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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erarchical IPP (Integrated Path Planning) combining the GPP (Global Path Planner) and the LPP (Local Path Planner) is 
interesting the researches who study about the mobile vehicle in recent years. However, in this study, there is the path mismatch 
problem caused by the difference in the map information available to both path planners. If ever a part of the path that was found by 
the GPP is available to mobile vehicle, the part may be unavailable when the mobile vehicle generates the local path with its built-in 
sensors while the vehicle moves. This paper proposed the TWR (Temporal Waypoint Reviser) to solve the path mismatch problem of 
the hierarchical IPP. The results of simulation provide the performance of the IPP with the TWR by comparing with other path 
pla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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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경로 계획에 관한 연구는 자율 차량 이동에 관한 연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경로 계획은 크게 전역 경로 
계획(GPP: Global Path Planning) [1]과 지역 경로 계획(LPP: 
Local Path Planning) [2]로 구분한다. 전역 경로 계획은 지도 상
의 장애물의 위치 정보, 출발점 및 도착점의 위치 정보 등 
사전에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주로 이동 차량이 이동 전
에 경로 계획이 이루어 지며, 최적의 경로 (대부분 최단 거리 
경로)를 찾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반면 지역 경로 계획은 
이동 차량에 장착된 센서들을 기반으로 이동 차량이 이동하

면서 실시간으로 얻게 되는 정보들을 활용하여 발견된 장애

물을 회피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로 계획이다. 경로 
계획에 사용되는 지도는 주로 격자(grid)를 이용하여 장애물

과 비장애물을 표현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는데, 전역 경로 
계획은 비교적 큰 크기의 격자를 활용하여 넓은 지역을 하나

의 격자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지역 경로 계획은 
비교적 작은 크기의 격자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

을 하나의 격자 크기로 사용한다. 
최근 이동 차량의 경로 계획에 있어, 이러한 전역 경로 계

획과 지역 경로 계획을 통합하여 보다 실질적인 경로 계획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도로 환경에서는 사전에 주어진 도로 위치 및 목표점 정보

를 이용하여 전역적인 경로를 수립하고, 지역 경로 계획에서

는 다수의 경로 집합을 생성하여 그 중에 실현 가능한 경로

를 골라내어 이들의 조합으로 통합적인 경로 계획을 수행하

는 방법이 제안되었다[3]. 또한, 위험한 지형에서 자율 운행

을 시도할 때, 다양한 범위에서 이 지형 특성을 융합하여 통
행 가능성(traversability) 지도를 만들어서 전역 및 지역 경로 
계획에 제공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주어진 목표점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지도 정보 및 부정확한 센서 정보를 가
지고, 이동 차량이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경로를 생성하고 추
종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4]. 
이렇게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통합 경로 계획 알고리즘에

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짧은 거리 내의 장애물

들의 위치를 추정한 센서 정보를 이용하여 장애물을 회피하

는 경로를 실시간으로 짧은 시간 내에 생성하는 하위 단계의 
경로 계획(지역 경로 계획)과 도착점과 현재 주행 환경에 대
한 폭넓은 정보를 가지고 효과적인 경로를 미리 생성하는 상
위 단계의 경로 계획(전역 경로 계획)의 결과가 통합 경로 
계획에서는 서로 상충되어 경로 부조화 문제(path mismatch 
problem)가 발생한다. 이 때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가 효율적

인 통합 경로 계획의 결과를 좌우한다. 
이렇게 경로 부조화 현상이 발생하여 최초의 통합 경로 계

획대로 경로 추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해결방안으로 지
금까지는 크게 지역 경로 계획을 이용한 재 경로 계획 방법

과 전역 경로 계획을 이용한 재 경로 수정 방법이 있었다. 
장애물과의 충동은 이동 차량의 자율 주행에 있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로 부조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상
위 단계에서 생성된 경로를 무시하고, 하위 단계의 경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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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 우선 권한을 부여하여 이동 차량이 안전하게 목적지까

지 이동하도록 자체적으로 재 경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5]. 이런 지역 경로 계획을 이용한 재 경로 계획

은 현재 주어진 도착점이나 경유점까지 충돌없이 주행할 수 
있는 경로만 확보하면 되므로 재 계획 과정이 빠르고 간단하

게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때 지역 경로 계획이 비록 장
애물은 피할 수 있더라도 최적 경로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거
리가 먼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 기존의 전역 지도에도 나타

나지 않는 장애물을 이동 차량에 장착된 센서가 검출하여 이
를 이용하여 기존 전역 경로를 완전히 추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일정 범위 내에서는 최적의 경로가 생
성될 높은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 경로 계획만을 이용

한 재 경로 계획을 통해, 최적 경로 생성의 목표를 배제하고 
목표지점까지의 경로 생성 보장을 우선시 하기보다는, 사전

에 수립한 최적 경로를 수정, 활용하는 방향도 동시에 고려

하여 경로 부조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역 경로 계획을 이용한 경로 수정 방법은 최적의 경로를 

찾고자 하는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재 경로 계획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 경로 계획의 대상 전역 지도가 지역 지
도에 비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래프 기반의 휴
리스틱(heuristic) 탐색 알고리즘인 A* (A-star) 알고리즘[6] (짧
은 시간에 전역 경로 계획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 알고리

즘)을 반복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드는 비용과 시
간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변경된 
지도 정보를 수배하고 이를 사전에 찾아낸 지도의 비용 정보

와 비교하여 모순이 생기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기존 전역 
경로를 모조리 검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경로 수정을 이끄는 
Focussed D* (D-star) 알고리즘[7], D* Lite 알고리즘[8], 계층적 
전역 지도 등을 이용한 이동 차량의 경로를 수정하는 방법

[9]들이 제안되어 계산량과 시간 요구량을 줄이는데 성공하

였다. 하지만 이들 기법 역시 변화된 지도 격자와 연결된 격
자들에 대해 일일이 접근하여 지도 비용 정보의 모순점을 찾
아야 하므로, 지도 비용 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요구되는 
계산량 및 비교 과정은 증가하게 된다. 현재 이동 차량 또는 
기존 최적 경로에서 멀리 떨어진 전역 지도 정보의 변화는 
최종 수정될 경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지만, 위의 방
법들에서는 이러한 기존 경로와 무관한 지도 영역 정보 변화

의 영향력 파급 여부까지도 고려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대
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전역 경로는 
기존에 수립한 전역 경로의 근처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이동 차량의 위치를 중심으로 일정 크기의 격자

창을 두어, 이 격자창 내에서 대안 경로를 찾아 기존 전역 
경로의 재활용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여 경로 부조화 문

제 해결 및 일정한 크기의 격자창 내에서 신속하게 경로를 
수정하기 위한 임시 경유점 수정(TWR: Temporal Waypoint 
Reviser)이라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
성된다. II 장에서는 통합 경로 계획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와 경로 부조화 현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III 장에

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임시 경유점 수정 방법에 대해 다
루며, IV 장에서는 각 상황하에서 다른 알고리즘들과의 성능 

비교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한 방법의 성능 (주로, 알고리

즘 수행시간)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V 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II. 통합 경로 계획 (IPP)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통합 경로 계획의 구조를 
보여준다. 실제의 환경 지도는 FDB (Feature Database) 정보가 
내포된 십진화(decimal) 격자 지도로 변환되며, 이를 기반으

로 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전역 경로 계획을 실시한다. 여
기서 FDB 정보는 특정 지역의 정보를 11개의 지형 종류와 
상세 속성을 통해 분류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로써. 격자의 색
이 흰색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갖는 격자이다. A* 알고

리즘은 잘 알려지고 널리 사용되는 전역 경로 계획 방법 중 
하나로써, 그래프/트리 기반의 휴리스틱 탐색 알고리즘이다. 
지역 경로 계획은 이진화(binary) 격자 지도를 기반으로 가상 
접선 벡터(VTV: Virtual Tangential Vector) 경로 계획 알고리즘

[9]을 이용한다. 가상 접선 벡터 경로 계획 방법은 이동 차량

이 도착점을 향하는 벡터 방향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동 차량

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진행 방향 상의 장애물을 인지하게 
되면, 이동 차량은 도착점을 향하는 벡터와 수직을 이루는 
두 방향의 법선 벡터들 중 도착점과 가까운 벡터 방향을 향
해 장애물을 회피하며 계속 진행하는 방식으로 도착점까지 
향하는 지역 경로 계획 방법이다.  
본 연구의 통합 경로 계획은 다음과 같이 동작하게 되는데, 

먼저 전역 경로 계획에서 비교적 큰 격자 지도 상에 경로를 
생성하고, 경유점(또는 경유격자점)들을 추출하여 이동 차량

에 제공한다. 그러면 이동 차량은 장착된 센서들을 활용하여 
주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비교적 작은 
격자 지도를 이용하여 정해진 경유점들을 통과하기 위한 지
역 경로 계획을 하면서 경유점들을 통과하며 이동하게 된다. 
 

 
그림 1. 통합 경로 계획 (IPP)의 구조. 
Fig.  1. The structure of the Integrated Path Planning (I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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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서로 다른 
격자 크기의 지도 정보를 활용하다 보니, 경로 부조화 현상

이 발생한다. 즉, 전역 경로에서는 지나갈 수 있는 격자로 판
단했지만, 실제로 이동 차량이 경유격자점 내부를 움직이면

서 확인한 결과 그 격자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 그림 2와 같이 이동 차량이 미리 계획된 전역 경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III. 임시 경유점 수정 (TWR) 

본 논문에서는 앞서 설명한 경로 부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 경유점 수정(TWR) 방법을 제안한다. TWR은 기존

의 지역 경로 계획을 이용한 재 경로 계획 방법과 전역 경로 
계획을 이용한 재 경로 수정 방법에서 나타나는, 기존에 계
획된 최적 전역 경로의 활용성 부재와 재 경로 탐색으로 인
한 시간적인 측면의 비용 증가라는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

기 위해 제안되었다. TWR은 기존에 계획된 최적 경로를 활
용하여 신속히 차선(suboptimal)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 거리 
휴리스틱 규칙을 도입했으며, 이동 차량의 경로 이탈과 무관

한 지역의 전역 지도 정보까지 수정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
필요한 탐색 시간 소모를 개선하기 위해 탐색지역을 제한하

는 격자창을 사용하였다. 
TWR은 이동 차량이 현재 경유격자점에서 다음 경유격자

점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지역 경로 탐색 결과 현재 경유격

자점이 통과불가하여 이동 차량이 사전에 계획한 전역 경로

를 이탈한 경우에 동작한다. 이 경우, 이동 차량이 위치한 현
재 경유격자점를 중심으로 5×5 격자창을 생성한다. TWR은 
이 격자창 내부에서 실시되며,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에서는 통과불가한 경유격자점의 정보가 반영된 격
자창 내에서, 이동 차량이 위치한 현재 경유격자점을 중심으

로 최단 거리로 이동 가능한 경로의 모든 경우의 수를 규칙

화한 거리 휴리스틱 규칙(그림 3)을 통해 새로운 임시 경유

점을 생성한다. 이 경우, 복잡한 계산없이 Look-up table 형태

로 제공된 규칙를 활용하기 때문에 재계산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만약 1단계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운 임시 경유점을 찾지 못했다면, 다음 2단계에서는 현재의 
격자창의 크기를 n × n 까지 확장하여 격자창 내부에 한해 
A* 알고리즘을 다시 수행한다. 이는 전체적으로 A* 알고리

즘을 수행하는 경우보다는 시간적인 측면이나 계산량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2단계까지 실패한다면, 이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경로이므로 현 경유점에서부터 전

체지도를 대상으로 새롭게 A*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새로운 
경로를 재탐색한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의 결과, 대부분은 2
단계 내에서 새로운 경유점을 찾아낸다. 따라서 곧바로 전체 
전역 지도에 대해 A*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전역 경로 계획

을 이용한 재 경로 수정 방법보다는 효율적이다. 
 

IV.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은 전역 경로 계획을 위해 그림 4와 같은 FDB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165×115 격자, 한 격자크기 10 m의 지
도와 33×23 격자, 한 격자크기 50 m의 지도를 이용한다. 지
도 상에서 노란색 사각형이 출발점, 빨간색 사각형이 도착점

이다.  
시뮬레이션 방법은 먼저 A* 알고리즘을 한번 수행하여, 전

역 경로 및 경유점을 추출한다. 이후 지역 경로 계획을 수행

하다가, 경로상의 한 경유점이 통과불가가 되는 작은 변화가 
발생한 경우 (그림 5(a), 그림 6(a))와 경로상의 여러 경유점들

이 통과불가가 되어 새로운 경로생성이 필요한 경우 (그림 
5(b), 그림 6(b)), 이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한다. 그리고는 A* 
알고리즘을 매 격자이동시마다 새로 반복 실행하는 경우 
(A*every), 경로 부조화 발생시에만 실행하는 경우 (A*case), 

 

 

 
(a) 165×115, 10 m grid size.       (b) 33×23, 50 m grid size. 

그림 4.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지도. 
Fig.  4. The maps for the simulation. 

 
그림 2. 경로 부조화 문제 발생의 예. 
Fig.  2. An example of the path mismatch problem. 

 
그림 3. TWR의 1 단계 - 거리 휴리스틱(heuristic) 규칙. 
Fig.  3. First step for TWR - Heuristic rule based on the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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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case with a minor modification on the map. 

 
(b) The case with a major modification on the map. 

그림 5. 10 m 격자 크기 지도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Fig.  5. The result of the simulation using map with a grid size 10 m. 

 
표   1. 각 알고리즘의 수행시간 (10 m 격자 크기). 
Table 1. The computation time of each algorithm (grid size 10 m). 

Grid size 
10 m 

작은 변화 발생 큰 변화 발생 
Tr (sec) Tt (sec) Tr (sec) Tt (sec) 

A*every 0.27026 5.17576 2.32077 124.267 
A*case 0.10831 0.40632 2.19924 2.46916 
D*Lite 0.00362 0.27633 2.04801 2.33061 

A*TWR 0.00092 0.26838 2.02708 2.29625 
 

그리고 이미 잘 알려진 D*Lite 알고리즘, 마지막으로 본 논문

에서 제안한 TWR를 포함하는 A* 알고리즘 (A*TWR)과의 
비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경로는 모든 알고리즘이 그림 5와 그림 

6에 보여지는 것과 같은 동일한 경로를 생성했다. 그림에서 
연두색 사각형은 전역 경로 계획으로부터 얻어진 경유점이

며, 검정색 사각형은 경로 부조화가 발생하여 통과가 불가능

한 경유점을 나타낸다. 알고리즘 수행시간에 있어서는, 10 m 
격자 크기 지도의 경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TWR이  

 
(a) The case with a minor modification on the map. 

 
(b) The case with a major modification on the map. 

그림 6. 50 m 격자 크기 지도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Fig.  6. The result of the simulation using map with a grid size 50 m. 

 
표   2. 각 알고리즘의 수행시간 (50 m 격자 크기). 
Table 2. The computation time of each algorithm (grid size 50 m). 

Grid size 
50 m 

작은 변화 발생 큰 변화 발생 
Tr (sec) Tt (sec) Tr (sec) Tt (sec) 

A*every 0.01329 0.09374 0.03182 0.29333 
A*case 0.00857 0.02707 0.03066 0.07786 
D*Lite 0.00179 0.02001 0.02514 0.04622 

A*TWR 0.00061 0.02148 0.02112 0.05101 
 

가장 빠른 재탐색 시간 (Tr)을 기록했으며, 전체 알고리즘 수 
행시간 (Tt)에서도 제안한 A*TWR이 수위를 기록했다. 50 m 
격자 크기 지도의 경우에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A*TWR이 가장 빠른 재탐색 시간 (Tr)을 기록했지만, 전체 
알고리즘 수행시간 (Tt)에서는 D*Lite가 수위를 기록했다. 하
지만 이는, D*Lite의 경우, 경로 이외의 부분에 대한 비용 변
화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재탐색까지 수행하는 반면 
(시뮬레이션에는 미반영), A*TWR은 격자창 이외의 부분에 
대한 비용변화는 무시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까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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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다면 A*TWR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역 경로 계획과 지역 경로 계획의 통합 

경로 계획에 있어서 발생하는 경로 부조화 문제를 해결하고, 
일정한 크기의 격자창 내에서 신속하게 경로를 수정하기 위
한 임시 경유점 수정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몇몇 상황을 가
정하여 다른 알고리즘들과의 성능 비교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시뮬레이션의 결과, 제안

한 통합 경로 계획에 TWR을 적용한 경로 계획 방법이 현존

하며 널리 사용 중인 D*Lite를 사용하는 경로 계획 방법 보
다 상황에 따라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이거나 비슷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통합 경로 계획에 있어 
발생하는 경로 부조화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TWR의 유용성

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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