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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명/총괄책임자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 / 박태형
학생창의자율과제명 자율주행 택시를 위한 효율적인 전역 경로 생성 및 승객 매칭 서비스

참여인력 현황  소속 : 충북대학교 제어로봇공학과

연구기간 2020. 07.01 – 2020. 10. 31
연구 필요성

o 자율주행 자동차가 발전함에 따라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로 발달이 요구되고 있음

o 대표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연구도 활발히 진행됨

o 자율주행 택시에서 큰 이익을 위해 시간대비 비용이 가장 높은 승객을 골라 매칭을 시키는 방법이 

필수적임

o 시간대비 높은 승객을 매칭하기 위해 교통량, 공사구간, 신호등 등 교통 혼잡상황을 고려하여 최적 

경로를 생성해야할 필요가 있음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콜 구성도>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o 최종 연구 목표

 -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위한 전역 경로 생성 및 가장 효율적인 승객 매칭 알고리즘 개발

o 세부 연구 목표

 - 자차의 현재 위치, 교통 정보, 승차 요청 목록 등을 고려한 최적 경로 생성 방법

 - 생성된 경로에서 불필요한 차선 변경과 빠른 차선 변경을 위한 경로 최적화 방법

□ 주요내용

o 전체 시스템

- 시스템의 순서도는 그림과 같다. 
시스템의 입력으로는 교통정보, 승차 요청 목록, 차량의 
위치가 사용
- 장애물, 사고, 교통 통행량 등의 교통정보를 참고하여 
HD map 의 Link의 적절한 Cost를 부여
- Cost 가 부여된 Link를 사용하여 최적 경로를 생성
- 생성된 경로에서 차선변경을 일찍 하도록 경로 최적화
- 승객을 매칭한 후 매칭 결과와 생성된 경로를 차량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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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 주요내용
□ 주요내용

Link Cost 가중치 추가

- Link의 Cost는 교통혼잡, 차선변경, 신호등 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

[그림 1] 교통 혼잡 구간 가중치 추가

경로 계획

- 경로 생성은 그래프 구조 기반 경로 생성 알고리즘으로 널리 알려진 Dijkstra, A*등의 알고리즘

을 사용

- 신호등에 의해  [그림 2]와 같은 혼잡구간에 대한 우회경로가 생성될 수 있음

- 차선변경 가중치에 의해 [그림 3]처럼 불필요한 차선변경이 없어질 수 있음

[그림 2]신호등에 의한 회피 경로

      

[그림 3]불필요한 차선 변경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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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 주요내용
□ 주요 내용

차선변경 최적화

- 차선변경을 최대한 일찍 하도록 설계

- 장애물로 인해 차선변경을 못할 경우 [그림 4]처럼 우회 경로가 생성될 수 있음

- 차선변경 최적화는 [알고리즘 1]과 같이 생성

- [그림 5]처럼 경로 계획 단계에서 생성된 Path에 대해서 차선변경 하는 Path[i]를 검색

- Path[i]로부터 Path[0]까지 차선변경 가능지역인지 확인하여 newChangeIndex를 갱신

- 최종적으로 newChangeIndex에서 차선을 변경하도록 경로를 수정

[그림 4] 차선 변경을 못할시 우회경로

      

[알고리즘 1]

[그림 5] 차선변경 최적화 과정

승객 매칭

- 모든 승차 요청에 대해서 경로 계획 및 경로 최적화를 진행

- 만들어진 결과에 대해서 [식 1]에 따라 Profit(이득)을 계산

- 모든 승차 요청에 대해서 가장 Profit이 높은 승객을 매칭

     예상 운임료
  승차지에서 도착지 까지의예상 주행 시간
  현재위치에서 승차지 까지의 예상 주행 시간
      전체 예상 주행 시간

[식 1] Profit 계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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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적 / 구현결과
□ 구현결과

미션[1] 미션[2] 미션[3]

미션[4] 미션[5]

<미션 5개 경로 생성 결과>

□ 주요실적

o 2020 대학생 자율주행 대회 우승

- 자율주행 택시 미션을 가장 많이 한 팀이 우승

- 15개 팀 중 가장 높은 점수로 우승함

<2020 대학생 자율주행 대회 최종 점수>

활용방안 / 기대효과

o 현재 사람이 운행하는 택시에도 적용하여 택시 기사들의 이익을 증가 시킬 수 있음

o 자율주행 차를 위한 최적 경로를 생성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가 안전하게 주행 가능

o 교통 혼잡구간을 회피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을 방지 효과

o 교통 혼잡을 방지함으로 써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며, 자율주행차 의 안전성 뿐 만아니라 수동 차량

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