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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bot education system by emulation based on Web can be efficiently used for understanding concept of robot 

assembly practice and control mechanism of robot by control programming. It is important to predict the path of the 

line tracer robot which has to be decided by the robot. Shortest Path Algorithm is a well known algorithm which 

searches the most efficient path between the start node and the end node. There are two related typical algorithms. 

Dijkstra Algorithm searches the shortest path tree from a node to the rest of the other nodes. A* Algorithm searches 

the shortest paths among all nodes. The delay time caused by turning the direction of navigation for the line tracer 

robot at the crossroads can give big differences to the travel time of the robot. So we need an efficient path determine 

algorithm which can solve this problem. Thu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overhead of changing direction of robot 

at multi-linked node to determine the next direction for efficient routings. In this paper, we reflect the real delay time 

of directional changing from the real robot. A speed based Dijkstra algorithm is proposed and compared with the 

previous ones to analyze th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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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습 화면(라인트 이서)

1. 서  론

로 은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구나 

즐길 수 있는 인터 티 (Interactive)한 IT기기 기

반 창작  교육 도구가 될수 있다. 일반 으로 

로그래 을 처음 배우는 보자들이 단순한 텍

스트처리나 숫자를 계산하면서 고  로그래머가 

되기까지의 반복학습을 진행하는데, 이는 무척 지

루하고 힘겨운 일이다. 반면, 로 의 동작을 제어

하는 로그램을 하는 것은 그 결과가 로 의 동작

으로 즉시 보이므로 로그래 을 배우는 학생들에

게 지속 인 동기부여와 성취감을 느끼게 하면서 

기술의 수 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3].

일반 으로 경로탐색 로 의 실습 교육을 하기 

해서는 실습 소 트웨어를 클라이언트-PC에 설

치한 뒤, PC와 로 을 연결하여 명령어를 로 에 

직  로그래  하는 번거로운 차가 있다. 

한 자체 제작된 경로지도와 로 이 이동하기에 충

분한 공간과 지정된 장소에서만 실습을 해야 하는 

문제 이 있다. 이와 같은 시간 ․공간  제약을 

이고 경로탐색 로 의 모든 요소들을 고려한 에

뮬 이션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3], 더 나아가 

경로탐색에 있어서 목표 까지 효율 인 최단 경

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하여 실습효과를 증

진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다. 

최단 경로 문제의 도출을 한 탐색의 실질 인 

이론  탐구는 Dijkstra의 최단경로 탐색기술로 이

미 기 가 확립되었고, 이후로 각종 알고리즘에 

한 성능비교와 장애물 회피, AGV 경로, 도로주행

안내 등의 다양한 문제에 응용되고 있다[4]. 그러

나 경로탐색에 있어서 단순한 최단경로 보다는 환

경상황을 고려한 경로선택이 더 올바를 수 있다. 

특히 로 의 최단 주행시간 비교에 있어서는 직선 

주행속도와 회 속도의 차이 에 따른 시간지체를 

고려한 지능  경로 선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출발노드에서 도착노드에 이르는 

경로 에서 가장 시간 효율 인 경로를 찾는 알

고리즘으로 속도기반-Dijkstra 알고리즘을 제안한

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실험을 해 주행 로 에

뮬 이션에서 C# 언어를 이용한 경로탐색 인터페

이스를 개발하고, 실제 경로탐색 로 의 여러 가

지 형태의 실습용 지도를 기반으로 각 지도의 교

차 을 노드로 추출하고 경로 네트워크를 구축하

여 테스트 한다.

2. 련 연구와 연구 배경

2.1 웹기반 로 제어 교육 시스템

2.1.1 웹기반 로 제어 교육 시스템 환경

실험환경으로 개발된 주행로  시스템에서는 학

습자와 교수자가 웹 기반으로 모든 학습 련 기

능에 근이 가능하다. [그림 1]은 시스템의 동작

환경  개념을 보이고 있다[3].

[그림 1] 시스템 동작 환경

2.1.2 주행로  제어기능

교육용  실험용으로 활용하는 라인트 이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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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림 2]의 와 같다. 실제 라인트 이서 로

은 직진 주행 시의 속도와 회 을 할 경우의 속

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최소시간 경로를 탐색하는 

경우는 단순한 최단거리가 아닌 속도를 기반으로 

하는 최단거리 추출이 필요하다[3].

2.2 경로 탐색 알고리즘

경로를 탐색하는 표 알고리즘으로 A*(A-Star) 

알고리즘과 Dijkstra 알고리즘이 있다. 이 알고리

즘들은 계산시간, 사용메모리 등에서 차이가 있다.

2.2.1 A
*
 Algorithm

A* 알고리즘은 주어진 출발 노드에서 도착 노드

까지 가는 최단경로를 찾아내는 그래  트리 탐색 

알고리즘  하나이다. 모든 노드들의 검색을 진

행하는 상황을 기록하며, 향후 검색 방향을 결정

하는데 사용된다[2, 5].

검색된 노드들은 개별 인 노드들의 치정보뿐 

아니라, 목표(Goal), 휴리스틱(Heuristic), 합도

(Fitness)의 3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f(x) = g(x)+h(x)     (1)

•목표(g)：시작 노드에서 재 노드 x까지 이동 

하는데 드는 최단비용

•휴리스틱(h)： 재 노드 x에서 목표 노드까지 

의 상비용

• 합도(f)：목표(g)와 휴리스틱(h)의 합산비용

으로써 체 경로의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값이 낮을수록 최단경로일 가능성이 높음

A* 알고리즘은 열린 목록(Open List)과 닫힌 목

록(Close List)을 사용한다. 열린 목록은 탐색하지 

않은 노드들을 닫힌 목록은 탐색한 노드들로 구성

되어 진다. 

알고리즘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작지 을 열린 목록에 추가

(2) 열린 목록 노드 , 1개 추출하여 8방향 주

변노드 탐색(평가함수 F = G+H 계산과 부

모노드 명시)

(3) 2단계에서 추출한 노드를 닫힌 목록에 삽입

(4) 2단계에서 탐색한 노드들을 열린 목록에 삽입

(5) 열린 목록  가장 앞 노드를 삭제 후 그 노

드를 닫힌 목록에 추가

(6) 5단계에서 삭제한 노드의 8방향 주요 노드

를 탐색

(7) 열린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노드는 열린목

록에 추가하고, 복되는 노드는 G값을 서

로 비교하여 더 작은 값을 열린 목록으로 

교체

(8) 5단계부터 반복 실행

2.2.2 Dijkstra Algorithm

Dijkstra 알고리즘은 어떤 링크도 음수 값을 갖

지 않는 방향 그래 에서 주어진 출발 노드와 도

착 노드 사이의 최단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으로

서, 매 반복마다 거리의  값이 가장 작은 노드

의 경로를 표시하는 Label-setting 기법이다[6-8]. 

알고리즘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인 행렬 상태의 각 링크의 가 치(Weight) 

표시

(2) 출발 노드를 기 값으로 하는 집합 S와 출

발 노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를 포함하는 집

합 T의 기화

(3) 출발 노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와의 거리 

기 값(dist[i], 2 <= i <= n)을 1단계 인 행

렬에서 취함

(4) 집합 T의 원소 , 출발 노드부터의 거리가 

최소인 노드v를 택하여 집합 T에서 제거하

고 집합 S에 추가

(5) 집합 T의 모든 정  w에 해 출발 노드부

터의 거리(dist[w])와 간선 E(v,w)의 길이에 

v정 의 거리(dist[v])를 합한 값 , 작은 

것을 선택하여 정  w의 거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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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단계와 5단계의 과정을 집합 T가 공집합이 

될 때까지 반복 실행

2.2.3 A*와 Dijkstra 알고리즘 비교․ 분석

A* 알고리즘은 최단경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재 노드에서 도착 노드까지의 잔여경로비용의 최

소추정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추정된 값이 최소

인 방향으로만 탐색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주로 그래 의 경로비용이 거리인 형태의 잔여 경

로비용을 추정하기 쉬운 그래 에 용하는 알고

리즘이다. 

Dijkstra 알고리즘은 그래  이론의 하나로 어떤 

링크도 음수 값을 갖지 않는 방향 그래 에서 주

어진 출발 노드와 도착 노드 사이의 최단 경로 문

제를 푸는 알고리즘으로 응용  분석이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회 속도에 따른 시간지체의 고

려유무에 따라 탐색된 경로의 성능을 비교․분석

하기 해 기 이 되는 알고리즘으로 Dijkstra 알

고리즘을 기 으로 한다.

3. 속도기반-Dijkstra 알고리즘

경로탐색 로 의 이동네트워크에서는 이동구간

의 주행시간에 비하여 교차로에서의 방향별 회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행시간이 로 주행시간에 

큰 향을 끼친다고 단하여 이를 고려한 경로탐

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로 의 회 에 따른 

지체시간을 고려한다.

기본이 되는 Dijkstra 최단 경로 탐색 알고리즘

에서 각 링크의 거리를 시간으로 환산하고 Dijkstra 

알고리즘과 다르게 각 노드의 값은 방향 환에 따

라 처리시간이 달라진다.

총 주행시간(sec) = 

   실 거리 주행시간+회  지연시간 (2)

•실 거리 주행시간 = 경로탐색 로봇 속도
전체 주행거리

(3)

•회  지연시간 =   

      ×경로탐색로봇속도 (4)

•NR(Node Rotation) = 각 정  회 유무에 따

른 지연시간

본 연구에서는 [그림 4]와 같은 라인트 이서용 

경로의 각 노드에서 만날 수 있는 방향 환에 

해 고려한다. 하나의 노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방

향은 [그림 3]과 같이 8가지로 각 방향에 해 회

지체시간이 달라진다. [그림 3]에서 되돌아가는 

경우는 없으며 90° 방향, 135° 방향, 180° 방향은 

다른 지연 값을 가진다. 90° 방향과 270° 방향은 

같은 지연 값을 가진다.

[그림 3] 8가지 다른 속도 값을 가지는 방향 환

3.1 시작․도착 노드 설정  미션 설정

[그림 4] 시작․도착 노드 설정  미션 설정

[그림 4]는 알고리즘을 실행하기 한 선행단계

로써, 시작노드와 도착노드를 설정하고 경로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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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수행해야 할 미션 3가지(LED, BUZZER, 

U-Turn)를 설정해주는 단계이다. 

시작․도착 노드 설정  미션 설정의 하나의 

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의 치에 용하여 설

명할 수 있다.

(1) 시작노드：1번, 도착 노드：76번, 

(2) 미션(LED, BUZZER, U-Turn)：37번, 33번, 

59번

3.2 Dijkstra알고리즘 실행

[그림 5]는 시작 노드와 도착 노드 사이의 각 미

션을 수행 할 때, Dijkstra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최단경로가 설정된 그림이다.

(1) 최종 최단경로：1→ 5→ 12→ 11→ 21→ 22

→ 30→ 29→ 37→ 29→ 30→ 31→ 32→ 33

→ 39→ 47→ 55→ 64→ 63→ 62→ 61→ 60 

→ 59→ 58→ 57→ 67→ 77→ 76(Red Line)

(2) 거리의 총합(pixel)：1070

(3) 시간의 총합(sec)：27.825

[그림 5] Dijkstra 알고리즘 

4. 경로탐색 시스템 환경 구축과 
실험

경로탐색을 한 에뮬 이션 시스템은 상이 

되는 경로 패턴을 노드와 링크로 구성되는 네트워

크에서 추출한다. 이를 해서 크게 3가지 주요 기

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각 교차로의 노드화  패턴 추출

(2) 각 노드들의 패턴에 맞는 링크 연결

(3) 시작․도착 노드 설정  미션 설정

상 네트워크에서는 다음의 2종류의 알고리즘

을 실행한다.

(1) Dijkstra 알고리즘 실행

(2) 속도기반-Dijkstra 알고리즘 실행

4.1 각 교차로의 노드화  패턴 추출 

[그림 6]은 인식된 400×400(pixel)크기의 경로탐

색 지도를 분석하여 각 교차로를 노드화한 뒤, 노

드 번호를 할당한 형태이다.

[그림 6] 노드화  패턴 추출

  [그림 7] 5×5(pixel)크기의 링크와 연결된 노드 
패턴추출

각 교차로를 노드화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노

드의 패턴을 추출해야 한다. 5×5(pixel)크기의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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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기 으로 패턴에 맞는 정 을 추출하여 장

하고, 추출된 순서 로 노드번호를 삽입한다. [그

림 7]은 5×5(pixel)크기의 마스크를 이용하여 노드

에 연결된 링크정보까지 포함하는 패턴을 추출한 

결과이다.

4.2 각 노드들의 패턴에 맞는 링크 연결

[그림 8]은 추출된 노드 패턴에 맞게 노드와 노

드사이의 링크를 연결한 형태이다. 노드와 노드사

이를 연결하기 해서는 각 노드에 연결된 링크 

방향성을 단할 수 있어야 한다. 각각의 노드 

에서 8방향 pixel별로 선의 연결유무를 확인한 다

음, 방향이 결정되면 그 방향으로 노드 간 최 간

격만큼 설정하여 검색하면서 특정 치(교차로 

치)와 매칭이 되면 노드 간 링크를 연결한다. 

[그림 8] 패턴에 맞는 링크 연결

4.3 속도 기반-Dijkstra 알고리즘 실행

속도 기반-Dijkstra 알고리즘은 주행 로 이 방

향을 바꿀 때 발생하는 속도 지연을 고려하여 최

단 경로를 결정한다. 

[그림 9]는 시작노드와 도착노드 사이의 각 미션

을 수행함에 있어서 회 속도를 고려한 Dijkstra 

알고리즘을 토 로 최단경로가 설정된 그림이다.

(1) 최종 최단경로：1→ 5→ 4→ 20→ 36→ 37

→ 38→ 39→ 33→ 39→ 47→ 55→ 64→ 63

→ 62→ 61→ 60→ 59→ 58→ 57→ 67→ 77 

→ 76 (Bold Line)

(2) 거리의 총합(pixel)：1070

(3) 시간의 총합(sec)：25.025

[그림 9] 속도 기반-Dijkstra 알고리즘 용 경로

4.4 비교․분석  성능평가

4.4.1 알고리즘 비교․분석

다양한 미션을 부여하여 Dijkstra 알고리즘과 속

도기반-Dijkstra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를 [그림

10]에 보인다. 그림 A, B, C는 서로 다른 경로 패

턴에서 알고리즘 수행 결과를 보이며, 모두 정상

으로 수행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A)

[그림 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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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로탐색 실험 결과 평균

A
* 
알고리즘

지도 A B C D E F G H I 평균

거리(pixel) 1118 1052 1280 1040 1176 852 964 900 894 1030.7

시간(sec) 35.665 26.11 35.0 27.3 31.08 24.01 23.17 24.15 21.805 27.59

Dijkstra 
알고리즘

지도 A B C D E F G H I 평균

거리(pixel) 1070 1052 1280 1040 1176 852 932 900 846 1016.4

시간(sec) 27.825 26.11 30.8 24.5 31.08 24.01 21.91 22.75 19.005 25.33

속도기반-
Dijkstra 
알고리즘

지도 A B C D E F G H I 평균

거리(pixel) 1070 1052 1280 1040 1176 852 932 900 846 1016.4

시간(sec) 25.025 21.21 28.0 21.7 26.18 19.11 20.51 19.25 19.005 22.22

 

[그림 10](C)

[그림 10] 다양한 미션에서의 각 알고리즘 용 

4.4.2 알고리즘 성능평가

제안한 경로설정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해서 A* 알고리즘, Dijkstra 알고리즘, 속도기반

-Dijkstra 알고리즘의 세 가지 방법으로 경로탐색

을 시행하여 이를 비교․분석한다.

비교를 해 세 가지 탐색 알고리즘에 용한 이

동시간은 산정된 거리에 한 속도의 지체를 고려

한 이동시간으로 환산한 값을 이용한다. 해당 분석

에서 활용한 이동거리는 실제 경로탐색로 의 지

도를 비례축소 제작하 으며, 통행시간 한 실제 

이동시간을 통해 도출한 링크 통행시간을 사용하

고, 회  시 용한 시간의 지체는 앞 서 제시한 

식 (1)～식 (3)을 통하여 도출된 값을 사용하 다.

<표 1>은 시작 노드에서 도착 노드까지의 서로 

다른 9개 지도의 경로를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탐색한 결과의 경로 거리와 소요 시간을 보인다. 

거리와 시간은 짧은 것이 효율 임을 나타낸다. 

거리 면에서 A* 알고리즘 평균 1030.7픽셀, Dij-

kstra 알고리즘 평균 1016.4픽셀, 속도기반-Dijkstra 

알고리즘 1016.4픽셀로 도출되었으며, A* 알고리

즘이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평균 으로 14.3픽셀 

더 길게 나타났다. 

시간 면에서는 A* 알고리즘 평균 27.59 , Dijk-

stra 알고리즘 평균 25.33 , 속도기반-Dijkstra 알

고리즘 평균 22.22 로 도출되었으며, 속도기반

-Dijkstra 알고리즘이 A* 알고리즘에 비하여 거리 면

에서 약 1.4%, 시간 면에서 약 20%의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한 속도 기반-Dijkstra 알고리즘은 기

이 된 Dijkstra 알고리즘에 비하여 약 12%의 시

간이 감소되는 효과가 도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1]은 로  회 에 따른 추가 시간을 고려

하여 회 수가 많아질수록 정비례하게 통행시간이 

증가되는 비율을 보인다.

 

[그림 11] 회 수에 따른 과되는 시간 량(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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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은 세 가지 탐색 알고리즘에서 거리에 

비례한 회 횟수를 도식화 한 것으로, 거리가 멀

어질수록 경로에서 회 수가 많아진다. 이 경우 

회 속도를 고려한 Dijkstra 알고리즘이 타 알고

리즘에 비하여 회 수가 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 탐색방법별 거리비례 평균회 수

특히 경로상에 교차로가 많은 지도일수록 속도

기반-Dijkstra 알고리즘을 이용한 경로탐색기법이 

타 기법에 비하여 경로통행시간을 단축시키는 결

과를 보인다. 

5. 결론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경로탐색 로 에서 기본 으로 필

요한 제어기술인 동작제어, 센서, 모터제어와 같은 

로 의 구동 심 알고리즘에 더하여 주행 시간을 

일 수 있는 효율 인 경로 탐색방안을 연구하

다. 기존 탐색 알고리즘에 더하여 주행 로 에 

용 가능한 효율 인 최단 경로를 탐색하는 속도 

기반-Dijkstra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다양한 경로를 가지는 실험 상 네트워크에서 

A* 알고리즘, Dijkstra 알고리즘, 속도 기반-Dijkstra 

알고리즘의 세 가지 방법으로 경로탐색을 수행하

여 성능을 비교․분석하 다. 분석 결과 속도 기반

-Dijkstra 알고리즘을 이용한 경우 평균 경로통행

시간이 가장 게 나타났다.

특히 A* 알고리즘과 비교하 을 경우, 경로의 

거리가 커질수록 회 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

며 이는 곧 소요되는 시간이 커짐으로 인해 불합

리한 경로를 탐색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제안된 알고리즘을 경로탐색 로 의 최단 

경로 탐색에 용하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해당 연구의 결과는 주행 로   자동차 경로탐

색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추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속도기반-Dij-

kstra 알고리즘을 용할 수 있는 실용 인 주행

시스템의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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