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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지형 상태와 로봇의 접촉영역(Footprint)을 반영한 주행성 비용지도(Traversability costmap)를 작성하고, 해
당 비용지도를 이용한 경로계획(Path planning)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경사,
거칠기, 단계 높이로 이루어진 주행성 인자(Traversability parameter)를 추출한다. 추출한 주행성 인자를 통하여 지형의
변화를 나타내는 연속적인 비용과 지형의 경계 부근의 주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봇의 접촉영역을 반영한 비용을 토대
로 주행성 비용지도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비용지도와 A* 알고리즘을 이용한 경로계획을 수행한다. 제안된 알
고리즘은 2가지 지형데이터(경사면, 장애물)에 적용하여 경로계획을 수행하였으며, 지형 상태와 로봇의 접촉영역을 고려
한 경로계획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 서론

본 장에서는 지형상태와 로봇 접촉영역을 고려한
주행성 비용지도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개발된 알고
리즘의 검증을 위한 실험 및 결과에 대해 서술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불확실한 영역을 제거하기 위하
여 비용지도영역을 설정하고, 설정된 비용지도영역
에서 주행성 인자와 로봇의 접촉영역을 고려한 비용
지도를 생성한다. 구체적인 알고리즘의 세부내용은
다음 절과 같다.

이동로봇이 실내외 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려면, 외부환경인지와 그에 맞는 경로계획이 필
수적이다. 이에 외부환경인지를 위한 주행성 인자가
고안되었다[1][2]. 이 연구들에서 언급한 주행성 인
자란 DEM(Digital Elevation Map)[3]에서 추출된
세 가지 인자로, 경사(Slope), 거칠기(Roughness),
단계 높이(Step height)로 제안되었다. 해당 연구들
은 각 주행성 인자의 한계치(Threshold)를 지정하
여, 지형을 로봇이 이동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
역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을
이용한 경로생성은 로봇의 주행 특성과 지형의 특징
이 고려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행성 인자를 활용한 지형의
상태를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비용과, 지형이 급변하
는 경계지점 근처에서 로봇의 접촉영역(로봇 형상에
외접한 영역) 크기를 반영한 추가비용을 설정하는
비용 작성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비용을 사용한 A*
방법은 두 가지 지형에 적용 되었고, 지형이 급변하
는 영역을 지나지 않고 지형의 변화가 적은 지역으
로 경로가 생성되는 것이 실험결과를 통해 확인되었
다.

2.1 비용지도영역 설정
[그림 1-(a)]와 같이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
하여 만들어진 DEM은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
는 희소(Sparse)영역을 가지고 있다. 불확실한 정보
를 가진 희소영역을 제거하기 위해, 형태학 필터
(Morphology filter)[4]의 열림(Opening) 연산을 수
행하였다 ([그림 1-(b)]).
⒜

⒝

[그림 1] 비용지도영역 설정: (a)제거 전, (b)제거 후
2.2 비용지도작성 및 경로계획 반영
비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로계획에 영향을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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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지형상태 및 접촉영역을 반영하는 2가지 비용
을 정의하였다.
첫 번째 비용은 지형의 상태를 나타내며, 연속적
인 지형에서 로봇의 이동이 용이한 지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생성하였다. 해당 비용은 주행성 인자를 기
반으로 식 (1)과 같이 정의한다.
          
     (1)

   ,    ,    는 각각  위치에 해당하는
정규화 된 경사, 거칠기, 단계 높이를 의미한다[2].
두 번째 비용은 지형의 상태가 급변하는 것을 나
타낸다. 급변하는 위치에서의 비용은 (1)의 비용으로
설정하고, 근처에서는 접촉영역의 크기를 반영하여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비용이 감소하도록 설정하였
다.
지형이 급변하는 부분을 검출하기 위해 케니 엣지
검출기(Canny edge detector)[4]를 사용하였으며, 주
행성 인자와 로봇 접촉영역을 반영하여 식 (2)으로
정의하였다.
if  ≤ 
 
      × 
(2)


 는 케니 엣지의 결과 집합 중  번째의 격자(Grid)
위치이고,  는 로봇 접촉영역에 외접하는 원의 반
지름의 크기를 의미한다. 이 때  는  번째 엣지 위
치와 현재 비용을 계산하고 있는 위치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의미한다. 식 (2)에서 구해진   (  번째 엣
지 격자로 생성된 지형 급변 지역의 비용)를 이용하
여 식 (3)에서와 같이   을 구한다. 이 때  은
엣지 포인트의 총 개수이다.
        (3)
위에서 언급한 2가지 비용을 합하여
(           ), 비용지도를 완성한
다. 작성된 비용지도와 A* 알고리즘의 거리 비용의
합을 A* 알고리즘의 휴리스틱 비용으로써 적용하여,
경로를 생성한다.
2.3 실험 및 결과
제안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레이저 센서
(Hokuyo UTM 30-LX)를 사용하여 얻은 지형들의
(경사면, 장애물)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사용하
였다. DEM 작성을 위한 격자의 크기는 5cm 정육면
체이며, 주행성 인자는 각각  (경사),  (거칠
기),  (단계 높이)로 정규화 하였다. 해당 설정
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2]와



















같으며, 지형의 급격한 변화구간이나 경계부분을 피
한 경로가 생성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 제안된 알고리즘의 결과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주행성인자를 통하여 지형의 상태
를 연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로봇의 접촉영역을
활용하여 지형이 급변하는 경계지점을 반영할 수 있
는 비용지도 제작방법을 제안하였다. 해당 비용지도
를 활용하여 경로계획을 수행한 결과를 통해, 지형
의 변화가 적고 경계부분을 피한 경로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인간형 로봇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발 배
치 계획(Foot planning)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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