5)를 통해 임의의 위치 에서의 무인차량 의 생존 

가능성 
 ∈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6)

  결과적으로 4D 환경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D* Lite 

알고리즘의 휴리스틱스(Heuristics)   ′를 다음과 

같이 재정의할 수 있다.

  ′   ′   (7) 

여기서 첫 번째 항목   ′는 셀 와 ′ 사이의 거

리를 의미하며, 기본 D* Lite 알고리즘에서 단독으로 

사용한다. 무인차량의 위험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항목과 같이 지시 함수(Indicator function) 

와 상수 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지시함

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f ∈
 if ∉  (8)

그리고 는 위험지수  ∈  보다 위험도 


가 높은 모든 셀의 집합으로 다음과 같이 정

의한다.

∈    (9)

여기서 상수 와 위험지수 는 각각 255와 0.15로 

설정하였다. 위험지수 는 경로계획 시 위험을 얼마

나 감수하고 경로계획을 수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매

개변수로 Fig. 8에서 보듯이 무인차량의 화력이 적의 

화력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 대해 위험지수가 

작을수록 적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멀리 돌아가는 

경로가 생성된 것에 반해 반대의 경우에는 위험을 감

수하는 목표지점까지의 최단 경로가 생성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9는 4D 환경정보를 반영한 광역 경로수정계획 

알고리즘 흐름도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에

서는 이동성, 가시성, 살상 및 타격의 속성에 관한 4D 

환경정보를 격자지도에 정의한다. 2단계에서는 이동

성, 가시성, 살상 및 타격의 속성에 관한 4D 환경정보

로부터 이동성 격자지도 및 통합 위협지도를 형성한

다. 3단계에서는 장애물 및 적의 위협을 고려한 경로

를 생성하기 위해 이동성 격자지도, 통합 위협지도 및 

무인차량의 유형을 고려하여 광역 경로수정계획을 수

행한다.

vehicle

foe

     Fig. 8. Path plan results using 4D environmental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risk index  

(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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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 Global path replanning algorithm using 4D 

environmental information

5.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본 절에서는 4D 환경정보를 경로계획에 반영하여 

무인차량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경로를 생성

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기로 한다. 시

나리오는 무인차량의 현재 위치에서 첫 번째 임무지

점 과 두 번째 비임무지점   거쳐 목표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무인차량과 적의 화력 

차이에 따른 경로생성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적의 유

형은  = 1로 고정하고 무인차량의 유형을   = 3과 

  = 1로 변경하여 각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또

한, 모든 셀에 대한 적의 가시성 
은 1로 설정하

여 적의 화력을 온전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먼저 Fig. 10(c)와 10(d)에서 보듯이 무인차량의 화

력이 적의 화력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을 고려하기로 

한다. Fig. 10(a)에서 보듯이 적이 없는 상황에서 무인

차량은 각 경유지점에 대해 최단 경로를 생성하였다. 

이후 한 기의 적이 무인차량의 시작지점과 첫 번째 

임무지점 사이에 생성되었을 때, Fig. 10(b)에서 보듯

이 무인차량이 곧바로 적의 위협을 대응하고 첫 번째 

임무지점으로 이동할 수 없으므로 우회하는 경로를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Fig. 11(c)와 11(d)에서 보듯이 무인차

량의 화력과 적의 화력이 대등한 경우에는 적의 위협

에 대한 무인차량의 위험도 
가 작기 때문에 

광역 경로수정계획이 이루어지더라고 이미 계획된 경

Fig. 10. Global path replanning with 4D environmental information( = 3,  = 1)

(a) Preplanned path (b) Replanning after creating a foe (c) foe KH attribute (d) Friend KH at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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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와 같은 경로가 생성되는 것을 Fig. 11(a)와 11(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4D 환경정보를 통해 얻은 이동성 지도 및 

통합 위협지도를 활용하여 무인차량의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장 상황에서 무인차량의 적에 대한 

위험도(Risk)를 최소화하는 광역 경로를 생성하는 방법

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이동성, 가시성, 살상/

타격 속성으로 구성된 4D 전장 환경정보를 정의하였

다. 그리고 네 가지 속성들로부터 이동성 지도와 통합 

위협지도를 정의하여 경로계획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동성 지도를 통해 무인차량은 이동 가능한 

영역에 대해 최단 경로 찾을 수 있고, 통합 위협지도

와 무인차량의 화력을 고려하여 적의 위협을 억제 또

는 무인차량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생성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경유지점 우회 기법을 제안하여 불

필요한 경유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경유 지점에 대해 

경로계획이 수행되도록 하였다.

  향후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최적성에 대한 해석과 함

께 다수의 적과 다수의 무인차량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 무인차량 간 경로를 조정하여 적의 위협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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