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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주행 차량의 주행 특성과 주행 시간을 고려한 경로 

생성 및 주행 알고리즘

Path Planning for the Shortest Driving Time Considering 

UGV Driving Characteristic and Driving Time and Its 

Driv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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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algorithm is a global path generation algorithm, and typically create a path using only 
the distance information. Therefore along the path, a moving vehicle is usually not be considered by 
driving characteristics. Deceleration at the corner is one of the driving characteristics of the vehicle. 
In this paper, considering this characteristic, a new evaluation function based path algorithm is 
proposed to decrease the number of driving path corner, in order to reduce the driving cost, such as 
driving time, fuel consumption and so on. Also the potential field method is applied for driving of 
UGV, which is robust against static and dynamic obstacle environment during following the generated 
path of the mobile robot under. The driving time and path following test was occurred by experiments 
based on a pseudo UGV, mobile robot in downscaled UGV’s maximum and driving speed in corner. 
The experiment results were confirmed that the driving time by the proposed algorithm was decreased 
comparing with the results from A*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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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인간의 편의성을 증대 시키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무인 자율 주행 차량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IT업체인 구글(Google)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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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최근에는 무인 주행 차량으로 48만km를 무사고로 

주행을 완료 하였다[1]. 이런 실험을 통해 안전성을 인정받

아 미국 3개주 에서부터 무인자동차 운행을 승인 받아 면

허증까지 발급 받은 상태이다. 미국의 달파 그랜드 챌린지

(DARPA Grand Challenge)와 같은 세계적인 무인 차량 주

행 대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역시 무인 주행 차량에 대

한 연구나 관련 대회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2,3]. 이처럼 무

인차량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무인차량의 경로 

생성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게 되었다.
무인차량이 목표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작 지점에

서부터 목표 지점까지 경로를 생성해 주어야 한다. 현재 다

양한 경로 계획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

데,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으로는 A* 알
고리즘과 경사법(Gradient Method) 방식이 있다. A* 알고

리즘은 미국 무인 자동차 대회인 그랜드 챌린지에서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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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의 절반 이상이 이 알고리즘을 사용 할 만큼 연산속도

와 효율 면에서는 다른 알고리즘보다 뛰어나다[4,5]. 하지만 

A* 알고리즘은 미지의 환경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나 동적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전체적인 경로 탐색을 다시 

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전체 경로 계획에 있어서는 탐색속도가 빠르고 최단

거리 경로를 생성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위치 별 비용 함수(Cost Function)를 사용 하여 변수의 미

분 값에 따라 경로가 자동 생성되는 경사법은 수학적 모델

을 기반으로 안전성(Stability)을 보장 하면서 최적의 경로

를 생성 해주는 장점이 있으며, 위치에너지 기반을 사용하

는 포텐셜 필드(Potential Field) 역시 경사법 중 하나이다
[6]. 경사법은 로봇이나 차량 주변의 제한된 주위 환경 정보

만으로도 경로의 생성이 가능하며, 계산해야 할 영역이 적

어 실시간 구현이 용이하여 지역 경로 생성에 많이 이용된

다. 하지만 환경에 따라 국부 최소점(Local Minimum)이 

발생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 언덕

(Virtual Hill) 개념을 접목 하여 해결하는 연구도 있다[7,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인 차량의 전체적인 경로 생성은 

A*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있으며, 생성된 경로의 주행에 대

한 강인성을 보장하기 위해 포p텐셜 필드를 사용 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경로 생성 후 차량이 생성된 경로를 주행 하다 코너를 

만나게 되면 4 휠 차량이나 질량이 큰 자율 주행 로봇의 

경우 전복위험이나 슬립현상 때문에 감속 등의 변속 주행

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는 노면 상태나 다른 외부적인 

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하여 경로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주행하는 차량의 특성은 반영되어 있지 않

다[9,10]. 이처럼 다른 여러 알고리즘은 거리나 주변 요소에 

대한 정보만을 사용하여 경로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를 주

행하는 차량의 특성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코너나 다른 요소에 의해 감속을 하게 되면 그만큼 주행 

시간은 늘어나게 되는데, A*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최단 경

로에 코너가 많다면 주행 시간은 코너의 수에 비례 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차량이 많은 수의 코너를 주행 할 

경우 주행 시간 증가뿐만 아니라 속도변화로 인한 연료소

비증가와 같은 주행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가능한 코너의 수를 줄여 전체 주행 시간과 주행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로 계획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2. 경로 생성 알고리즘

2.1 A* 알고리즘

A* 알고리즘은 주어진 지도에서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 

지도를 격자 형태로 나누고 지도의 현재 지점에서 인접한 

8방향을 검색, 그 중에 계산된 총 거리의 값이 가장 작은 

노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경로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식 

(1) 은 A*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평가 함수식이며, Fig. 
1은 경로 생성을 위한 알고리즘의 진행 상태를 표현한 것

이다.

   (1)

f = 총 경로 비용

g = 시작 지점에서 현재 지점까지의 누적 경로 비용

h = 현재 지점에서 목표 지점까지의 예상 경로 비용

(Heuristic Function)

A* 알고리즘의 h값은 휴리스틱 함수로서 이 값을 선정

하는 방식에 따라 경로도 다르게 생성이 된다[11]. 가장 대표

적인 방식으로는 Euclid방식 (2)과, Manhattan방식 (3)이 

있으며 모두 장애물을 무시하여 거리를 계산 한다. 본 논문

에서는 수직, 수평 방향(4방향)만 탐색하는 Manhattan방식 

보다 8방향 탐색으로 로봇의 이동 방향이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Euclid 방식을 사용 하였다. 

       (2)

      (3)

Fig. 1. A* algorithm

2.2 코 를 고려한 경로 생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A* 알고리즘처럼 단순히 

거리정보만 사용하여 최단경로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코

너를 만났을 때 감속하는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경로 중에서 되도록이면 코너가 많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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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rner search

은 경로를 생성 한다. 
코너의 수가 적은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로를 탐색

하는 도중 경로 탐색 진행 방향과 다른 방향(코너)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데, 코너를 고려한 새로운 평가 함

수는 식 (4)에 나타나 있다.
코너의 수를 고려한 평가 함수는 식 (4)와 같다.

 ′ ′ (4)

′  (5)

 











    

   
   

(6)

c = 코너에 대한 가중치

f' = 총 경로 비용

g = 시작 지점에서 현재 지점까지의 누적 경로 비용

h' = 현재 지점에서 목표 지점까지의 예상 경로 비용

경로비용 = 거리 + 코너에 대한 가중치

현재 지점까지의 누적 경로 비용인 g에는 거리비용에 

코너에 대한 누적 비용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휴리스틱 h' 
값에는 코너에 대한 비용이 계산된다.

2.2.1 코너 검색

정사각형의 격자 형태에서 코너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이 형태의 특징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격자 형태의 특성상 

45° 또는 90° 의 코너가 생성이 되며, 경로 탐색방향은 수

직, 수평(→↑←↓) 또는 사선(↖↗↘↙) 방향으로 탐색 하

게 된다. A* 알고리즘 상에서 알 수 있는 부모 노드, 현재 

노드, 현재 노드에서 인접한 8방향의 확장 노드의 좌표 값

들을 이용하여 코너가 몇도 인지 알 수 있다.
식 (7)에서의 값을 사용하여 코너를 판단하며, k-1은 

현재지점의 부모좌표, k는 현재지점좌표, k+1은 확장지점

좌표 이다.

   (7)

  
 (8)

2.2.2 코너에 따른 가중치

A* 알고리즘의 기본 평가 함수는 거리를 기준으로 계

산하기 때문에 코너에 대한 가중치 역시 거리 비용으로 전

환하여 적용 시키고자 한다. 만약 코너를 만나 차량이 감속

하게 되면 줄어든 속도만큼 동일한 시간에 이동 할 수 있는 

거리는 줄어든다. 
공력의 영향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차량이 커브를 통과

할 수 있는 최고속도는 커브 반지름과 타이어의 노면과의 

마찰계수 2가지 요인으로 결정 된다. 차가 허용 최대 속도

로 코너를 회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차에 가해지는 원

심력과 차와 노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최대값은 반

대방향으로 완전히 균형을 이룬다. 따라서 차량이 허용 최

대 속도로 코너를 주행 하고 있다고 생각 할 때 그 차량의 

속도는 식 (10)과 같다. 하지만 식 (10)은 노면의 상태나 

여러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한 식이기 때문에 권장 속

도는 이보다 낮게 설정 된다. 





 (9)

lim  (10)

여기서 r: 커브 반지름, v: 속도, W: 차의 무게, 

m : 차의 질량, G: 중력가속도, μ: 타이어 마찰계수 이다. 

국내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한

속도를 가지는 국내도로의 회전 반경은 15m이상이 되어야 

한다. 최소 회전반경 15m에서 최대 회전 속도는 식 (10)에 

의해 10m/s 이지만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권장속도는 6m/s
이다. 따라서 최소 회전반경을 많이 가지는 90°코너에서의 

감속 속도는 6m/s로 둔다. 45°코너는 평균 회전 반경 25m
를 기준으로 두고 그에 따른 권장속도인 10m/s 를 감속 정

도로 둔다. 그리고 차량의 최대 속도는 30m/s (100km/h)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인 차량의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의 가속시간은 10초정도 이므로 가속도는 

3m/s2로 둔다. 이는 국내 도로에서 가장 일반적인 예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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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riving time comparison of Corner and Straight Fig. 4. Movement direction of Potential Field Method

준으로 잡았다. 본 논문에서의 코너 회전 속도는 권장속도

를 정하였지만, 로봇의 형상과 성능에 따라 속도는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실제 주행할 차량이나 로봇의 성능에서 나오

는 속도로 정해 주면 된다.
이렇게 정해진 로봇의 감속 속도, 최대 속도, 가속도에 

따라 가중치를 주게 되며, 만약 경로를 생성하는 지도의 격

자가 정사각형이고 가로세로가 1m이면 대각선의 길이는 

약 1.4m가 된다. 만약 하나의 코너에 대한 가중치가 이 격

자간의 길이보다 작게 되면, 가중치에 대한 영향력이 낮아

지기 때문에, 이 가중치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각선

의 거리인 1.4m에 코너를 만나 시간대비 이동하지 못한 거

리를 식(11)과 같이 더한다. 
Fig. 3의 C → p → B 와 C → p → A와의 거리는 같다. 

하지만 코너를 만난 경우 차량이 감속을 함으로 주행 시간

은 차이가 난다. 이 주행시간 차이와 차량에 부여된 수치에 

의해 시간대비 이동 할 수 있는 거리의 차가 계산 된다. 
이동 로봇이 하나의 코너를 만났을 때 시간대비 이동하

지 못한 거리는 미리 정해둔 45°, 90°에서의 감속 속도, 최
대속도, 가속도에 따라 코너 없이 직진 했을 때 이동한 거

리의 약 2/3, 4/5가 된다. 따라서 45°, 90°에 부여한 가중치

는 식(11)에 의해 각 2.7m, 7m가 된다.

가중치 = 격자간의 거리+ (Tcorner - T) ×V (11)

여기서 T는 코너 없이 직진 했을 때의 주행시간, Tcorner

는 코너를 만났을 때의 주행시간, V는 최대 속도이다. 
위의 경우는 실제 차량이 기준이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빠르게 설정되어 있다. 실험을 할 차량은 모바일 로봇이고, 
경로 생성 또한 차량에 대한 기준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실험할 로봇의 성능에 맞춰 모든 수치를 비례적으로 낮추

었다. 최대속도는 0.6m/s, 코너에서의 속도는 0.2m/s 로 지

정하였다.

3. 생성된 경로 추종

생성된 경로를 추종함에 있어 주행에 강인성을 부여하

고 주행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포텐셜 필드 방법을 사용 

하였다. 포텐셜 필드는 공간상의 위치에 따라 위치에너지

를 임의로 생성하고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주행토록 

하는 경사법 방식의 주행 기법 중 하나이다.
식 (12), (13), (14)과 Fig. 4는 포텐셜 필드에서 사용하

는 방정식과 주행 방법을 설명 하고 있다.

    (12)

  (13)

  



















   ≤ 

    

(14)

여기서 ξ은 인력의 게인, q는 로봇의 위치, qgoal은 목표 

위치, η은 척력의 게인, p(q)는 로봇과 장애물과의 거리, 

qobt은 장애물의 위치, po는 장애물의 척력 영향 거리 이며, 
척력(Frep(q))은 장애물의 반대 방향, 인력(Fatt(q))은 목표 

지점 방향으로 힘이 발생 한다. 
포텐셜 필드 방법은 시작위치(로봇의 위치)와 목적지점

으로만 경로를 생성하기 때문에 생성된 경로를 추종하기 

위해 경로 위에 경유 지점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A* 알고

리즘을 기반으로 경로를 생성하기에 생성된 경로에는 직선

의 교차점(코너)이 생기게 되는데 이 지점을 경유 지점으로 

하여 경로를 추종하게 한다. 포텐셜 필드 기반으로 생성된 

경로를 주행하기 때문에 동적 장애물에 대한 회피나 격자

에서 생성되는 경로에서 나오는 단점이 보완이 가능하고, 
경로 이탈이 일어나도 정해진 경로로 다시 복귀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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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length Weight of corner

Width Diagonal 45° 90°

1 1.4 2.7 7

Table 1. Feature of Simulation

※             Corner search based algorithm
               A* algorithm based path

Fig. 5. Result of comparing corner search algorithm based path 

with A* algorithm based one (situation 1: many corner 

numbers)

Fig. 6. Result of comparing corner search algorithm based path 

with A* algorithm based one (Situation 2 smaller corner 

numbers)

Fig. 7. Result of comparing corner search algorithm based path 

with A* algorithm based one(Situation3: The path 

distance is same but decrease corner)

A* algorithm Considering corner

Situation 1 2 3 Situation 1 2 3

Number of 45° 10 7 4 Number of 45° 2 5 3

Number of 90° 0 0 0 Number of 90° 0 0 0

Total length (m) 21.9 25.3 13 Total length (m) 24.2 27.1 13

Driving Time (s) 74.9 63.6 35.6 Driving Time (s) 49.9 60.8 34.9

Table 2. Result of simulation

에 강인한 경로 주행이 가능하다. 만약 생성된 경로 내에 

동적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생성된 경로 추종만을 

한다.

4. 시뮬 이션  결과

4.1 시뮬 이션

성능 평가를 위하여 기존 A* 알고리즘에 의한 경로와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한 경로를 주행하는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을 작성한 후, 주행시간을 비교 하였으며, 격자의 길이

는 m단위로 정하였다. Table 1과 같이 각 코너에 대한 가

중치와 격자의 길이를 부여 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평가를 상황 1, 2, 3에 따라 시

뮬레이션 한 결과를 Fig. 5, 6, 7에 나타낸다. 상황 1은 코너

의 개수 차이가 많은 경우로서 A* 알고리즘에 의한 경로에 

비해 제안한 알고리즘의 경로가 거리는 증가되지만 코너의 

개수가 많이 줄어드는 경우를 보인다. 상황 2는 코너의 개

수 차이가 조금 적은 경우로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경로가 

거리는 증가되지만, 검색한 코너의 개수 차이가 상황 1 보
다는 적은 경우에 해당된다. 상황 3은 목표지점까지 갈 수 

있는 경로의 거리가 같을 경우에도 코너의 개수를 줄일 수 

있음을 보이는 결과이다. 
Table 2에는 A* 알고리즘과 코너를 고려한 경로 생성 

결과 값이 보여진다. Table 2에서의 총 주행시간은 생성된 

경로의 거리와 미리 로봇에 부여된 수치를 로봇의 궤적계

획 식을 응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 
Fig 8은 로봇의 궤적계획에서 사용하는 각도 값을 거리

로 바꾼 속도 프로파일이다. 총 주행 시간인 tf를 구하기 위

해서는 Fig. 8에서 볼 수 있는 t1와 tf - t2의 관계를 정해야 

한다. 로봇의 궤적 계획에서는 가속 시간과 감속 시간이 같

게 설정하기 때문에 두 시간은 같다는 조건이 생성되지만, 
생성된 경로에서 주행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Fig. 9와 같

은 4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Fig. 9의 ①, ④의 경우가 뒤바뀌게 되더라도 이동해야 

할 거리가 정해져 있어 결과 값은 같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시 할 수 있다.

Fig. 9의 4가지 상황에서의 t1와 tf -t2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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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oint to Point Path planning

Fig. 9. Four situations

Number
Grid length Weight of corner

Width Diagonal 45° 90°

1
1 1.4

0.27 0.7

2 5.13 13.3

Table 3. Feature of Simulation

Fig 10. Situation(1-1)_Small weight

Fig. 11. Situation(2-1)_Small weight

① 상황    최대속도
감속속도



②, ③ 상황 

t
④ 상황 

(15)

Table 2에서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생성된 경

로에 존재하는 코너의 차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상황 1,2,3
에 대해 각각 43%, 5%, 2%만큼 주행 시간이 줄어 든 것을 

볼 수 있다. 최고 속도와 감속 정도가 낮게 설정 되어 코너

의 차이가 많지 않은 경로는 주행시간 단축에 있어 큰 차이

는 나지 않지만, 가속도는 낮게 최고 속도의 수치를 더 높

게 설정 하고 코너에 대한 감속 정도를 더 많이 주게 된다

면, 차량이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코너

를 만났을 때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 나기 때문에, 이 시간 

차이는 더 늘어 날 것이다. 그리고 Fig. 5 같은 형태의 지도

에선 좁은 지역에 코너가 자주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같은 지역은 차량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가 감속을 

자주 하게 되므로 주행 시간과 차량의 주행비용 소비가 커

지게 되어 A* 알고리즘과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 시간 차이는 단거리의 경우 크게 부각 되지 않지만, 거
리가 멀어 코너가 증가 하게 되면 가중치는 누적이 되어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된다.

4.2 가 치에 따른 경로 생성 비교

감속 정도에 따라 그에 맞는 가중치를 부여하였을 때 

생성된 경로는 앞선 실험에서 보았다. 그리고 가중치가 경

로 생성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해 가중치

에 변화를 주어 경로를 생성해 보았다. 충분한 차이를 내기 

위해 기존 가중치의 ±90%를 적용하였다. 적용 대상은 상

황(1, 2, 3)이며, 상황(n-1)은 낮은 가중치 상황(n-2)는 높은 

가중치를 나타낸다. 시뮬레이션 결과 상황(1-2, 2-1, 2-2)는 

기존 상황과 같은 결과가 나와 그림은 생략 하였다.
우선 낮은 값의 가중치를 주었을 때 결과를 가중치가 

낮더라도 그 가중치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코너가 많은 경

우 기존 A* 알고리즘과 동일한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으나 

코너의 수는 줄어들어 들었다(Fig 10). 전체 경로에서 코너

의 수 가 적은 경우는 A* 알고리즘과 동일하거나 경로는 

다르지만 코너의 수, 경로의 길이, 주행 시간이 같은 경로

가 생성 된다(Fig 11). 반면 가중치를 많이 주게 되면 코너

의 수가 가장 작은 코너를 선택하게 되는데, 코너를 줄이면

서 돌아가는 거리가 많이 멀어 지게 되어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주행시간은 늘어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차량의 성

능에 따라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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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ituation(2-2)_Big weight

Considering corner
Result of Table 4 _ 1

Considering corner
Result of Table 4 _ 2

Situation 1-1 2-1 3-1 Situation 1-2 2-2 3-2

Number of 45° 8 7 3 Number of 45° 2 3 3

Number of 90° 0 0 0 Number of 90° 0 0 0

Total length (m) 21.9 25.3 13 Total length (m) 24.2 33.3 13

Driving Time (s) 66.5 63.6 34.9 Driving Time (s) 49.9 67.3 34.9

Table 4. Result of simulation for another weight

(a) Path planning

(b) Path of considering corner

(c) Path of A* algorithm

Fig. 13. Driving path

Considering corner A* algorithm

Driving time(s) 10 16

Table 5. Result of Driving

고 있다. 

5. 주행 실험  결과

주행 실험은 한백전자의 HBE-RoboCAR를 사용 하였

으며, 시뮬레이션에서 부여한 최대속도, 코너에서의 주행

속도와 동일하게 설정 하여 실험 하였다. Fig. 13은 경로를 

생성하고 코너를 고려한 경로를 주행한 영상을 캡쳐 한 그

림이다. 로봇의 위치와 헤드 앵글은 영상처리를 이용 하여 

획득 하였으며, 매트랩으로 생성한 경로 및 장애물은 영상

에 그대로 적용 시켰다. 장애물 생성시 로봇의 크기를 고려

하여 장애물(빨강) 주위의 격자(파랑) 한 칸 역시 장애물로 

인식 시켜 경로를 생성 하였다. 영상에서 로봇은 위치와 헤

드앵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임의로 크게 선정 하였으며, 
로봇 사이의 녹색 사각형(경로생성시 격자 크기)이 실 로봇

크기가 된다. 포텐셜 필드를 적용 하여 경로를 추종 하였다.
A*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경로 역시 같은 조건으로 주

행 하여 시간을 비교 하였다. 총 10회씩 시간을 측정하였으

며, 결과는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주행 결과 코너를 고려하여 생성한 경로를 주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A* 알고리즘으로 생성한 경로 보다 약 38% 
가량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뮬레이션의 단축시간 

12% 보다 실제 주행에 있어 시간 단축 효과는 더 크게 나

타났다. 

6. 결 론

코너 경로의 수를 줄이기 위해 제안한 알고리즘의 차량 

주행 경로 생성 및 주행시간 비교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제안한 방법이 A* 알고

리즘에 비해 코너가 적은 경로를 생성할 수 있었고, 주행시

간도 단축이 되었음이 확인 되었다. 그리고 생성된 경로는 

코너에 대해 부여 하는 가중치에 따라 다르게 생성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전역 경로 생성방법과 지역 경로 

생성 방법의 대표격인 A* 알고리즘과 포텐셜 필드를 조합

함으로써 생성된 경로에 대한 강인한 추종 주행이 가능하

게 하였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보듯이 적절한 가

중치를 부여 하지 않으면 A*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주행시

간이 줄어들지 않고, 주행시간이 같거나 더 늘어나므로 가

중치 선정이 중요함이 확인 되었으며, 제안한 가중치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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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절함이 확인 되었다.
실험 로봇은 최대 주행속도와 코너에서의 최대 회전 주

행 속도를 고려하여 비율을 축소한 의사 UGV로서 이동로

봇에 실험을 적용한 결과 주행 시간을 약 27% 줄 일 수 

있음이 확인 되었다. 
제안한 알고리즘에서는 코너를 만났을 때 차량의 감속 

정도만이 경로 생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향후 차량의 최대 

속도, 가속도 등도 평가 함수로 추가 하여 주행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경로를 생성 하는 연구가 수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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