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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도로 네트워크 환경에서 날로 증가하는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고 각종 교통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첨

단교통정보 시스템(ATIS, Advanced Traveler Information System)은 개별 차량의 주행을 최적화시

키는 시스템으로서 운전자에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빠르고 쾌적한 주행경로를 제공하는 차량 경

로계획 수립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도로 구간의 비용으로 정적인 값을 이용하므로 

동적으로 변화하는 구간 비용을 가지고 도로 네트워크에서 최단 경로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따라

서, 이 논문에서는 교통 혼잡을 고려한 최단 경로 탐색 연산자를 제안한다. 제안된 연산자는 현재 

시간 비용과 과거의 시간 비용 변화 량을 더하여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경로를 탐색하는데 이용한

다. 이러한 방법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도로의 상황을 반영하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최단 

경로뿐만 아니라 예상 도착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제안된 연산자는 효율적인 도로 이용, 물

류비용 감소, 응급 상황 대체, 연료 절약 및 환경 오염 감소 등의 장점을 가지며 첨단교통정보시스

템에서 응용 될 수 있다. 
 

1. 서론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출발지부터 특정 목적지까지 어떠한 경로로 이동하는 

것이 최적 또는 최상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항

상 직면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최적 또는 최

상의 결정이 교통 혼잡 비용 등을 모두 통합한 전체 

비용을 감안해서 최상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한된 범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임의로 운행

경로를 결정하기 마련이다. 최근 길안내 모바일 서비

스, 자동차 네비게이션 시스템, 웹서비스 등이 등장 

 

이 연구는 University IT Research Center 프로젝트의 지
원으로 연구되었음 

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 제한된 범위에서의 정보만 제

공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체계

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

통체계에 전자, 정보, 통신 그리고 제어 등의 지능형 

기술을 접목시킨 차세대 교통체계가 필요하다.  

 첨단 교통 정보 시스템은 개별 차량의 주행을 최

적화 시키는 시스템으로서 운전자에게 출발지에서 목

적지까지 빠르고 쾌적한 주행경로를 제공하는 차량 

경로계획 수립을 제공한다. 그리고, 도로 네트워크에

서 교통혼잡, 신호대기, 교통사고, 공사현장 등 교통

의 흐름을 방해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최단 

경로를 찾고 목적지까지 소요 시간을 구하는데 단지 

도로 네트워크의 거리 등의 정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최단 경로를 탐색해 주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

다. 또한 목적지까지 소요 시간을 어떤 방법으로 추

정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한 미지수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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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논문에서 도로 네트워크에서 정적인 정

보뿐만 아니라 동적인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 최단 경

로와 목적지까지 소요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연산자

를 제안한다. 제안된 연산자는 각 구간의 현재 운행

시간 비용과 과거 운행 시간 비용의 변화 량을 더하

여 실제 구간을 통과하는 운행 시간 비용을 계산한다. 

이로 인해, 효율적인 도로 이용, 물류비용 감소, 

빠른 응급 상황 대체, 운행시간 감소 및 연료 절약으

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 장에

서는 최단 경로 연산자에 관한 관련 연구를 간략히 

설명하고, 3 장에서는 도로 네트워크에서 구간의 시간 

비용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4 장

에서는 교통 혼잡을 고려한 최단 경로 탐색 연산자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결론을 맺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1]에서 Güting 은 도로 네트워크에서 위치, 최단

경로 계산, 그리고 시간을 고려한 최단 경로를 연산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연산자들을 제안하였다. 

Shortest_path 는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

를 반환 한다. Trip 은 시간을 고려한 최단 경로를 생

성하는 연산자이다. Trip 은 출발 시간에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점 객체를 서술적 묘사로 반환

한다. 이러한 계산은 시간마다 적정한 속도로 도로의 

각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으로 미리 가정하였다. 따라

서 Shortest path 연산자는 네트워크 거리 비용으로 

최단 경로를 연산하는 연산자이고 trip 은 시간을 고

려하지만 시간이라는 비용이 명확하지 않고 단순히 

서술적인 묘사로 연산자 값을 대신하는 정도이다. 이

것은 도로 네트워크에서 동적으로 변화하는 네트워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할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것이

고 실제 노드들이 많은 네트워크나 연결이 복잡한 네

트워크에서 단순히 서술적인 묘사로 결과를 반환하는 

것은 GUI 로 결과를 보여주는 것보다 효율성이 낮다. 

이와 같은 연산자와 관련 있는 알고리즘은 [2]에서 

설명하였다.  

[2]에서는 시간을 고려한 최단 경로를 예측하는 시

스템을 구현했다. [2]에서 말하는 시간은 최고 속도

와 교통량을 고려한 시간이다. 도로에서 수집한 속도

와 교통량을 가지고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 아닌 시스

템을 통해 최단 경로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시스템

은 시간과 거리간의 Trade-off 가 발생하고 시간 이

득을 얻는 그룹과 손실을 입는 그룹이 존재하여 형평

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 즉, 시스템이 제안한 경

로를 따라 차량이 운행될 때, 제안된 경로에 먼저 진

입한 차량들은 운행 시간에 이득을 얻지만 나중에 진

입한 차량들은 다소 처음 제안된 시점보다 제안된 경

로가 혼잡한 경로로 변화되므로 운행 시간의 이득이 

거의 없다. 

 

 
 

3. 도로 구간의 시간 비용 생성 방법 

도로 네트워크에서 구간의 비용은 통행 시간이다. 

전제 조건으로 차량은 GPS 로부터 시간, 좌표와 속도 

값을 받아 중앙에 있는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는 받은 

데이터를 시간으로 계산하여 저장한다. 이렇게 모인 

정보는 차량의 최단 경로 서비스에 사용된다. 기존의 

연구처럼 구간의 시간 비용을 가지고 단순히 최단 경

로 탐색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

라 구간의 통행 시간이 변화는 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표 1>과 (그림 1)을 가지고 도로 네

트워크에서 구간의 시간 비용 생성에 관하여 설명한

다. 

 
 

(그림 1) 8 개의 노드들을 가진 그래프 

 

예를 들어, 노드 1 에서 노드 3 까지 이동한다고 가

정하자. (그림 1)은 노드 1 에서 출발해서 노드 2 로 

가는데 시간 비용이 3 분 50 초가 소요되고 노드 2 에

서 노드 3 으로 이동하는데 2 분 10 초가 소요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노드 1 에서 출발에서 노드 2 를 

거쳐 노드 3 에 도착하는데 6 분이 소요된다. 하지만 

노드 1 에서 출발해서 노드 2 에 도착하는 3 분 50 초 

동안 섹션 f 의 시간 비용이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각 구간의 시간 비용만으로는 도로의 속

성이 동적으로 변화하는 도로 네트워크에서 최단 시

간 경로를 탐색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현재 위치한 노드의 현재 통행 시간 

비용과 이전 구간의 통행 시간 동안 현재 구간의 변

화 량을 더하여 구간의 예상 통행 시간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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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간 f 의 시간 비용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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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은 1 분 간격으로 모든 구간의 현재 시간 

비용(t)만을 저장한다. 현재 시간 비용(t)은 구간의 

거리(d)와 그 구간 객체들의 평균 속도(v)로 구할 수 

있다. 차량이 구간 f 에 진입하기 전의 시간 비용(bc)
은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3:09 이다. 구간 f 에 

진입한 이후의 구간의 시간 비용(ac)은 3:43 이다. 식 

(2)에 의해 과거 f 구간의 통행 시간 변화 량은 0:34

이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이 값을 적용하여 구간 f

의 현재 시간 비용(t)인 2:10 에 과거 f 구간의 통행 

시간 변화 량(dif)인 0:34 를 더한다. 이와 같은 방법

으로 구간 f 의 예상 통행 시간 비용(T)은 2:46 가 된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래프에서 출발지와 목적지

의 예상 통행 시간 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표 1> 각 구간의 통행 시간 저장 자료 

 

 
 

식 (1)은 도로 네트워크의 구간의 거리(d)를 객체

들의 평균 속도(v)로 나누어 현재 통행 시간 비용(t)
을 구한다. 식 (1)에 의해서 <표 1>과 같은 테이블을 

만든다. 또한 이 테이블을 바탕으로 식 (2)에서 과거 

통행 시간 변화 량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식 (1)

의 결과(t)는 구간의 현재 시간 비용이고 식 (2)의 

결과(dif)는 과거 정보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 량을 

반환한다. 식 (1)과 식 (2)의 결과를 합하여 식 (3)

과 같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각 구간의 예상 통행 

시간 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t = d/v                  (1) 

 
dif = ac – bc         (2) 

 
T = t + dif         (3) 

 
Where 

t =current  trip time cost 
d= distance of the section 
v= average velocity of the vehicle 
dif=difference between after costs and before costs 

among the past information 
bc=consumed time cost from node u to node v 
ac=current time cost of node v from past informa-tion  
T = total time cost of the section 

따라서, 노드 1 에서 노드 2 까지는 3 분 50 초가 소

요되었고 노드 2 에서 노드 3 까지는 2 분 10 초가 소

요되는데 교통혼잡, 날씨 등의 문제로 노드 1 에서 노

드 2 를 통과하는 동안 34 초가 증가하는 변화를 예상 

할 수 있으므로 구간 f 의 예상 통행 시간은 2 분 44

초로 추정한다. 이 두 값을 합하면 노드 1 에서 노드 

3 까지의 예상 통행 시간(T)은 6 분 34 초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이 값은 교통 혼잡, 날씨 등의 요인에 의해 

노드 1 에서 노드 2 를 통과하는 동안에 34 초만큼 통

행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의미한다. 
 

4. 통행 시간을 고려한 최단 경로 탐색 연산자 설계 

 
4.1 최단 통행 시간을 고려한 경로 탐색 

 
(그림 3) 최단 경로 탐색 트리 

 

(그림 3)과 (그림 1)의 그래프에서 Dijkstra 알고

리즘과 도로 구간의 시간 비용 생성 방법을 이용하여 

노드 1 에서 노드 8 까지 경로를 탐색한다. 그리고, 

현재 차량은 노드 1 에 위치한다. 목적지 노드 8 까

지 최단 시간 경로로 이동하려면 차량이 지나는 구간

의 거리와 속도로 그 구간을 통과하는 소요 시간을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최단 경로 탐색 알고리즘

은 Dijkstra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림 1)에 있는 

a 부터 j 까지의 값은 현재 통행 소요 시간이다. 노드 

1 에서 다음 노드를 탐색하면 노드 2 와 노드 6 가 탐

색된다. 이때, 두 경로 중 더 작은 비용의 값을 선택

하므로 6 번 노드를 선택한다. 노드 1 에서 노드 6 까

지의 예상 통행 시간(T)은 3:20 이다. 노드 6 에서 다

음 노드를 탐색하면 노드 7 만이 탐색된다. 노드 7 까

지의 예상 통행 시간은 10:33 이다. 3 장에서의 도로 

구간의 시간 비용 생성 방법을 통해 다른 경로의 값

도 추정 할 수 있고 Dijkstra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경로를 탐색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은 Dijk-

stra 알고리즘과 도로 구간의 비용 생성 방법을 적용

하여 노드 탐색 과정을 보여준다. 이것은 구간의 시

간 비용을 계산하고 노드를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하

여 경로를 탐색하는 것을 트리로 표현했다. (그림 3)

을 보면 노드 1 에서 목적지 노드 8 까지 가는 경로는 

7 가지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예상 소요 시간

(T)가 가장 작은 12 분 43 초가 소요되는 경로가 최소 

운행 시간을 가지는 경로가 된다. 계산된 최적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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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순서는 노드 1 → 노드 6 → 노드 7 → 노드 8 이다. 
 

4.2 최단 시간 경로 탐색 연산자 알고리즘 

Procedure init(Graph g, Node s)  
  begin  
    for each vertex v in vertices(g) do  
      begin  
        g.t[v]=infinity; /*모든 노드의 시간비용 초기화*/ 
        g.S[v]=unreached; /*모든 노드의 상태 초기화*/ 
        g.pi[v]=nil; /* 부모 노드 초기화*/ 
      end  
    g.t[s]=0; /*노드 s 의 시간비용 초기화*/ 
    g.S(s)= permanently labeled; /*s 의 시간비용 고정*/ 

end  
 

(그림 4) 그래프 초기화 함수 

 

(그림 4)는 그래프에서 노드들을 초기화하는 함수

이다. 그래프 g 에 있는 모든 노드들을 무한대로 표시

하고 노드 상태는 노드들을 한 번도 지난 적이 없으

므로 unreached 이며, 부모 노드는 없다. 이 함수는 

최단 경로 탐색 함수에서 사용된다. 
 

Procedure search(Node u, Node v, double w[][])  
begin 
  if t[v] > t[u]+w[u,v] then /*기존의 시간비용이 크면*/ 

       begin  
         t[v]=t[u]+w[u,v]; /* 작은 시간비용을 대신 저장*/
     t[v]=t[v]+dif[v]; /*현재비용에 변화된 시간비용 합*/  

     S[v]=temporarily labeled; /*임시 저장*/ 
         pi[v]=u; /* 부모 노드 표시*/ 
       end  
     S[u]=permanently labeled; /*이전 노드는 시간비용 

고정*/ 

  end  
 

(그림 5) 노드 탐색 함수 

 

(그림 5)에서 노드들 간의 비용을 계산하는 함수를 
보인다. 다음 노드인 v 로 이동할 때 기존의 시간 비
용이 새로운 경로로 이동한 시간 비용보다 크면 기존

의 비용 대신 새로운 비용을 저장한다. 또한, 3 장에서 
제안한 방법처럼 저장된 비용에 과거 시간 변화 량만

큼 더한다. 노드 상태는 탐색된 노드들에 한해서

temporarily labeled 되고 부모 노드는 현재 노드인 u 가 
된다. 부모 노드인 u 의 상태는 최단 경로를 구성하는 
노드들을 permanently labeled 한다.  dif[v]는 3 장에서의 
도로 구간 비용 생성 방법에 의해 계산된 시간 비용 
변화 량이다. 

(그림 6)은 구간의 시간 비용 생성 방법과 Dijkstr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간의 통행 시간 예상하여 목
적지까지 최단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

는 연산자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은 (그림 4)와 
(그림 5)를 이용하여 초기화하고 노드를 탐색한다. 

  
 

Procedure shortest_path(Graph g, Node s)  
  begin  
    init(Graph g, Node s) /* 초기화 */ 
    P={0}; /* P 초기화 */ 
    Q=Vertices(g); /*Q 초기화*/  
    while not empty(Q) do 
      begin  
        u=StartNode(Q); /*출발지을 u 로 지정*/  
        AddNode(P,u); /*P 에 출발지 삽입*/  
        for each vertex v in Adjacent(u) do /*다음 노드들 
탐색*/ 
        begin  
          search(Node u, Node v, double w[][]) /*다음 노드 
비용 계산 후 선택*/ 
        end  
      end  
  end  

 
(그림 6) 최단 경로 탐색 함수 

  
그래프 g 의 모든 노드들은 Q 에 저장된다. 저장된 

노드들 중 시간 비용이 가장 낮은 노드를 선택하여 P
에 추가하고 노드 u 와 이웃한 노드들을 탐색하고 시
간 비용을 계산한다. 이와 같은 연산을 Q 에 저장된 
노드가 없을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도로 네트워크 환경에서 운행 시간

을 고려한 최단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현재 구간의 

시간 비용과 과거 정보로부터 같은 구간의 시간 변화 

량을 더하여 구간의 시간 비용을 추정하였다. 그 값

을 바탕으로 Dijkstra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통행 시

간을 고려한 최단 경로와 구간의 소요 시간과 도착 

예상 시간까지 추정하는 연산자를 제안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한 연산자 구현 및 확장, 그리고 차량 

관리 시스템[5]에서의 최단 경로 탐색 연산자를 적용

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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