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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인 차량의 험지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주행 가능

한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경로가 필히 요구 된다.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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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시 마다 경로의 모양이 급격히 변하거나, 경로 

계획 결과가 지그재그로 생성된 경우 차량의 동특성

에 따라 경로를 추종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

문이다.

  정형화된 후보경로 기반 경로계획[1], Star 알고리즘 

기반 경로계획[2], Rapidly-exploring Random Tree 알고

리즘 기반 경로계획[3,4], 정적 환경에서의 유전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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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local path planning method for stable autonomous driving in rough terrain. There are 

various path planning techniques such as candidate paths, star algorithm, and Rapidly-exploring Random Tree 

algorithms. However, such existing path planning has limitations to reflecting the stability of unmanned ground 

vehicles. This paper suggest a path planning algorithm that considering the stability of unmanned ground vehicles. 

The algorithm is based on the genetic algorithm and assumes to have probability based obstacle map and elevation 

map. The simulation result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can be used for real-time local path planning in 

rough terrain.

Key Words : Local Path Planning(지역 경로계획), Genetic Algorithm(유전자 알고리즘), Autonomous Driving(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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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계획[5,6] 등과 같은 기존 문헌들의 대부분은 2D 

환경에서 경로를 계획하여 자율주행 시 차량의 안정

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3D 환경에서

의 유전자 기반 경로계획[7] 알고리즘은 경로계획 시 

차량의 자세 예측이 고려되지 않으며, 생성된 경로 또

한 Star 알고리즘과 같이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어 고

속 주행에 부적합 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도 및 장애물 확률지도[8]가 

제공되는 험지 환경에서의 유전자 알고리즘 기반 지

역경로계획을 제안한다. 함수의 계수를 염색체로 사용

한 경로 생성을 통해 목표점 방향으로의 매끄러운 경

로가 생성 되도록 유도 한다. 또한 목표점 근접, 장애

물 충돌, 차량 자세 변화 등이 반영된 비용함수를 사

용한 유전자 알고리즘 기반 경로 계획을 통해 무인자

율 차량의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2장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 기반 3D 환경 경로계획

을 위한 알고리즘 구성 및 세부 비용함수의 설계를 

다루며, 3장에서는 실제 험지 주행 환경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하고 결

과를 분석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증명한다.

2. 유전자 기반 경로계획

  유전자 기반 경로계획 알고리즘의 구현 및 실험을 

위해 Fig. 1과 같은 프로세스를 구성하였다. 원의 방

정식을 이용해 목표점 방향으로의 원운동 경로를 생

성하고 유전자를 초기화 시킨다. 직전 프레임에서 생

성된 경로와 현재 프레임에서 생성되는 경로의 유사

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현재 프레임의 초기 유전자 염

색체에 직전 프레임의 최적 유전자 염색체를 입력하

였다. 정의된 교차/변이 수행 확률에 따라 각 세대마

다 Roulette Wheel 선택 방법[9]에 따라 유전자가 교차/

변이[9] 되도록 하되 직전 세대의 최적합 유전자는 교

차/변이 대상에서 제외 한다. 이는 최적합 유전자의 

보존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교차/변이 

및 유전자의 적합도를 재평가하는 과정을 정해진 세

대만큼 반복 수행하며 최적 유전자를 선택하도록 하

였다. 마지막 세대가 수행 된 후의 최적 유전자 정보

는 다음 프레임의 초기 세대 1번째 유전자로 입력하

기 위해 데이터를 저장해 둔다.

ReferencePath 생성

현재 세대 1번 유전자=
이전 세대 최적 유전자

유전자 초기화

적합도 평가

세대번호==100

교차/변이 수행
(확률적 룰렛휠 선택)

적합도 평가

최적 유전자 선택

세대번호++

No

Yes

시작

종료

최적 유전자 저장

Fig. 1. Algorithm flowchart

2.1 유전자 알고리즘 염색체 구성

  본 논문에서 유전자 알고리즘 경로계획을 위해 3개

의 염색체를 정의하였다. 맵 상에서의 경로는 3차 함

수     로 생성되며, 각 변수 a, b, c가 

염색체로 사용 된다. 함수 경로의 시작 위치와 로봇 

위치가 동일함으로 상수항에 대한 염색체는 필요하지 

않다. x는 맵 상의 가로축 픽셀 좌표이며, y는 맵 상

의 세로축 픽셀 좌표이다. 맵 상 세로축 로봇위치 y를 

ry라 하고, 세로축 목표점 y위치를 gy라고 하였을 때, 

0부터 gy-ry까지 y에 입력하여 x를 계산하면 함수 경로

점이 생성 된다.

  만약 주행 환경의 복잡도 등에 의해 좀 더 변화량

이 많은 경로를 생성 할 필요가 있을 시 증가될 함수

의 차수만큼 염색체를 추가 구성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맵의 경우 차량이 맵 가로축 

중앙의 하단에 위치하여 맵 상단을 바라보는 로컬 맵 

형태로서 함수 경로의 회전이 필요 없었다. 만약 차량

의 위치와 헤딩이 맵 상에서 변화를 가지면, 0~360 범

위의 값을 가지는 염색체를 추가하여 함수 경로를 회

전시킬 수 있다. 또는 함수 경로와 원운동 경로(2.2.2 

참조)를 로봇 헤딩만큼 회전 하는 방법도 사용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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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적합도 함수

  Fig. 2는 각각의 유전자에 대한 함수기반 경로를 평

가하고 적합도를 계산하는 흐름도이다.

시작

함수기반 경로 생성

종료

Reference Path 유사도
비용 계산

목표점 근접도 비용 계산

타이어 위치 추정

자세 추정 및 비용 계산

주행 경로 영역 계산

장애물 비용 계산

최종 적합도 산출

Fig. 2. Fitness function flowchart

  i번째 유전자를 Gi라고 표현 하였을 때, 적합도 함

수 f(Gi)는 식 (1)과 같이 계산한다.

 

   
 
 


 (1)

  CF1(Gi), CF2(Gi), CF3(Gi), CF4(Gi)는 각각의 비용함

수로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세부 내용은 2.2.1

부터 2.2.4의 내용과 같다. w1, w2, w3, w4는 각 비용 

함수의 가중치이며 총 합은 1.0이다. 따라서 적합도 

함수의 결과 또한 0부터 1까지의 값이 될 수 있다. w1

과 w2는 목표점 도달과 관계되는 가중치이며, w3와 w4

는 안전과 관계되는 가중치이다. 본 논문에서의 w1, 

w2, w3, w4는 직관적 중요도에 따라 할당 하였다. 목표

점 도달과 안전 간의 중요도 비중을 0.19와 0.81의 비

율로 배분 하였다. w1과 w2 가중치 간의 우선순위는 

큰 차이가 없기에 각각 0.11과 0.08을 할당 하였다. 장

애물 충돌 방지가 자세 안정화 보다 중요하기에 w3와 

w4는 각각 0.57과 0.24를 할당 하였다. 해당 비용 함수 

가중치는 주행환경에 따라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만

약 자율주행 환경이 도로상의 스쿨존과 같이 안전이 

우선시 되는 곳에서는 안전 가중치 w3와 w4를 높일 

필요가 있다. 목표점 도달이 우선시 되는 미션 환경에

서는 w1과 w2를 높일 필요가 있다.

2.2.1 비용 함수 : CF1

  비용함수 CF1은 유전자 함수 경로별 목표점 근접도 

비용을 나타낸다. 유전자 경로와 목표점의 최단 거리

가 가까울수록 비용이 0에 가깝게 평가되어 목표점에 

근접된 유전자 경로의 비용이 낮도록 유도하였다. 

Dist1을 유전자 경로와 목표점 사이의 최단거리, Dist2
를 차량 위치에서 목표점까지의 직선거리라고 하였을 

때 CF1은 식 (2)와 같이 계산한다.

     ≠  
 (2)

Fig. 3. Cost function CF1

2.2.2 비용 함수 : CF`

  비용함수 CF2는 유전자 함수 경로별 참조 경로 유

사도 비용을 나타낸다. 비용함수 CF1의 경우 유전자 

경로가 지그재그 경로로 생성되어도 목표점과 근접 

하면 경로 비용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

용함수 CF1을 보완하기 위해 목표점 방향으로의 원운

동 경로와 유사도 비용을 평가 하였다. 목표점 방향으

로의 직선 경로대신 원운동 경로를 사용한 것은 아크

만 방식과 스키드 방식의 플랫폼에 모두에 쉽게 적용 

가능하며, 차량의 속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직선 

보다 원운동 경로가 주행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원운

동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생성 된다. 차량 

헤딩에서 목표점방향으로의 각도 차이가 ±45도 이내

일 경우 (rx,ry), (gx,gy), (gx,2ry-gy)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을 이용하며, 원운동 경로를 이루는 원의 중심은 로봇 

위치에서 측방 방향으로 반지름만큼 떨어진 위치에 

존재한다. 그 외에는 (rx,ry), (gx,gy), (2gx-rx,ry)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이용하며, 원운동 경로를 이루는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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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은 목표점 위치에서 수직 방향으로 반지름만큼 

떨어진 위치에 존재 한다. Fig. 4는 원운동 경로 생성 

예시를 보여준다. 좌측 그림은 목표점이 헤딩 기준 45

도 이내에 존재하며, 우측 그림은 목표점이 헤딩 기준 

45도 밖에 존재한다.

Fig. 4. Reference 3point of circular motion path

  CF2는 식 (3)과 같이 계산한다. dist(y)는 맵상 전방

축 y좌표에서 함수 경로와 참조경로의 거리를 나타낸

다. ry와 gy는 각각 맵 상 세로축위치에서의 로봇위치

와 목표점 위치이다. y가 로봇 y축 위치인 ry부터 목

표점 y축 위치 gy의 범위를 갖는 것은 함수 경로와 참

조 경로가 ry부터 gy의 범위로 생성되었기에 dist(y) 역

시 해당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Fig. 5. Cost function CF2

2.2.3 비용 함수 : CF3

  비용함수 CF3은 유전자 함수 경로별 장애물 안전성 

비용을 나타낸다. 유전자 함수 경로 영역에 포함되는 

장애물 정보를 비용에 반영함으로서 장애물과 충돌이 

예상되는 경로의 비용이 높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맵

상 좌표별 장애물 확률 값 Pobs(x,y)는 0부터 1사이의 

실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장애물이 아닐 확

률이 높으며, 1에 가까울수록 장애물일 확률이 높음을 

의미 한다. 유전자 함수 경로 상에 포함된 차량의 위

치 추정 면적을 area라고 할 때 CF3은 식 (4)와 같이 

계산한다.

 















 
   ≠

  

 (4)

  Pobs(x,y)의 값을 제곱하여 사용한 것은 지수 함수 그

래프와 유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1.0에 가까운 장애물에 대하여 CF3의 값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도 하며, 0.5와 같은 불분명한 장

애물에 대하여는 CF3의 값에 미미한 영향을 주도록 

한다. Fig. 6은 Pobs(x,y)의 값을 제곱한 결과와 유사한 

지수함수의 예시를 보여준다.

Fig. 6. Pow. and Exp. comparison of Pobs(x,y)

Fig. 7. Cost function C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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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비용 함수 : CF4

  비용함수 CF4는 유전자 함수 경로별 자세 안정성 

비용을 나타낸다. CF3에서 낮은 장애물 확률로 나타

났으나 주변 고도와 차이를 가지는 위치가 존재 할 

경우 차량의 자세가 급변하거나 불안정안 상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전자 함수 경로의 롤과 피치의 

자세를 예측하고 자세 안정성 비용을 평가 하였다. 경

로의 자세 예측은 유전자 함수 경로상에 가상의 차량 

바퀴를 배치하고, 바퀴간의 고도 차이를 각도로 변환

하여 얻을 수 있다. CF4는 식 (5)와 같이 계산한다. 

RC는 롤 자세의 안정성 비용, PC는 피치 자세의 안정

성 비용을 나타내며, rm과 pm은 각 유전자 경로의 롤 

자세 평균과 피치 자세 평균 을 의미한다. RC와 PC를 

계산할 때 (gy-ry)으로 나눈 것은 함수 경로가 ry부터 

gy의 범위로 생성되었기에 RC와 PC를 0부터 90사이

의 값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또한 CF4의 계산식에

서 2와 90을 나눔으로서 CF4의 값은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일정한 기울기의 지면을 지

나는 경로의 CF4는 0에 가까우며, 고도차가 일정하지 

않은 지면을 지나는 경로의 CF4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므로 안정된 자세를 가지는 유전

자를 유도하게 된다.

  

  




 
  





 
 (5)

Fig. 8. Cost function CF4

3. 실험결과 및 분석

  본 장에서는 실제 야지 환경에서 획득된 1430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

한다. 유전자 개수 200, 염색체 개수 3, 세대수 100으

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교차 및 변이 확

률[9]은 각각 0.01 0.001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경

로계획 방법에서는 많은 유전자 변화가 요구 되므로 

교차확률 0.15, 변이확률 0.005로 설정 하였다.

  Fig. 9는 실험에 사용된 장애물 확률지도를 가시화 

한 것이다. 장애물 확률 Pobs(x,y)의 값이 높을수록 검

정색에 가깝게 표시했으며, 낮을수록 흰색에 가깝게 

표시했다.

   Fig. 9. An example of obstacle probability map 

obtained from real environment

  Fig. 10은 실험에 사용된 고도 맵을 가시화 한 예시

이다. 높은 고도는 연한 색으로, 낮은 고도는 진한 색

으로 표시하였다.

Fig. 10. An example of elevation map obtained from 

re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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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D 환경에서의 유전자 경로계획 실험

  Table 1은 초기세대 유전자들에 대한 염색체 값을 

나타낸다.

Table 1. Initial household genetic chromosome

유전자 염색체 a 염색체 b 염색체 c

1 0.000038 0.000162 -2.194494

2 -0.000000 -0.000289 1.358458

⋮ ⋮ ⋮ ⋮
95 0.000000 0.001620 -0.400494

⋮ ⋮ ⋮ ⋮
199 0.000051 0.001557 -0.848189

200 0.000012 0.007470 -0.462667

  Table 2는 초기세대 유전자들에 대한 적합도와 비용

함수 결과를 나타내며, 200개 유전자에 대한 평균 적

합도는 0.707437로 나타났다.

Table 2. Initial household genetic fitness

유전자 적합도 CF1 CF2 CF3 CF4

1 0.656279 0.9818935 0.0948776 0.3556705 0.1057915

2 0.602204 0.6495637 0.0760482 0.5129243 0.1162220

⋮ ⋮ ⋮ ⋮ ⋮ ⋮
95 0.973897 0.1206581 0.0136836 0.0051583 0.0366486

⋮ ⋮ ⋮ ⋮ ⋮ ⋮
199 0.760272 0.4673803 0.0194461 0.2772264 0.1197549

200 0.718752 0.5269033 0.0265679 0.3317585 0.1335867

  초기 세대에서 최적 적합도를 보인 유전자는 95번이

다. Table 1과 Table 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95번 유

전자의 염색체 a, b, c는 각각 0.0, 0.001620, -0.400494

로 생성되었으며, 비용 함수 CF1, CF2, CF3, CF4는 각

각 0.1206581, 0.0136836, 0.0051583, 0.0366486으로 계

산되어 0.9738970의 최종 적합도가 나타났다.

  Fig. 11은 초기 세대 유전자에 대한 경로와 최적 적

합도를 가지는 경로의 자세 추정 정보를 보인다. 좌측 

상단 이미지는 장애물 확률지도 위에 유전자 함수 경

로들을 연한 색으로 출력하고 최적 적합도인 95번째 

유전자 함수 경로를 진한 색으로 나타낸 것이다. 우측 

상단 이미지는 고도 지도 위에 유전자 함수 경로들을 

연한 색으로 출력하고 최적 적합도인 95번째 유전자 

함수 경로를 진한 색으로 나타낸 것이다. 하단의 차트

는 최적 적합도의 유전자 함수 경로에 대한 롤과 피

치 자세 예측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Fig. 11. Genetic path and attitude prediction of initial 

household

  Table 3은 초기 세대 유전자를 기반으로 100세대를 

거친 후의 유전자들에 대한 염색체 값을 나타낸다.

Table 3. 100th household genetic chromosome

유전자 염색체 a 염색체 b 염색체 c

1 0.000002 0.000895 -0.184286

2 0.000001 0.000705 0.025555

3 0.000003 0.001073 -0.150245

⋮ ⋮ ⋮ ⋮
199 0.000002 0.000572 0.073769

200 0.000006 0.001859 -0.279095

  Table 4는 초기 세대 유전자를 기반으로 100세대를 

거친 후의 유전자들에 대한 적합도와 비용함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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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낸다. 100번째 세대에서 200개 유전자에 대한 

평균 적합도는 0.914513으로 나타났다.

Table 4. l00th household genetic fitness

유전자 적합도 CF1 CF2 CF3 CF4

1 0.9826467 0.0187642 0.0026047 0.0126853 0.0327092

2 0.964974 0.0448535 0.0005855 0.0273684 0.0601888

3 0.941033 0.1013300 0.0025762 0.0557330 0.0660301

⋮ ⋮ ⋮ ⋮ ⋮ ⋮
199 0.8532522 0.1451087 0.0076440 0.1613615 0.1591593

200 0.8107021 0.2464308 0.0115205 0.2171383 0.1562500

  100번째 세대에서 최적 적합도를 보인 유전자는 0

번이다. Table 3과 Table 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0번 

유전자의 염색체 a, b, c는 각각 0.000002 0.000895, 

-0.184286으로 진화되었으며, 비용 함수 CF1, CF2, CF3, 

CF4는 각각 0.0187642, 0.0026047, 0.0126853, 0.0327092 

으로 계산되어 최종 적합도는 0.9826467로 나타났다.

  Fig. 12. Best genetic path and attitude prediction 

after 100 household

  Fig. 12는 초기 세대 유전자를 기반으로 100세대를 

거친 후의 최대 적합도를 보이는 1번째 유전자에 대

한 경로와 자세 추정 정보이다. 좌측 상단 이미지는 

장애물 확률지도 위에 최적 적합도인 1번째 유전자 

함수 경로를 파란색으로 나타낸 것이다. 우측 상단 이

미지는 고도 지도 위에 최적 적합도인 1번째 유전자 

함수 경로를 검정색으로 나타낸 것이다. 하단의 차트

는 최적 적합도의 유전자 함수 경로에 대한 롤과 피

치 자세 예측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실제 주행 환경에서 획득한 1430프레임의 로그 데

이터를 활용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로를 계획하여 

Table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Table 5. Simulation result for 1430 data

프레임 적합도 프레임 적합도 프레임 적합도

1 0.982647 2 0.981192 3 0.982265

4 0.982073 5 0.981785 6 0.980723

7 0.983943 8 0.985198 9 0.984059

10 0.983993 11 0.983007 12 0.981402

13 0.980296 14 0.978704 15 0.985104

⋮ ⋮ ⋮ ⋮ ⋮ ⋮
928 0.606339 929 0.606305 930 0.592552

931 0.590143 932 0.600661 933 0.60965

⋮ ⋮ ⋮ ⋮ ⋮ ⋮
1420 0.976941 1421 0.978666 1422 0.978691

1423 0.977094 1424 0.977927 1425 0.976304

1426 0.980112 1427 0.980035 1428 0.980171

1429 0.982092 1430 0.976023

  평균 적합도는 0.928931, 표준편차는 0.004813으로 

나타났다. 비용 함수 CF1, CF2, CF3, CF4 각각의 평균

은 0.046185, 0.007142, 0.093553, 0.062223으로 나타났

다. 가장 높은 최대 적합도를 가지는 결과는 86번째 

프레임에서 0.986143이 측정되었으며, 가장 낮은 최대 

적합도를 가지는 결과는 931번째 프레임에서 0.590143

이 측정 되었다.

  Fig. 13은 가장 낮은 최대 적합도가 측정된 931번째 

프레임의 맵과 자세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염색체 a, 

b, c는 각각 0.000001, -0.000225, 0.000714로 나타났으

며, 비용 함수 CF1, CF2, CF3, CF4는 각각 0.0503011, 

0.0007128, 0.6794771, 0.0706858으로 나타났다.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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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로봇 인접 주변을 제외한 

대부분의 위치에서 장애물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

으며, 이는 센서 사각지역에 의해 충분한 거리만큼의 

장애물 확률이 제대로 측정되지 못한 것이다. 장애물 

확률 지도에 주행 가능영역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유

전자 경로를 생성하고 평가되었기에 해당 프레임의 

CF3의 값이 전체 프레임에 대한 CF3의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된 유

전자 경로가 목표점과 근접하고, 급격한 모양 변화가 

없으며, 고도차가 크기 않은 곳으로 유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13. 931th frame best fitness genetic path and 

attitude prediction

3.2 2D 환경에서의 유전자 경로계획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한 3D 환경에서의 유전자 경로계

획이 2D 환경에서의 유전자 경로계획에 비해 우수함

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2D 환경

에서의 유전자 경로계획 실험을 위해 본 논문 2.2절의 

w1, w2, w3, w4 변수를 각각 0.14474, 0.10526, 0.75000, 

0.00000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3D 환경 실험 시 사용

된 w4 변수 0.24를 0.0으로 만들고, 2.2절의 w1, w2, w3 

값을 비율로 환산하여 w1, w2, w3에 0.24를 배분함으로

서 자세 정보가 적합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 것이다. 3.1장에서 사용된 1430프레임의 맵을 10회

씩 반복하여 2D 환경 유전자 경로를 계획하고 롤 및 

피치 자세 추정 결과를 계산하여 Table 6과 같은 결과

를 획득하였다.

Table 6. 2D / 3D attitude prediction result

회차

2D 환경 예측 자세
표준편차

3D환경 예측 자세
표준편차

롤 피치 롤 피치

1 9.441668 9.241014 7.432116 8.703862 

2 9.455490 9.247103 7.444907 8.679826 

3 9.499934 9.225168 7.352808 8.696046 

4 9.438636 9.228400 7.417305 8.665185 

5 9.431680 9.242462 7.507302 8.685762 

6 9.328679 9.252115 7.417345 8.644975 

7 9.445400 9.255105 7.361002 8.695205 

8 9.431190 9.224924 7.386927 8.699367 

9 9.456081 9.232170 7.483313 8.662027 

10 9.447986 9.213540 7.463261 8.661954 

평균 9.437674 9.236200 7.426629 8.679421 

  10회 반복한 2D 환경에서의 롤 자세 추정 표준편차

의 평균은 9.437674, 피치 자세 추정 표준편차는 

9.2362로 나타났다. 3D 환경에서의 롤 자세 추정 표준

편차의 평균은 7.426629, 피치 자세 추정 표준편차의 

평균은 8.679421로 나타났다. 이는 2D 환경에서의 경

로계획 결과가 3D 환경에서의 경로계획 결과에 비해 

자세 변화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이 실험을 통해 3D 

환경에서의 경로계획 결과가 2D 환경에서의 경로계획 

결과에 비해 약 13.6 % 가량 차량 자세 안정성 비용

이 낮아 졌음을 확인 하였다.

3.3 세대수 변화 실험

  3.1장과 3.2장의 실험에서 세대 수는 100으로 설정 

되어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실제 자율주행 차량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대 수 변화에 따른 소요 시간 및 

최적 적합도 변화를 평가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세대수를 10부터 100까지 10 단위로 증가 시켜 보았

다. 최대 적합도 비교를 위한 데이터로는 유전자 개수

와 세대수를 각각 600과 300으로 설정하였다. 실험은 

윈도우10 64비트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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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5700HQ CPU와 16G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는 컴퓨

터에서 CPU 연산만을 사용하여 진행 하였다. Table 7

은 세대수와 변화에 따른 평균 적합도와 소요시간 결

과이다.

Table 7. Performance test result

유전자 수 세대 수 평균 적합도
평균 소요시간

(ms)

200 10 0.921766982 233.8923

200 20 0.924389901 284.7322

200 30 0.924988722 416.9231

200 40 0.925239314 573.8476

200 50 0.925335195 690.4986

200 60 0.925329115 910.0056

200 70 0.925391839 1044.417

200 80 0.925484601 1180.423

200 90 0.925329063 1317.61

200 100 0.925524501 1466.936

600 300 0.925920243 11981.89

  600개의 유전자를 300세대 거친 결과에서 평균 적합

도는 0.925920243이 나타났다. 해당 값의 3Sigma(99.7 

%)에 해당하는 값은 0.923142482이며, 200개의 유전자

를 20세대 이상 거친 모든 결과에서 0.923142482 이상

의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전자가 20세대 이내

에서 최적해와 근사한 값에 수렴한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요구되는 경로계획 소요시간 이내에 200개 이상

의 유전자와 20개 이상의 세대 수를 처리 할 수 있는 

CPU나 GPU등을 사용한다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

고리즘을 충분히 활용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 무인차량의 안정적인 험지 고속 자율

주행을 위하여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3D 환경에

서의 경로계획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무

인 자율 차량의 목표점 추종, 장애물 회피, 차량의 자

세 안정 등이 고려된 유전자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경

로를 생성한다.

  실제 주행환경에서 획득한 데이터 기반의 시뮬레이

션 실험을 통해 제안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보였다.  

3D 환경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 1430개의 데이터의 평

균 적합도는 0.928931로 나타났다. 2D와 3D 환경에서

의 경로계획 결과 비교 실험을 통해 3D 환경에서 약 

13.6% 가량의 자세 안정성 향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대수에 변화를 통한 적합도 및 소요시간 확인 실험

을 통해 실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세대수를 확인하

였으며, 실시간 처리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대략적으로 

가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제안된 방법은 실제 험지 자율주행차량의 

지역 경로계획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안정성 평가에 속도대비 회

전반경에 대한 횡 방향 안정성 등이 고려되지 아니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차량의 동역학을 반영한 안

정성이 고려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일관적인 경로계획 소요시간을 

위해 세대수를 고정하여 사용하였으나, 좀 더 효율적

인 경로계획을 위해서는 가변적인 세대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각 세대마다 최대 적합도가 일정 수치 

이상 향상되지 않을 시 목표 세대수 이내이더라도 유

전 알고리즘을 정지하는 방법 등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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