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빌딩 환경에서 부하 균등을 고려한 피경로 산출  159

  

Planning Evacuation Routes with Load Balancing in 

Indoor Building Environments

Minsoo Jang†⋅Kyungshik Lim††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novel algorithm for searching evacuation paths in indoor disaster environments. The proposed method 

significantly improves the time complexity to find the paths to the evacuation exit by introducing a light-weight Disaster Evacuation 

Graph (DEG) for a building in terms of the size of the graph. With the DEG, the method also considers load balancing and bottleneck 

capacity of the paths to the evacuation exit simultaneously. The behavior of the algorithm consists of two phases: horizontal tiering 

(HT) and vertical tiering (VT). The HT phase finds a possible optimal path from anywhere of a specific floor to the evacuation stairs 

of the floor. Thus, after finishing the HT phases of all floors in parallel the VT phase begins to integrate all results from the previous 

HT phases to determine a evacuation path from anywhere of a floor to the safety zone of the building that could be the entrance or 

the roof of the building.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ath produced by the algorithm. And, in order to define the range of graph to 

process, tiering scheme is used. In order to test the performance of the method, computing times and evacuation times are compared to 

the existing path searching algorithms. The result shows the proposed method is better than the existing algorithms in terms of the 

computing time and evacuation time. It is useful in a large-scale building to find the evacuation routes for evacuees quic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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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복층 건물에서 실내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 피경로들을 산출하기 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안

은 Disaster Evacuation Graph(DEG)를 도입하여, 탐색시간을 크게 단축시킨다. 한, 피 경로 상의 인원수용능력과 그에 따른 인원 분산

을 동시에 고려한다. 경로를 탐색하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 이 때 각 단계는 Horitzontal Tiering(HT)과 Vertical Tiering(VT) 

단계라 한다. HT 단계에서는 특정 층 임의의 공간으로부터 계단으로 향하는 가능한 최 의 경로를 산출한다. 그리고 모든 층에 해 HT 

단계를 수행한 이후, 각 층의 모든 공간으로부터 건물 입구나 옥상과 같은 안 지 로 향하는 경로를 결정하기 해, VT 단계에서 HT 단

계의 결과들을 통합한다. 이러한 단계별 과정에서 각각, 층 내 모든 공간으로부터 계단으로 향하는 경로와 각 계단으로부터 안 지 로 향

하는 경로가 산출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로를 탐색하기 한 그래 의 범 를 결정하기 해 티어링(tiering) 기법이 이용된다. 제

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빠른 탐색과 인원 분산을 해 기존에 연구되었던 경로탐색 알고리즘들과, 경로탐색에 소요된 시

간  사용자 피시간을 비교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기존에 비해 더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피할 수 있는 경로를 산출한다. 특히 경로

탐색을 한 시간복잡도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높은 층으로 구성된 큰 규모의 건물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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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한정된 토지를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해 복층으로 

구성된 큰 규모의 시설이 차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를 해 실내 경로 안내 서비스가 보 되었

다. 이러한 서비스는 단일 사용자의 시설 이용을 한 서비

스로서, 경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용자의 경로에 

상 없이, 거리를 기 으로 최단경로를 산출하여 제공한다.

http://dx.doi.org/10.3745/KTCCS.2016.5.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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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은 경로 산출 방식은 재난상황에 사용하기

에 합하지 않다. 다른 사용자의 경로와 목 지를 고려하

지 않기 때문에, 계단이나 외부와 연결된 출입구와 같은 특

정 공간에 사람들이 과도하게 집 될 수 있다[1-10]. 이 같

은 상은 피자의 이동을 더디게 만들어 피시간을 증가

시키거나, 이미 인원수용능력이 한계에 달한 목 지로 향하

게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난상황에서 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목 지별 피인원을 배분하고 경로를 산출하는 기술들

이 연구되었다[11-14]. 해당 기술들은 미리 공간별 경로를 

입력해놓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거나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최  경로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실

시간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정형화된 환경에서의 최  

경로를 미리 산출해두었다가 제공하거나, 규모가 큰 건물에

서는 경로를 탐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 이 있

다. 재난상황에서는 사용자들에게 경로를 빠르게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내 모든 공간에 한 피경로를 빠르게 

탐색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해당 알고리즘은 인구 도

에 따른 이동속도 변화와 공간별 인원을 고려하여, 계단과 

안 지 로 향하는 인원을 하게 분산시킨다. 그리고 그

래 의 한정된 범  내에서만 경로탐색 알고리즘이 동작하

도록 구성함으로써 경로탐색 시간을 단축한다. 한 공간을 간

선으로 표 하고 복도와 교차로를 심으로 그래 를 구성하

여, 기존보다 작은 규모로 구성되는 재난 피그래 (Disaster 

Evacuation Graph, DEG)를 이용한다[15].

2장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기술들에 해 살펴보고, 3

장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해 상세히 설명한다. 그리

고 4장에서는 기존 방식과의 성능을 비교한 후, 5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실내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내 사용자들에게 최 의 

경로가 빠르게 제공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빠른 피를 

해 공간별 목 지와 최  경로를 결정하는 기술과, 경로

를 빠르게 탐색하기 한 기술에 해 살펴본다.

2.1 최 경로 산출을 한 인원분산 기술

실내 피경로는 인구 도에 따른 사용자들의 이동속도 

변화나 안 지 의 인원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산출되어야 한

다. 안 지 로 향하는 인원이 인원수용능력을 넘지 않게 

구성해야하며, 특정 안 지 로 향하는 경로에 무 많은 

인원이 집 되어 이동속도가 감소하는 상황을 지양해야 한

다. 한정된 공간에 수용능력을 과한 인원이 향하거나, 이

동 경로에 무 많은 인원이 집 되는 상황은 사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피시간을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안 지 별 인원수용능력 비율에 따라 피인

원을 배분하고, 재실자의 이동 속도와 안 지  사이의 거

리를 기 으로 경로를 결정하는 연구가 제안되었다[12]. 해

당 연구는 산술  계산을 통해 목 지별 정 인원을 할당

한 다음,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최단경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안 지 별 피인원을 균등하게 구성하면서도, 안

지 에 인원수용능력보다 많은 인원이 향하지 않도록 경로

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장된 경

로를 이용하는 방법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실내 환경에 

응 으로 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비슷한 결과를 도출

하는 연구들이 제안되었다[13-14]. 유 자 알고리즘은 진화

법칙인 자생존과 자연도태의 원리를 토 로 확률  탐색

을 통해 근사 최 해를 도출해내는 기법이다. 하지만 최  

해를 도출하기 해 개체표   합도함수 정의나 선택, 

교배, 돌연변이, 설계상수 등을 이용해야하는데, 이를 설계하

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단 이 있다. 한 최  해를 도출할 

때까지 확률  탐색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데, 이는 규

모가 큰 건물에서는 경로 산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 을 갖는다.

Fig. 1. Comparison of graph gener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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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탐색 시간을 고려한 경로탐색 기술

재난상황에서는 모든 공간으로부터 안 지 로 향하는 경

로들이 빠르게 산출되어야 한다. 이를 해, 실내 환경을 작

은 규모의 그래 로 구성하고, 그 에서 A*, Dijkstra, 

Prim과 같은 기존의 유명 알고리즘을 응용하여 경로들을 탐

색하는 방안들이 연구되었다[1-6, 14-20]. 여기서 경로탐색 

알고리즘의 성능은 정 이나 간선의 수와 같은, 그래 의 

규모를 나타내는 요소들을 이용하여 시간복잡도로 표 한

다. 때문에 작은 규모로 그래 를 구성하는 것은 경로를 탐

색하는 속도에 많은 향을 미친다.

그래 는 공간을 정 으로 표 하는 종래의 설계 방식과 

공간을 간선으로 표 하는 DEG 설계 방식으로 나  수 있다.

공간을 정 으로 표시하는 기존의 방식은 방이나 홀, 그

리고 이를 연결하는 복도 지 을 정 으로 구성한다[1-6, 

14, 16]. 이는 Fig. 1의 와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 은 

재실자가 치할 수 있는 실내 공간들을 모두 정 으로 표

하므로 사용자의 치를 정 하게 표 할 수 있다. 하지

만 하나의 복도에 다수의 방이 연결된 실내 구조에서는 경

로를 산출할 때 해당 복도나 방들의 목 지가 체로 동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동일한 경로가 복해서 탐색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이와 같은 단 을 보완하기 해,   형태의 critical 

sub-graph를 구성하는 방안이 연구되었다[6]. 는 에서 

방이나 홀과 같은 공간을 배제하고, 모든 복도의 정 들을 

교차로의 정 과 간선으로 연결한 구조이다. 이러한 그래  

구조는 에 비해 은 수의 정 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

서는 을 이용하여 를 생성하고, 의 시작   도착

과 인 한 의 정 들을 찾아, 두 정  사이의 경로를 

수정된 Dijkstr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탐색한다. 이 알고리

즘을 critical sub-graph(CSG) 알고리즘이라 한다. 이 방법

은 더 은 정 으로 구성된 그래 를 이용하여 경로를 탐

색하므로, 경로탐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방들과 

연결된 복도의 각 지 을 일일이 정 으로 표 하므로, 

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경로가 복해서 탐색될 수 있다.

  형태의 DEG는 보다 더 간소화 된 규모로 구성된

다. 복도와 교차로 주의 그래  구성은 비슷하지만, 방들

과 연결된 복도의 각 지 을 일일이 표 하지 않고, 하나의 

논리 인 공간으로 묶어 표 한다. 따라서 한 복도에 연결

된 공간들을 하나의 논리  공간으로 묶어 표 함으로써 동

일 목 지에 한 경로들을 일 으로 산출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갖는다. 때문에 그래 의 규모가 어들어, 경로 산

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는 공간을 정 이 아닌 간선으로 표 한다[15]. 

가  그래 (weighted graph)는 실내 공간의 특징을 간선의 

속성으로 반 해야한다. 공간을 정 으로 표 하는 나 

의 경우, 공간의 특징이 변하면 해당 정 과 연결된 다수

의 간선의 가 치를 변경해야한다. 하지만 는 단일 간선

의 가 치만 수정하면 된다는 장 이 있다. 이 구조는 실내 

규모가 크고 공간의 특징이 실시간으로 자주 변화하는 상황

에 용하기 합하다.

그리고 가 치를 갖는 무방향성 그래 (weighted undirected 

graph)에서 경로를 빠르게 탐색하는 최소신장트리 기반의 

minimum spanning tree-shortest path(MST-SP) 알고리즘

이 연구되었다[19]. 이 알고리즘은 그래 에서 한 정 에 연

결된 간선을 최  2개까지만 남기고 다른 간선들은 제거하

여 그래 를 간소화(pruning)한 후, 수정된 Pri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단 경로를 탐색한다. 이 알고리즘은 그래  간

소화를 통해, Dijkstra 알고리즘에 비해 약 40% 수 의 비

교횟수로 경로를 탐색한다. 하지만 CSG 알고리즘과 마찬가

지로, 인 한 공간들에 해 동일한 경로를 복해서 탐색

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형태의 DEG를 이용하는 경로 탐색 방

식에 해 소개한다. 그리고 경로를 빠르게 탐색하는 CSG 

 MST-SP 알고리즘과 경로탐색 시간을 비교하고, 안 지

별 인원수용능력에 따라 인원을 배분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경로를 제공하는 연구와 피시간  인원배분 비율

을 비교하여 성능을 분석한다[6, 12, 20].

3. 티어링 기반의 경로 산출 기법

3.1 체 시스템 구조

Fig. 2. System configuration

Fig. 2는 피경로가 제공되는 시스템의 환경 구성을 나

타낸다. 사용자 단말(Terminal Equipment, TE)은 실내에 설

치된 비컨을 기반으로 치를 측정한 후 이를 서버에 송

하고, 서버는 수집한 TE들의 실시간 치 정보와 건물 구조

를 기반으로 피경로를 산출하여 한 경로 정보를 제공

한다. 제안하는 경로산출 알고리즘은 서버에서 동작한다. 그

리고 본 논문에서는 TE의 실내 치 측정을 한 다양한 

방법 , 고정형 비컨의 고유 ID를 수신하여 실내 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가정하여 표 한다. 이는 최근 병원, 지하

철역, 박물 과 같은 복잡한 구조를 갖는 실내 환경에서 경

로 안내를 해 이용되고 있는 기술이다[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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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xample of graph configuration

Fig. 3. The operation of the system

Fig. 3은 실내 환경에서 이동하는 TE에게 피경로가 제

공되는 과정의 흐름을 나타낸다. 먼  서버는 실내 경로 정

보를 이용하여 그래 를 구성한다. 그리고 TE들은 실내에 

배치된 비컨들과의 통신을 통해 해당 비컨의 고유 ID를 수

신하고, 이를 서버에 송한다. 서버는 TE들로부터 수신한 

비컨의 ID를 분석하여 실내 치를 악하고 리하며, 이

를 그래 의 간선 속성에 반 한다. 그리고 실내 모든 공간

에 해 출구로 향하는 경로들을 산출한 후 각 TE에게 

피경로를 송한다.

3.2 경로 산출 알고리즘 동작 구조

attribute

1 number of people in space

2 travel time between edges

Table 1. Attributes on edge in Graph

Table 1은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그래 의 간선 

속성을 나타낸다. 각 공간에 치한 인원(속성 1)과, TE들이 

이  공간으로부터 이동하는데 소요된 시간(속성 2)을 간선

의 속성으로 반 한다. 속성 1은 특정 공간으로 무 많은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인원을 배분하여 경로를 구성하기 

해 활용된다. 속성 2는 이동속도가 빠른 공간을 주로 경

로를 구성하기 해 활용된다. TE의 이동 속도는 인구 도

와 같은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더 짧은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목 지를 산출한다.

각 속성들은 서버가 실내 TE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지

속 으로 리할 수 있지만, 이  속성 2는 재난상황 발생 

이후 기 경로를 탐색하는 과정에 이용하기에 하지 않

다. 이는 재난상황 발생 후, TE의 평균 이동 속도에 차이

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버는 재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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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한 직후에는 속성 1을, 이후부터는 속성 1과 2를 함

께 이용하여 경로를 산출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특정 목 지로 무 많은 인원이 몰

리지 않도록 하기 해, 각 목 지의 인원수용능력을 고려

하여 인원을 하게 분배한다. 이 과정에서 각 공간들을 

논리 으로 구분하는 티어링 기법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제안된 알고리즘을 Multi-Tier based 

Route Planner(MTRP)라 명명한다. 

MTRP는 계단이나 안 지 를 기 으로 하여 거리(hop)

에 따라 티어 인덱스를 설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거리에 따

라 구별된 개 구역의 티어 인덱스를 , , ..., , 

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여기서 티어 인덱스   구역은 

계단이나 안 지 를 기 으로 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공간들을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각 계단이나 안 지 는 

제한된 티어 인덱스를 가지는데, 이를 max라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계단이나 안 지 를 심으로 
max   내 모든 

간선으로 구성된 역이 형성된다. 그리고 해당 역의 간

선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

은 과정을 통틀어 티어링이라 한다. 티어링에 한 시는 

다음 항에서 수식과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MTRP의 동작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특정 층에서 모든 공간으로부터 계단으로 향하

는 경로를 산출한다. 이를 해 계단을 심으로 티어링을 

수행하여, 해당 층의 공간들을 그룹 단 로 리한다. 이와 

같이 수평  구조에서 계단을 심으로 이루어지는 티어링

을 Horizontal Tiering(HT)라 하며, 이 단계를 HT단계라 한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계단으로부터 다른 층에 있는 

안 지 로 향하는 경로를 산출한다. 이를 해 안 지 를 

심으로 티어링을 수행하여, 각 계단들을 그룹 단 로 

리한다. 이와 같이 수직  구조에서 안 지 를 심으로 

이루어지는 티어링을 Vertical Tiering(VT)라 하며, 이 단계

를 VT단계라 한다.

Fig. 4는 MTRP를 수행과정에서 사용되는 그래 를 구성

하는 시를 나타낸다. 1층에 2개의 안 지 가 존재하고, 

각 층에 2개의 계단이 존재하는 6층 건물 구조를 로 하

다. (a)는 해당 건물의 체 역을 그래 로 나타낸 것이

며, 라 한다. 이 때 는 Fig. 1의 형태의 그래 이다. 

(b)와 (c)는 각각 MTRP의 HT, VT단계를 수행하기 해 

로부터 생성하는 그래 들이다. 이 때 생성되는 그래 들

도 와 마찬가지로 형태의 그래 가 된다. (b) 형태의 

그래 는 건물의 층마다 하나씩 구성되며, 이들을 라 

한다. (c) 형태의 그래 는 해당 건물에 하나만 구성되며, 이

를  라 한다.

1) MTRP - HT단계

HT단계는 특정 층에서 각 공간으로부터 계단으로 향하

는 경로를 산출함과 동시에, 특정 계단으로 인원이 집 되

지 않도록 인원을 분산시키는 것이 목 이다. 이를 해, 

  상에서 각 계단을 기 으로 티어링을 수행하여 일정 

역에 걸친 그룹을 형성하고, 해당 그룹 내 공간들의 목

지를 계단으로 설정한다. 이 때 각 티어 인덱스의 구역에 

해당하는 간선들을 탐색하기 해 Breadth First Search 

(BFS)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이 방법은 그룹에 새로 포함되

는 간선을 찾는 동시에, 계단과 해당 간선 사이의 경로 탐

색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는 다수의 계단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각 계단은 티어

링을 통해 그룹을 형성할 수 있다. 이 때 그룹별 인원을 

하게 분배하기 해, 더 많은 인원을 피시키기 합한 계단

을 선정하고 해당 계단의 그룹 역을 넓힌다. 여기서 그룹 

역을 넓힌다는 것은, 거리에 따라 구분된 계단의 마지막 티

어 인덱스를 max라 할 때, max  구역에 한 간선들을 탐

색하여 그룹에 포함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각 계단의 기 

티어 인덱스가 일 때, 더 많은 인원을 피시키기 합하다

고 단되는 계단은 티어 인덱스가 이 되어, 해당 구역의 

간선들이 그룹에 포함되는 구조이다.

번째 계단의 인원수용능력에 한 인구 집지수를  , 

계단들의 평균 인구 집지수를 라 하며, 해당 계단의 

그룹에 새롭게 포함되는 인원들이 계단으로 향할 때 소요되

는 상 지연시간을  , 계단들의 평균 상 지연시간을 

라 할 때, 그룹 역을 넓힐 계단 min을 선택하는 수

식은 다음과 같다.

min ≤ ≤×

 ×


 (1)

다른 계단에 비해  와 가 더 작은 계단이 min이 되

어, 그룹 역을 넓힌다. 인구 집지수가 더 낮다는 것은, 상

으로 다른 계단에 비해 여유 공간이 더 넓거나, 해당 

계단으로 향하는 인원이 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 지

연시간이 짧다는 것은, TE가 다른 계단보다 min으로 향하

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번째 계단의 인원수용능력을  , 해당 계단의 그룹 내 

간선들의 집합을  , 간선 에 치한 TE의 수를 라 할 

때, 인구 집지수 는 다음 수식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 (2)

인구 집지수는 해당 계단의 인원수용능력 에 한 그룹 

내 총인원   ∀∈의 비율로 산출할 수 있다. 이 때 인

원수용능력은 공간의 넓이를 기반으로 산출될 수 있는데, 일

반 으로 계단 공간은 해당 층의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지 않다. 하지만 일반 인 상황에서 계단에 도착한 

TE가 그 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공간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는 1보다 큰 값으로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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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Fig. 4의 에서 계단 의 max가 2일 때 

={}, ={, , , }, ={, , , , , }을 

만족한다. 여기서 그룹의 역은 
max 을 의미하므로, 간

선 집합 는 11개의 간선을 포함하여 ={, , , , 

, , , , , , }을 만족하며, 그룹 내 총인원 

  ∀∈는 11개 간선들의 인원을 모두 더한 값을 의미

한다.

그리고 번째 계단의   구역의 간선에서   구역의 

간선으로 TE가 이동하는데 소요되었던 시간들의 평균을 

라 할 때, max  구역의 TE들이 계단으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상 지연시간 는 다음 수식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max
 (3)

각 티어 인덱스 구역에 있는 TE들이 이  티어 인덱스 

구역의 간선으로부터 이동해왔을 때 지연된 평균 시간들을 

모두 더함으로써, 새로 그룹에 포함되는 TE가 계단으로 이

동하는데 소요되는 지연시간을 측할 수 있다.

2) MTRP - VT단계

VT단계는 각 계단으로부터 안 지 로 향하는 경로를 

산출함과 동시에, 특정 안 지 로 인원이 집 되지 않도록 

인원을 분산시키는 것이 목 이다. 이 때 HT단계에서와 동

일한 방식으로, 안 지 를 기 으로 티어링을 수행한다. 

HT단계에서는 TE의 지속 인 이동을 고려해 가 1보다 

큰 값으로 구성될 수 있지만, 안 지 는 상황에 따라서 더 

이상 TE가 이동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 1보다 

큰 값으로 구성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건물은 1층 과 

같이, TE가 건물의 외부로 완 히 벗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알고리즘 동작 과정에서 모든 안 지 가 

인원수용능력의 한계로 더 이상 티어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외부 공간으로 TE가 이동할 수 있는 안 지

들의   제한을 없애고 다시 티어링을 재개한다.

3.3 MTRP의 의사코드

본 에서는 MTRP의 세부 구조에 한 의사코드를 소

개한다. 의사코드에 사용되는 변수들이 Table 2와 같을 때, 

MTRP의 체 구조는 Algorithm 1과 같다.

먼 , 안 지 가 없는 층에 해, 함수 HT를 호출하여 

HT단계를 수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안 지 가 없는 층에

서, 모든 공간으로부터 해당 층의 계단으로 향하는 경로가 

탐색된다. 그리고 HT단계가 종료되면, 함수 VT를 호출하여 

VT단계를 수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안 지 에 있는 층 

내 각 공간들과 계단들로부터 안 지 로 향하는 경로가 탐

색된다.

Parameter Description

 set of paths between edges as the result of MTRP

 staircase edge

 non-staircase edge

 safety zone edge

 non-safety zone edge

max maximum tier of the edge as   or 

 set of edges included in a group of   or 

  the number of people on the edge if   is   or 

the number of people in the group if   is   or 

 tree as the result of BFS

Table 2. Parameter's Description

   

Algorithm 1  Multi-Tier based Route Planner (MTRP)

Input :

    : graph for the whole building

   : weight for the space utilization in equation (1)

    : weight for the expected delay time in equation (1)

Output :

   : Evacuation Plan, routes for each evacuees on each path

1 : MTRP( , ,    ) : list of path

2 :   initialize empty path results 

3 :   for all floor =1 to   do

4 :     if  any safety zone is not exist on th floor then

5 :       generate   for the th floor from 

6 :        ← HT(  , ,   )

7 :       add  into 

8 :     end if

9 :   end for

10:   generate   from 

11:    ← VT(  , ,   )

12:   add  into 

13:   return 

14: end MTRP

Algorithm 2는 함수 HT의 의사코드이다. 먼  Equation 

(1)을 통해 min을 결정한다(line 6). 그리고 BFS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min으로부터 max  hop 만큼의 거리에 있는 

간선들을 탐색한다. 탐색된 간선들  어느 계단의 그룹에

도 속하지 않은 간선은 min의 그룹에 포함된다(line 7-16). 

이 때 호출되는 함수 BFS는 에서 min을 루트(root)로 

하여 max만큼의 깊이를 갖는 트리(tree)를 반환한다(line 8). 

해당 트리는 탐색된 간선들과 경로 정보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작업은 해당 층의 모든 공간들이 임의의 계단 

그룹에 포함될 때까지 반복된다. 그룹 정보가 갱신될 때마

다 Equation (2)와 (3)의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를 반복 으

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계단으로 향하는 인원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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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2  Function HT

Input :

    : generated graph from   for Horizontal Tiering

   : weight for the space utilization in equation (1)

    : weight for the expected delay time in equation (1)

Output :

  set of paths toward staircases

1 : HT(  , ,   ) : list of path

2 :   find staircase edges in 
3 :   find non-staircase edges in 
4 :   initialize empty path results 
5 :   while any   is not included in any group do

6 :     min  ← result of equation (1) for all 

7 :     increase max  of min  by 1
8 :       ← BFS(  , min , max  )
9 :     add paths from min  to edges on max  into 
10 :     set of edges   ← the edges on max  in 
11 :     for all ∈  do
12 :       if   is not included in any group then

13 :         add   into   of min
14 :         min  ← min  + 

15 :       end if

16 :     end for

17 :   end while

18 :   return 
19 : end HT

Fig. 5. The example of HT

Fig. 5는 HT단계 수행하는 시를 나타낸다. 이 때 연산

이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를 들기 해, 편의상 Equation 

(1)에서 를 0으로 두어 각 공간의 TE 수와 계단들의 인원

수용능력만을 고려하여 티어링을 진행한다.

그림에서 계단 A, B는 각각 100명과 50명을 수용할 수 

있고 10명씩 치해있다. Equation (1)을 통해 첫 min을 산

출하는 상황에서는 계단 A의 인구 집지수 가 B의 인구

집지수 보다 더 작으므로, A의 역을 넓힌다. 동일한 

방법으로, 두 번째 경쟁에서는 가 보다 더 작으므로 

B, 세 번째 경쟁에서는 가 보다 더 작으므로 A의 

역을 넓힌다. 네 번째 경쟁에서는 B의 역을 넓히지만, 이 

때 B의   구역의 일부가 A의   구역과 겹치게 되는데, A

에서 해당 간선들을 먼  선 하 으므로 B는 에서 A의 

그룹에 속하지 않은 간선만을 자신의 그룹으로 포함하게 된

다(Algorithm 2, line 11-16).

재난상황 발생 이후 기 경로 탐색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는 의 시와 같이 Equation (1)에서 를 0으로 설정하여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다.

Algorithm 3  Function VT

Input :

    : generated graph from   for Vertical Tiering

   : weight for the space utilization in equation (1)

    : weight for the expected delay time in equation (1)

Output :

  set of paths toward staircases

1 : VT(  , ,   ) : list of path

2 :   find staircase edges in 
3 :   find non-staircase edges in 
4 :   initialize empty path results 
5 :   while any   is not included in any group do

6 :     min  ← result of equation (1) for all 

7 :     increase max  of min  by 1
8 :      ← BFS(  , min , max  )
9 :     add paths from min  to edges on max  into 
10 :     set of edges   ← the edges on max  in 
11 :     for all ∈  do
12 :       if   is not included in any group then

13 :         add   into   of min
14 :         min  ← min  + 

        /*  if   is   then   is the number of

            people in the group of                  */

15 :       end if

16 :     end for

17 :   end while

18 :   return 
19 : end VT

Algorithm 3은 함수 VT의 의사코드이다. 체 동작 구성

은 함수 HT와 동일하지만, 두 가지의 차이 이 있다. 첫 번

째로 Equation (1)을 이용하여 min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 1보다 크지 않은 안 지 만 역을 넓힐 수 있다는 

에 차이가 있다(line 6). 두 번째로 임의의 간선을 그룹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함수 HT에서는 계단의 그룹인원

min에 일반 간선 의 인원을 더했지만(Algorithm 2, line 

14), 함수 VT에서는 안 지 가 아닌 간선 와 HT단계의 

계단 가 동일한 일반 간선으로 취 되기 때문에, min에 

인원을 포함할 때 가 라면 의 그룹 체 인원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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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3, line 14). 이것은 HT단계에서 계단 그룹에 포

함된 간선들이 해당 안 지  그룹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안 지 가 있는 층에 존재하는 사람들

은 해당 층의 안 지 까지의 경로를 제공받을 수 있고, 

HT단계에서 계단까지의 경로를 확보한 사람들은 해당 계단

으로부터 안 지 까지의 경로를 제공받음으로써 안 지

로 향할 수 있게 된다.

3.4 의 구성

본 에서는   구조의 문제 과 해결 방안에 해 알

아본다.

MTRP의 VT단계에서는 계단이 안 지 의 그룹에 포함

되는 일반 간선으로 처리되므로, HT단계에서 산출한 계단

별 그룹 인원은 VT단계에서 계단의 인원으로 처리된다. 이

것은 임의의 계단이 안 지  그룹에 포함되는 경우, 그 안

지 가 해당 계단으로 향하는 모든 인원의 목 지로 설정

되는 것을 의미한다.

Fig. 6. The example of structural problem of the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안 지 와의 거리를 기 으로 티

어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Fig. 6은 

문제가 발생하는 시를 나타낸다. 간선 은 안 지 가 

있는 K층의 층에 있고, 간선 B는 K층에 있다. 이 때 

은 층 계단과 6 hop만큼 떨어져있어, 안 지 와는 최종

으로 13 hop만큼의 거리가 있다. 반면 간선 는 K층 계

단과 2 hop만큼 떨어져있어, 안 지 와는 총 8 hop만큼의 

거리가 있다. 따라서 보다 가 안 지 와의 거리가 더 

가깝다.

하지만, HT단계를 수행한 이후, 에서는 과 (K+1)

층 계단의 거리가 논리 으로 0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만약 

의 환경에서 안 지 의 max가 7일 때, 상 으로 거리

가 더 가까운 는 해당 안 지 의 그룹에 포함되지 못해 

다른 안 지 로 향해야 하지만, 더 멀리 떨어진 은 해당 

안 지  그룹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그래 의 계단들 사이

에 가상 간선(Virtual Edge, VE)을 추가할 수 있다. VE는 가

치가 0인 간선으로, 실제로 사람이 치할 수 없는 가상의 

공간을 나타낸 간선이지만, hop 단 의 거리를 이용하는 티어

링 방식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거리를 조 할 수 있다.

Fig. 7. The  that included Virtual Edges

Fig. 7은 VE가 포함된 의 구조를 나타낸다. VE는 안

지 가 있는 층의 , 아래층에 안 지 가 존재하지 않

는 경우, 해당 층들 사이의 계단에 형성된다. 이 때 형성되

는 VE의 수는, 각 계단들의 max  평균값으로 설정할 수 있

다. 계단의 max는, 해당 그룹 역 내에서 계단과 가장 멀

리 있는 공간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안 지 가 

있는 층과의 사이에 해당 갯수만큼의 VE를 생성하는 것은, 

안 지 가 해당 층의 공간들을 그룹에 충분히 포함시킨 이

후에 다른 층의 공간들을 그룹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최종 으로 MTRP는 Fig. 7과 같은 형태의 

를 생성하여 이용한다.

4. 성능 평가

4.1 실험 환경

MTRP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Fig. 1의 과   형태

의 그래 들을 이용하여 최단 경로를 빠르게 산출하는 기존

의 알고리즘들과 경로산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한다[6, 

20]. 그리고 각 TE들의 속도  안 지 의 인원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목 지별 피인원을 배분하는 알고리즘과, 피

시간  계단과 안 지 의 인원배분 비율을 비교한다[12]. 

C++로 각 알고리즘을 구 한 후, 각 TE에 한 치  속

도 정보가 입력된 상태에서, 실내의 모든 공간으로부터 안

지 로 향하는 경로를 산출하는데 소요된 연산 처리 시간

과 TE들의 피시간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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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spatial structure of a building for testing

Fig. 9. The topologies of graphs for the existing algorithm

Fig. 10. The topology of graph for the MTRP algorithm

Fig. 8은 실험에 활용한 가상 건물의 구조이다. 해당 구조

의 건물은 층의 건물로서, 안 지 가 존재하는 1층을 제

외한, 모든 층이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각 층은 9개의 교차

로, 11개의 복도, 2개의 계단을 포함하고, 계단이 있는 복도

를 제외한 각 복도들의 한 면에는 개의 방이 존재한다. 그

리고 그래 의 규모에 따른 성능을 측정하기 해 과 

의 크기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TE의 이동 속도는 기존 연구

와 동일한 환경으로 구성하기 해, 일반 공간에서는 

0.7m/s, 계단  안 지 에서는 0.4m/s로 상수화하며, 각 

방들의 입구는 10m 간격으로 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12]. 

이 때 실험에서는, Equation (1)에서 공간별 인원과 TE의 

속도에 한 가 치인 와   값을 각각 임의로 0.5로 설정

한다. 실제 환경에서는 각 TE들의 속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

에 최  해를 산출하기 해 가 치의 값을 하게 조

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일한 건물 구조에서도 기존 알고리즘과 

MTRP는 서로 다른 그래 를 이용한다. Fig. 9는 기존 알고

리즘이 동작하는 그래 들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의 

과 는 Fig. 8의 환경을 Fig. 1의 각 구조로 나타낸 것

이다. 에서 각 방을 표 한 정 들을 제외한 모든 정 들

은 의 정 들과 1:1로 응된다. 기존 알고리즘은 의 

시작 과 도착 에 인 한   상의 정 을 찾고, 에서 

이 지 들 사이의 경로를 탐색한다.

Fig. 10은 MTRP가 동작하는 DEG 형태의 그래 로서, 

Fig. 1의 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의 복도와 해당 복도에 

연결된 다수의 방들을 하나의 간선으로 표 하여 규모를 간

소화 시킨 구조로, 재난 상황과 같이 특정 지역 간 경로를 

산출해야하는 환경에서 빠르게 탐색할 수 있다. MTRP는 이

와 같은 형태로 건물 체를 구성한 그래 에서, 와 

를 생성하여 경로를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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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결과

성능을 비교하기 해, 모든 공간의 경로를 산출하는데 

소요된 시간과 안 지 의 인원수용능력에 한 인구 집

도를 측정한다. 이 때 그래  규모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기 

하여 과 를 변경하여 그래  규모를 조 한다.

Fig. 11. Graph size changes to  and 

Fig. 11은 건물 크기에 따른 그래 의 규모를 나타낸다. 

기존 알고리즘과 MTRP가 사용하는 그래  , , 을 

비교하며, 그래 의 규모는 건물 체를  구성하는 그래

의 정  수로 나타낸다. 건물의 구조에 따른 그래 의 규모

를 측정하기 해, 가 2에서 10으로 차 변화할 때, 이 

2인 경우와 5인 상황을 가정한다. 이 때 는 의 크기에 

향을 받지 않으므로, 한 종류의 값으로 표 된다. 은 

복도에 연결된 모든 방과 같은 공간들도 하나의 정 으로 

표 하기 때문에 그래 의 규모가 제일 크고, 와 은 

이와 같은 공간들을 배제하기 때문에 그래 의 규모가 상

으로 작다. 한 는 복도의 공간을 개로 나 어 그래

에 표 하지만, 는 복도의 공간을 하나의 간선으로 표

하기 때문에 의 그래  규모가 가장 작게 구성된다.

그림은 건물이 고층일수록 그래  간 규모의 격차가 커짐

을 나타낸다. 그래  종류나 의 크기에 따라 기울기가 다

르게 구성되므로, 가 10을 과하는 상황에서는 그래  간 

규모의 격차가 더욱 커진다. 때문에 를 이용하여 경로를 

산출하는 MTRP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은 규모의 그래

에서 경로들을 산출하므로, 동일한 건물환경에서 더욱 짧은 

시간 내에 경로들을 산출할 수 있다.

Fig. 12는 Fig. 11과 동일하게 와 의 크기를 변화시켜 

규모를 조 한 상황에서 모든 공간에 한 안 지 까지의 

경로를 산출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나타낸다. (a)는 실험들의 

평균 경로산출 시간을, (b)는 그  가장 많이 소요된 경로

산출 시간을 나타낸다. 실험은 와 의 크기를 설정한 다

음, 동일한 그래 에 해 공간별 인원을 무작 로 바꾸어

가며 100번씩 반복하여 진행한다. 는 2에서 10으로 변화하

고, 은 5인 환경으로 구성한다. 가 10, 이 5일 때 은 

1630개의 정 으로 구성된다. 이 때 MTRP는 모든 경로를 

산출하는데 평균 1 리  시간이 소요되지만, CSG는 1.92

, MST-SP는 1.12 가 소요된다. 한 MTRP는 100번의 

실험  경로 산출에 가장 많이 소요된 시간이 2 리 이

지만, CSG는 1.96 , MST-SP는 1.14 가 소요된다.

CSG는 의 시작   도착 과 인 한 의 정 들을 

찾아, 수정된 Dijkstr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두 정  사이의 

경로를 탐색한다. 의 Table 2와는 별개로, 와 의 정  

수를 각각 , 라 할 때, 의 각 정 과 인 한 의 정

을 찾아 연결할 때의 시간복잡도는  , 에서 Dijkstr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all-source, multiple-destination에 한 

경로를 탐색할 때 시간복잡도는 
가 된다. 따라서 기

존 알고리즘의 최종 시간복잡도는 
 이 된다.

MST-SP는 의 정 과 간선을 서로 바꾸고, 정 당 최

소 가 치를 갖는 간선을 최  2개만 갖도록 그래 를 수정

한다. 그리고 이 그래  에서 수정된 Prim 알고리즘을 수

행하여 경로를 탐색한다. 수정된 Prim 알고리즘은 Dijkstra 

알고리즘과 시간복잡도가 동일하다. 하지만 각 정 이 최  

2개의 간선만 가지는 그래 를 이용하므로, Dijkstra에 비해 

반 이하의 비교횟수를 통해 경로를 산출한다.

MTRP는 를 여러 와 하나의 로 나 고, 티어링

을 통해 형성된 각 그룹 범  내에서 BFS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경로를 탐색한다. 의 간선의 수를 라 할 때, 의 각 

공간(정 )과 인 한 의 공간(간선)을 찾아 연결할 때의 시

간 복잡도가  , 에서 경로들을 탐색할 때 시간복잡도

는 가 된다. 따라서 최종 시간복잡도는  이 

된다. 모든 계단과 안 지 의 수를 라 할 때, MTRP의 시

간복잡도는 다음 유도식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    (4)

/는 각 그룹에 포함된 공간의 수를 의미하고, 는 

각 그룹의 심이 되므로, 모든 그룹에 해서 BFS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심으로 향하는 경로를 산출할 때 시간 복

잡도는 × 가 된다. 그리고 도 와 마찬가지

로 실내 모든 공간을 간선으로 포함하지 않으므로, 의 각 

간선들을 의 공간들과 연결하여 최종 경로를 구성해야한

다. 이 때 는 복도 공간을 여러 개의 정 으로 구성하고, 

는 복도를 단일 간선으로 구성하므로,   > 을 만족한

다. 따라서 MTRP는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더 은 시간으

로 경로를 탐색할 수 있다.

, 와 같이 공간을 정 으로 표 하는 경우, 공간의 

특성을 그래 에 반 하기 해서는 가 치를 갖는 방향성 

그래 (weighted directed graph)로 구성해야 한다. 반면, 

와 같이 공간을 간선으로 표 하는 경우에는 무방향성 

그래 로 구성할 수 있다. MST-SP와 MTRP는 무방향성 

그래 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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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verage and worst path searching time changes to 

Fig. 13. Average and worst evacuation time changes t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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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omparison of load balance ratios

방향성 그래 를 이용하는 방식에서는 시작 을 안 지

로 설정할 수 없다. 안 지 의 수는 건물 내 체 공간의 

수에 비해 매우 은 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안 지 로부

터 각 공간으로 향하는, 역방향의 경로를 탐색할 수 있었다

면 더 은 시간으로 경로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만 무방향성 그래 에서는 두 정  사이의 간선들의 가 치

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경로를 탐색할 수 없다. 

때문에 CSG는 MTRP에 비해 한 공간에 한 경로를 탐색

할 때 더 많은 경로탐색 시간이 소요된다.

한 와 는 모두 복도나 교차로를 주로 그래 를 

구성하지만, 는 복도를 개의 정 으로 구성하고 는 

한 개의 간선으로 구성한다는 에 차이가 있다. 기존 방식

에서는 한 복도에 있는 개의 정 의 목 지가 동일하더라

도 경로를 번 탐색하는 반면, MTRP는 1번의 탐색으로 다

수의 경로를 산출한다.

이와 같이 MTRP는 경로탐색 범 를 작게 분할하고, 작

은 규모로 구성되는 를 이용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짧은 

시간 내에 경로들을 탐색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복도에 

연결된 방의 수가 많거나, 고층 건물일수록 짧은 시간 내에 

경로를 탐색하기에 유리하다.

Fig. 13은 건물의 규모에 따른, TE의 평균 피시간과 마

지막으로 피한 TE의 피시간을 나타낸다. 이 2일 때 

의 크기 변화에 따른 결과를 (a), 이 5일 때 의 크기 

변화에 따른 결과를 (b)로 나타낸다. (b)의 평균 피시간 

결과를 나타낸 그래 에서, 가 2에서 4인 구간에서는 기존 

알고리즘과 MTRP는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이는 가 

보다 더 많은 공간을 하나의 간선으로 표 하기 때문에, 상

으로 각 공간에 한 목 지를 응 으로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모든 환경에서 MTRP가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동일한 실내 환경

에서 TE들의 평균 피시간과 마지막으로 피한 TE의 

피시간이 더 짧다는 것은, 실내 각 공간에 해 더 한 

목 지와 경로를 산출했음을 의미한다.

MTRP의 인원분산 성능은 Fig. 14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실험 환경은 2개의 안 지 와 각 층에 2개의 계단이 

있는 구조를 갖는데, 이 때 두 안 지  모두 건물 체 인

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인원수용능력을 설정한다. 그리고 

안 지 들은 비 칭 으로, 층별 계단들은 동일한 인원수

용능력으로 설정한다. (a)는 두 안 지 로 각각 피하는 

인원을 나타내고, (b)는 각 층의 두 계단으로 각각 피하는 

인원을 나타낸다. 여기서 각 안 지   계단들로 피하

는 인원의 비율로 표 하 으며, 이를 load balance ratio라 

하며, 해당 공간으로 향하는 인원을 두 공간 모두로 향하는 

인원으로 나 어 계산한다. 따라서 각 알고리즘의 두 막

그래 의 값을 합하면 1이 된다. 이 때 산출된 값들은 실험

을 진행한 모든 환경에 한 평균을 나타낸다.

MTRP는 안 지 와 계단 모두 인원을 균등하게 분산한

다. 하지만 기존 알고리즘은 안 지 들의 인원수용능력에 

비례하여 인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a)와 같이, 두 안 지  

모두 건물 내 체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8로 인원을 분산한다. 이것은 거리가 더 먼 안 지 로 이

동하는 TE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b)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실내에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든 공간으

로부터 안 지 로 향하는 경로들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해당 알고리즘은 인구 도에 따른 이동속도 변화

와 공간별 인원을 고려하여, 계단과 안 지 로 향하는 인

원을 하게 분산시킨다. 이를 통해 각 안 지 로 향하

는 인원이 인원수용능력이 넘지 않도록 피인원을 구성하

면서도, 인구 도에 따른 이동속도 감소를 최소화하여 모두

가 빠르게 피할 수 있는 경로를 구성한다. 그리고 티어링

기법을 이용하여 경로탐색이 이루어지는 범 를 한정하고, 

기존보다 작은 규모로 구성되는 DEG를 이용하여 경로탐색 

시간을 단축한다. 실내 모든 공간의 수가 이고, DEG의 간

선 수가   일 때 시간복잡도는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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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해서, 기존 알고

리즘과 경로탐색에 소요되는 시간  피시간을 비교한다. 

실험 결과는 all-source, multiple-destination에 한 경로를 

탐색함에 있어, 기존에 비해 평균 으로 더 짧은 피시간

을 가지는 경로들을 산출하면서도, 더 은 탐색시간이 소

요됨을 나타낸다. 그 에서 특히 경로탐색 시간이 기존의 

연구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인다. 이는 각 층의 면 이 넓

고 높은 층으로 구성된 큰 규모의 건물에서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짧은 주기로 경로를 반복하여 

탐색하기에 유리하므로, 재난상황으로 인해 실시간으로 환

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반 한 최  경로를 산출하

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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