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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이 있는 동적인 도로에서 실시간 최단

경로 탐색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

권오성†, 조형주††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Real-time Shortest Path

Search System in Directed and Dynamic Roads

Oh-Seong Kwon†, Hyung-Ju Cho††

ABSTRACT

Typically, a smart car is equipped with access to the Internet and a wireless local area network.

Moreover, a smart car is equipped with a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based navigation system that

presents a map to a user for recommending the shortest path to a desired destination. This paper presents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real-time shortest path search system for directed and dynamic roads.

Herein, we attempt to simulate real-world road environments, while considering changes in the ratio

of directed roads and in road conditions, such as traffic accidents and congestions. Further, we analyze

the effect of the ratio of directed roads and road conditions on the communication cost between the server

and vehicles and the arrival times of vehicles. In this study, we compare and analyze distance-based

shortest path algorithms and driving time-based shortest path algorithms while varying the number of

vehicles to search for the shortest path, road conditions, and ratio of directed 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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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동차 산업이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여 주

목 받고 있다. 대표적인 제조업인 자동차 산업은 정

보통신기술과 융합하면서 빠르게 스마트화가 진행

되고 있는 분야이다. 이를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라고도 부르며 흔히 스마트 자동차라 부른다. 스

마트 자동차는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하고 무선통

신을 통해 차량 내부와 외부 네트워크가 상호 연결되

는 물리적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스마트 

자동차에는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1] 수

신기를 통해 정확한 위도와 경도 정보를 수신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장착되어있다. 내비게이션 시

스템은 사용자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모니터에 정밀

한 지도를 제시하고,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를 안내하는 기능이 들어있다. 이 때, 사용하는 

최단경로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으로 Dijkstra[2] 알고

리즘과 A-Star(A*)[3] 알고리즘을 주로 사용한다 

[4,5]. Dijkstra 알고리즘은 가장 짧은 경로를 항상 찾

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경로를 탐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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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Dijkstra (Graph, Source):
1: dist[source] ← 0
2: prev[source] ← undefined
3:
4: create vertex set Q
5:
6: for each vertex v in Graph:
7: if v ≠ source
8: dist[v] ← INFINITY
9: prev[v] ← UNDEFINED
10: add v to Q
11:
12: while Q is not empty:
13: u ← vertex in Q with mindist[u]
14: remove u from Q
15: for each neighbor v of u:
16: alt ← dist[u] + length(u, v)
17: if alt < dist[v]:
18: dist[v] ← alt
19 prev[v] ← u
20: return dist[], prev[]

Fig. 1. Example Map.

한다는 단점이 있고, A*알고리즘은 탐색 범위를 줄

일 수 있으나, 가장 짧은 경로를 보장 하지 않는다.

따라서 A*알고리즘에 기반 한 다양한 연구[6]가 진

행 되었다.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최단경로 탐색 시간을 단축

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

어, Dijkstr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7,8], 주행시간을 

기반으로 경로를 최소화[9]하여 최단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있었고, 최단 거리 탐색에 A* 알고리즘

과 Dijkstra 알고리즘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서로

를 보완하여 만든 A*와 Dijkstra 알고리즘의 하이브

리드 검색법[10], 통신과 유전자 알고리즘 기반 동적 

차량 경로 탐색 알고리즘[11,12], 선호도 기반 최단경

로 탐색을 위한 휴리스틱 융합 알고리즘[13], 양방향

에서 검색하는 Bi-directional[14], 여러 개의 소규모 

검색 영역을 검색하는 Stochastic time-dependent

planning 방식[15], 차량 운행 환경에서 최단 경로 탐

색 알고리즘(예: [16,17,18,19,20,21])이 있었다. 이러

한 논문들은 최단경로탐색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만

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스마트 자동차에서의 내비

게이션에서는 빨리 최단경로 탐색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 상황의 변화(예: 교통사고, 도

로 보수공사, 우회로)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최단경로

가 갱신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도로 보수 공사와 같은 갑작스런 도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최단 경로가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새로운 최단경로를 구하

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방향성이 있는 동적인 도로에서 실

시간 최단경로 탐색 시스템을 구현하여, 방향성이 있

는 도로를 설정하고, 임의의 설정으로 도로의 상황을 

변화시킨 뒤, 다양한 조건(즉, 최단 경로를 탐색하는 

차량 대수의 변화, 도로 상황 변화, 방향성 있는 도로

들의 비율 변화)을 변경하면서, 차량과 서버와의 통

신횟수와 도착 시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

여 거리기반과 주행시간기반 최단경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알고리즘

을 제시한다.

2. 관련연구
2.1 Dijkstra 알고리즘

위 알고리즘은 최단 거리 경로를 계산하기 위하

여, 우선순위 큐를 이용한 Dijkstra 알고리즘을 정리

한 것이다. Dijkstra 알고리즘은 양의 가중치를 갖는 

에지(edge)들로 이루어진 방향 그래프에 대해 단일 

출발 노드(node)에서 출발하여 다른 모든 노드들까

지의 최단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이다. 그래프는 모든 

노드와 노드 간의 거리, 인접한 노드들에 관한 정보

를 포함한다. 위 알고리즘에서 source는 출발 노드를 

의미하고, INFINITY는 경로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

미하며, prev[node]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경로

를 저장하기 위하여 이전의 노드를 저장한다. dist

[node]는 출발지부터 해당 node까지 최단 거리를 저

장한다.

Fig. 1에서 화살표는 도로의 방향성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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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hortest paths from node 1 to the others based 
on Dijkstra algorithm.

Table 1. Level 2 P2

node row (outflow edge) column(inflow edge)

Start node (S)

Selection of two edges with minimum

weight (if there are multiple edges with

minimum weight, select them)

Not applicable

Intermediate node (P)

Selection of one edge with minimum

weight (if there are multiple edges with

minimum weight, select them)

Selection of one edge with minimum

weight (if there are multiple edges with

minimum weight, select them)

Destination node (D) Not applicable

Selection of two edges with minimum

weight (if there are multiple edges with

minimum weight, select them)

화살표 옆의 숫자는 도로의 길이를 의미한다. 원 안

에 있는 숫자는 노드 식별자이다. 본 예제에서는 12

개의 노드가 존재한다.  노드와  노드사이의 도로

는 으로 표시한다. 예제 도로는 16개의 에지로 

구성되어 있고, (1,2), (1,4), (2,3), (2,5), (3,4), (3,6),

(3,10), (4,11), (5,8), (5,9), (6,9), (7,11), (7,12), (8,12),

(9,10), (10,12)이 있다. Dijkstra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Fig. 1의 노드 1에서부터의 다른 노드들까지의 

최단 거리 경로는 Fig. 2와 같다. 예를 들어 노드 1에

서 노드 8로 이동하려면, 최단 거리 경로는 1-4-3-

10-12-8이며 이때 최단 거리는 280이다.

2.2 주행시간 기반 최단경로 탐색 알고리즘

주행시간 기반 최단경로 탐색 알고리즘은 방향그

래프의 최단거리를 빠르게 탐색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그래프를 단순화 시켜 최단경로를 계산한다. 노

드(Nodes, )와 호(Arcs, )의 방향 그래프  

일 때, 호의 가중치 (주행시간) = 거리/주행속도 이

고, 각 호들에 대해 |n|×|n| 가중치 정방행렬 작성한

다. 그리고 출발 노드부터 목적지 노드까지 출발 노

드를 레벨 1로 시작하여, 출발노드의 인접노드를 레

벨 2, 그 인접노드의 인접노드를 레벨 3, 이러한 방식

으로 레벨을 순차적으로 증가시킨다. 그래프 레벨을 

생성한 이후에, 단순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를 

실행한다.

1단계 P1. 역-레벨 호 삭제

2단계 P2. 노드 최소 가중치 호 선택

3단계 S1. 레벨 단위 최소 주행시간 선택

1단계에서 경로 노드 중 유입차수가 0이고 (  )

유출차수가 0인 (  ) 노드의 호들 모두 삭제한다.

2단계에서 Table 1과 같은 조건으로 가중치 호를 

선택한다.

이때 역시 경로 노드 중   와   인 노드의 

호들을 삭제한다.

3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최소 주행시간

을 계산한다.

 ≥인  레벨 경로 노드 y에 대해    레벨 

노드 x와  레벨 형제노드(Sibling) z의    레벨 

노드 x간 비교한다.

(1) (x, z)는 없고 (w, y),(z, y)만 존재하면 (z, y)호 

삭제

(2) (w, y),(x, y)(y, z)가 존재하고, (w, y)>(x, z)이

면 (y, z)호 삭제

(3) (w, y),(x, z),(y, z)가 존재하면 (y, z)호 삭제

(4) (x, y),(x, z),(y, z),(z, y)가 존재하면 max{(x,

y)+(y, z), (x, z)+(z, y)}호 삭제

(5) (x, z)는 없고 (x, y),(y, z)만 존재하면 (y, z)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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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Use-Case Diagram.

삭제 안함

이때 역시, 경로 노드 중   와   인 노드의 

호들을 삭제한다.

최종 적으로 최소 주행시간 경로 선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한다.

IF 모든 노드들이  ≤와  ≤

THEN 알고리즘 종료한다.

ELSE IF  ≥ 노드부터  ≥ 노드까지 경로 

최소 주행시간 선택

(만약, 동일 경로 시간은 노드 수가 적은 경로 선

택)

 ≥인 노드가 발견되지 않을 때 까지 반복 수행

한다.

3. 방향성이 있는 동적인 도로에서 최단경로  
탐색

방향성이 있는 동적인 도로에서 실시간 최단경로 

탐색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Fig. 3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사용자 시나리오를 정

리하였다. Fig. 3에서 보는 것처럼, 사용자는 목적지 

정보를 입력하고, 운행 중에 도로 상황의 변하면 목

적지까지 갱신된 최단 경로 경로를 제공받으며, 서버

는 목적지 정보, 해당 차량의 위치 정보를 사용하여 

도로 상황에 적합한 최단경로를 계산한다.

3.1 방향성 도로

단방향 화살표는 단방향 통행 도로를 의미하고,

양방향 화살표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의미

한다. Fig. 1에서 (2,5) 도로를 2→5와 5→2로 나누며 

앞으로 에지(edge)라고 부르겠다. 도로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단방향과 양방향으로 구분한

다. 단방향 도로는 한쪽 방향에만 속도정보가 존재하

고, 양방향은 도로는 양방향 속도정보가 각각 존재한

다. 예를 들어, Fig. 3에서 보면 (1,2) 도로는 단방향 

도로이고, 1→2 에지는 속도가 40이고, 2→1 에지는 

속도가 0이다. (2,5) 도로는 양방향 도로이며, 2→5

에지와 5→2 에지 모두 속도가 60이다.

3.2 사용하는 클래스 소개

각 에지(edge)와 노드(node), 차량(car)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가진다.

* edge(edgeID, startNodeID, endNodeID, dist,

time, speed)

* node(nodeID, X, Y, adjoinEdge)

* car(carID, X, Y, hereEdgeID, shortPathDist,

shortPathTime, dist, time)

각 에지(edge)는 도로의 한 방향을 의미하며, 시작

노드ID, 끝노드ID, 도로 길이, 도로주행속도, 도로주

행시간 정보를 가지고 있다. 각 노드(node)는 도로의 

끝, 정점을 의미하며, 노드의 X좌표, 노드의 Y좌표와 

노드에 접해있는 에지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각 

차량(car)은 현재위치의 X좌표, 현재위치의 Y좌표,

현재 에지ID, 최단거리경로, 최단시간경로, 최단 거

리, 최단 시간 정보를 가지고 있다.

3.3 최단 경로 탐색

최단경로 탐색은 거리기반과 주행시간 기반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최단경로 중 거리기반 탐색은 Fig. 1과 같이 설정

된 에지마다 기본 거리를 기반으로 Dijkstra 알고리

즘을 적용하여 최단경로를 구하며, 시간기반 탐색은 

주행시간 속력
거리

을 이용한다. Fig. 1의 거리

정보와 Fig. 4의 기본속도정보를 이용하여 Fig. 5와 

같이 에지마다 주행시간을 구하여 저장한 환경에서 

Dijkstra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3.3.1 노드에 인접한 에지

본 논문에서는 빠른 Dijkstra 탐색을 위해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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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ample speed of roads.

Fig. 5. Example driving time of roads.

function FindAdjoinEdge(Graph):
1: for each edge e in Graph:
2: start ← startNodeID[e]
3: end ← endNodeID[e]
4: altS ← adjoin[start] + e;
5: altE ← adjoin[end] + e;
6: adjoin[star] ← altS
7: adjoin[end] ← altE
8: return adjoin[]

function Dijkstra(Graph, Source):
1: dist[source] ← 0
2: prev[source] ← undefined
3:
4: create vertex set Q
5:
6: for each vertex v in Graph:
7: if v ≠ source
8: dist[v] ← INFINITY
9: prev[v] ← UNDEFINED
10: add v to Q
11:
12: while Q is not empty:
13: u ← vertex in Q with mindist[u]
14: remove u from Q
15: for each adjoinedge e of u:
16: if speed[e] > 0
17: alt ← dist[u] + distance(e)
18:   if alt < dist[v]:
19:  dist[v] ← alt
20: prev[v] ← u
21: return dist[], prev[]

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인접한 노드를 모두 구하였

다. start는 에지의 시작노드ID를 저장한다. end는 에

지의 끝노드ID를 저장한다. adjoin[node]는 인접한 

에지ID를 문자열 혹은 리스트로 저장한다.

3.3.2 거리기반 최단경로 탐색

본 논문에서 사용된 Dijkstra 탐색은 거리 기반과 

주행 시간 기반이다. 앞의 우선순위 큐를 이용한 거

리 기반 Dijkstra 탐색와의 차이점은 인접한 노드 대

신 인접한 에지를 사용하였고, 방향성을 구분하기 위

하여 에지 정보에 기본속도를 넣어 갈수 있는지 없는

지를 구분하였다. 기본속도가 0이면 사용할 수 없는 

도로를 뜻한다. distance(edge)는 edge에서 거리를 

정보를 가져온다.

3.3.3 시간기반 최단경로 탐색

function DijkstraTime(Graph, Source):
1: time[source] ← 0
2: prevT[source] ← undefined
3:
4: create vertex set Q
5:
6: for each vertex v in Graph:
7: if v ≠ source
8: time[v] ← INFINITY
9: prevT[v] ← UNDEFINED
10: add v to Q
11:
12: while Q is not empty:
13: u ← vertex in Q with mintime[u]
14: remove u from Q
15: for each adjoiinedge e of u:
16: alt ← time[u] + distance(e)
17: if alt < time[v]:
18: time[v] ← alt
19 prevT[v] ← u
20: return time[], pre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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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ample 3→10, 9→10 road traffic congestion.

Fig. 7. Flowchart for updating information.

최단 시간 경로를 구하기 위해, 우선순위 큐를 

이용한 Dijkstra 알고리즘을 시간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래프는 인접한 노드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

하는 것과 source는 출발 노드, INFINITY는 무한대

로 동일하며, 모든 노드와 노드 간의 거리대신에, 노

드와 노드간의 이동하는데 걸리는 주행시간이 포함

된다. prevT[node]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경로를 

저장하기 위하여 이전의 노드를 저장한다.

time[node]는 출발지부터 해당 node까지의 최단 시

간을 저장한다.

3.3.4 최단 경로 갱신

본 논문에서는 동적인 도로에서 실시간으로 최단 

경로를 반영하기 위해 상황을 일정한 수치로 변화를 

주고, 변화 하였을 때 조건에 만족하는 차량에 최단 

경로를 갱신하도록 하였다. 이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사용한다.

* ChangeEdgeList(CedgeID, edgeSpeed, nowSpeed)

ChangeEdgeList는 속도가 변화한 에지의 리스트

이며, edgeID는 변화한 에지의 ID이다. edgeSpeed는 

에지의 기본속도이다. nowSpeed는 현재 에지의 속

도이다.

이 정보들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

에지의 현재 속도를 nowSpeed에 저장한다.

에지의 speed(도로기본속도)를 edgeSpeed에 저

장한다.

속도가 변화할 때 마다 nowSpeed는 갱신된다.

edgeSpeed와 nowSpeed가 다르면, ChangeEdge

List에 추가한다.

ChangeEdgeList가 발생하면, 에지의 dist와 now

Speed를 이용하여 에지의 time(도로주행시간)을 갱

신한다.

edgeSpeed와 nowSpeed가 일치하면, ChangeEdge

List에서 삭제된다.

Fig. 6은 최단 시간 경로를 구할 때, 정체가 발생하

여 ChangeEdgeList가 발생한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

다. Fig. 4에서 3→10에지는 속도가 30이 되었고, 9→

10에지의 속도는 20으로 되어, Fig. 6의 도로 주행 

속도가 느려진 것을 보여준다. 그 때 속도와 각 애지

의 거리를 참고로 주행 시간이 3→10에지는 60/30을 

하여 2시간이 되고, 9→10에지 40/20을 하여 2시간이 

되어, 각 도로가 갱신되었다.

차량의 최단 경로는 ChangeEdgeList에 갱신이 있

을 때 마다 포함되어 있는 에지가 최단 경로에 포함

되어 있지 여부를 확인하며, 만약 포함 되어 있을 경

우 차량의 최단경로는 현재 위치에서부터 목적지까

지 새로이 갱신한다. 정보 갱신 순서는 Fig. 7과 같다.

4. 실  험
4.1 실험환경

Fig. 10은 실험에서 사용한 지도를 보여준다.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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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lifornia (b) Oldenburg (c) San Joaquin (d) San Francisco

Fig. 8. real-life road data.

(a) Snapshot for running program

(b) Moving vehicles (c) New shortest path

Fig. 9. Moving vehicles and generation of new shortest paths for them

데이터는 [22]에서 받았고, 비교 실험을 위하여 자바 

언어와 MySQL DBMS을 사용하여 거리 기반 최단

경로 탐색 방법과 시간 기반 최단경로 탐색 방법 구

현하였다. 실험 구동 환경은 Intel i7 CPU와 16 GB

메모리를 가진 컴퓨터에서 이루어졌다. 구현한 프로

그램은 전체 도로의 방향성 도로들을 무작위로 생성

하여, 차량의 대수를 입력하면 무작위로 출발지와 목

적지가 정하고, 그리고 교통 상황 변화율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체구간을 비율에 맞게 생성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다. Fig. 9(a)에서 보는 것처럼, 구현된 시스템

에서 개별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

며, 차량들의 정보는 표로 표시한다. Fig. 9(b)에서 

보는 것처럼, 차량들이 이동을 하면, 지도에서 빨간 

점으로 표시하였고, Fig. 9(c)에서 보는 것처럼, 운행 

중에 교통 정체가 발생하면, 서버에 새로운 경로를 

요청한다.

4.2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는 교통 상황의 변화에 따른 도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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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lifornia

(b) Oldenburg

(c) San Joaquin

(d) San Francisco

Fig. 10. Performance evaluation for real-life road data.

간과 통신 횟수의 변화를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교통 상황의 변화율이란 도로 상

황의 변화 정도 (즉, 도로 정체)를 나타내며, 전체 도

로의 1%, 5%, 10%, 15%의 경우에 대하여 실험하였

다. 아래의 그림들은 도로 속도 분포는 무작위로 지

정하였고, 주어진 혼잡 비율에 따라 도로의 운행 가

능한 속도를 변하게 만들어 나온 실험 결과의 평균을 

측정하였다.

Fig. 10은 다양한 지도 데이터에 대한 거리 기반 

최단경로 탐색 방법과 시간 기반 최단경로 탐색 방법

의 평균 도착시간과 통신 횟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실험 결과는 혼잡 비율을 0%에서 15%까지 변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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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두 방법의 성능 차이를 조사하였다. Fig. 10(a)는 

캘리포니아 지도에서 상황변화를 주었을 때의 평균 

도착시간과 통신 횟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상황변화

율이 높을수록 도착시간과 통신 횟수는 함께 증가하

였다. 재미있는 것은 혼잡비율이 10%에서 15%로 증

가할 때, 통신 횟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Fig.

10(b)는 올댄버그 지도에서 상황변화를 주었을 때의 

평균 도착시간과 통신 횟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목적

지까지 운행 시간은 거리 기반 최단 경로 탐색 방법

과 시간 기반 최단 경로 탐색 방법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거리 기반 최단 경로 탐색 

방법이 시간 기반 최단 경로 탐색보다 많은 통신 횟

수를 보여주었다. Fig. 10(c)는 샌 호아 킨 지도에서 

상황변화를 주었을 때의 평균 도착시간과 통신 횟수

의 변화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Fig. 10(d)는 샌프

란시스코 지도에서 상황변화를 주었을 때 도착시간

과 통신 횟수이다. 인접한 에지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기울기가 작다. 위 그림들의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 

거리기반 최단경로 탐색 방법보다 시간기반 최단경

로 탐색방법이 목적지까지 빠르게 도착했으며, 통신 

횟수가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혼잡 비율이 높은 경

우에, 인접한 도로가 많을수록 통신 횟수와 도착시간

의 변화가 적었다. 당연히, 정체되는 도로가 많을수

록 목적지까지 도착시간은 늦어지며, 통신 횟수가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방향성이 있는 동적인 도로에서 실

시간 최단 경로 탐색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실험에서는 실제 도로 데이터에 방향성을 부여하고,

도로의 정체 상황을 만들고, 운행 환경의 변화에 따

라 실시간으로 최단 경로를 탐색하는 시스템을 설계

하고 구현하였다. 다양한 도로 상황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도로에 혼잡 비율을 0%에서 15%까지 변경

하면서, 거리기반 최단경로 탐색 방법과 시간기반 최

단경로 탐색 방법으로 구현하여 목적지까지 운행시

간과 통신 빈도를 비교하였다. 도로의 상황변화율에 

따라 도착 시간과 통신 횟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도착 시간과 통신 횟수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 주었다.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거리기반 탐색 방법보다 시간기반 

탐색 방법이 목적지까지 빠르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

았고, 통신 횟수가 적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혼잡한 

도로 환경에서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많을수록 통신 

횟수와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시간의 변화가 작았다.

바꾸어 말하면, 혼잡한 도로 환경에서 차량들이 목적

지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통신 횟수가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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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한국과학기술원 전자전산

학과 공학박사

현재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데이터베이스, 위치기반서비스, 지리정보시

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