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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개미 집단 최적화(Ant Colony Optimization, ACO) 알고리즘을 적용한 감속

률에 따른 동적 상황인식 경로 선정 방법을 제안한다. 최근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의 개발과 함께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실시간 교통 정보를 이용하는 수요가 급증하

면서, 경로탐색의 중요성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멀티미디어

및 정보통신 기술의 결합과 함께 다양한 기능 및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

한 경로탐색 알고리즘은 교통시스템, 통신 네트워크, 운송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감속률에 따른 동적 상황인식 경로 선정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최

단 시간 및 최소 비용의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교통정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

   

1. 서론

최근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의 개발

과 함께 내비게이션의 실시간 교통 정보를 이용하는 수요

가 급증하면서, 경로탐색의 중요성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

다. 현재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멀티미디어 및 정보통신 기

술의 결합과 함께 다양한 기능 및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

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로 탐색 알고리즘은 교통시스템,

통신네트워크, 운송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개미 집단 최적화(Ant Colony Optimization, ACO) 알

고리즘은 조합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타 휴리스

틱 탐색 방법으로, Colorni, Dorigo 그리고 Maniezzo에 의

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2][3].

개미들은 각 경로에 있는 페로몬 양을 기반으로 서로

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고 이러한 개

미들의 행동양식을 그대로 적용한 휴리스틱 탐색 방법으

로 조합 최적화 문제인 순회 판매원 문제(Traveling

Salesman Problem), 순서 문제(Sequential Ordering

Problem), 차량 경로 문제(Vehicle Routing Problem), 이

차 배정 문제(Quadratic Assignment Problem), 일정 계획

문제(Job-shop Scheduling Problem), 그래프 착색 문제

(Graph Coloring Problem), Telecommunications

Networks 등에서 최적의 해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

다[1].

본 논문에서는 개미 집단 최적화(ACO) 알고리즘을 적

용한 감속률에 따른 동적 상황인식 기반 경로 선정 방법

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3장에서는 동적 상황인식

기반 감속률에 따른 경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마지막

으로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연구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개미 시스템(Ant System, AS)은 실제 개미들이 먹이에

서 둥지까지 가장 짧은 경로로 찾는 능력을 모방한 메타

휴리스틱 탐색 기법이다. 개미 시스템(AS)은 개미들이 목

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각 경로에 페로몬을 분비하고,

이후에 지나가는 개미들은 그 경로에 쌓여있는 페로몬 정

보를 이용해 다음 경로를 선택하는 원리를 휴리스틱 탐색

에 적용시킨 시스템이다. 그러나, 개미 시스템(AS)은 짧은

경로가 있으면 그것만을 선택하고자 하는 성질로 인하여

국부 최적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다음 노드를

선택하는 과정을 추가한 개미 집단 시스템(Ant Colony

System, ACS) 알고리즘 방법이 연구되었다. 개미 집단

시스템(ACS) 알고리즘은 개미 시스템(AS)의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 Dorigo와 Gambardella[4]에 의해 소개되었다.

그림 1은 개미 집단 최적화(ACO) 알고리즘을 적용한

개미들이 실제 먹이까지 가장 짧은 경로를 찾아가는 진행

과정이다. 그림 1의 첫 번째 개미 경로를 설명하면, 어떤

개미가 (a)라는 경로를 탐색하다가 음식(F)을 찾고, 돌아

오는 경로(b)에 페로몬으로 흔적을 남기면서 돌아온다. 두

번째 개미 경로를 설명하면, 여러 마리의 개미가 동시에

여러 경로를 찾게된다. 이중에는 먹이까지의 경로가 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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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있고, 짧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페로몬의 특성상 길

에 남겨진 페로몬은 시간이 지날수록 향이 옅어지게 된다.

경로가 길게되면 개미들이 페로몬 흔적을 남기는 시간도

길어지게 되고 자연적으로 긴 경로에는 상대적으로 향이

옅어진다. 개미들은 여러 경로 중 페로몬의 향이 강한 길

을 선택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짧은 길일수록 개미들의 왕

래가 잦아지면서 페로몬의 향기는 강해진다. 결국, 세 번

째 개미경로와 같이 개미들은 가장 짧은 경로를 선택하게

된다[5].

그림 1. ACO 알고리즘을 적용한 개미 경로 진행과정

3. 동적 상황인식 기반 감속률에 따른 경로 계획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동적 상황인식 기반 경로 계획은

이동시점에서 도로혼잡 상황정보를 파악하고, 상황에 따른

이동시간을 추론하여 경로를 계획한다. 상황기반 이동시간

추론은 상황별 감속률에 따른다.

감속률 구하는 식(1)은 다음과 같다.

RdSP = SPt2 - SPt1

△T(t2-t1)

(1)

식(1)에서 △T는 현재시간(t2)에서 이전시간(t1)을 빼준

결과 값이다. SPt2는 현재 시간의 속도이고, SPt1는 이전

시간의 속도이다. 그러므로, 감속률이 낮을수록 속도차감

정도가 줄어들어 좋다.

그림 2는 감속률 기반 이동경로 링크 맵을 나타낸다. 개

미집단 시스템(ACS)를 적용한 확률에 기초하여 첫 번째

노드에서 두 번째 노드를 선택할 때는 거리값이 10인 최

단거리의 노드(0 → 1 → 2)을 선택한다. 다음 노드 선택

은 현재노드에서 거리값이 아닌 감소추세인 노드(0 → 1

→ 2 → 6)을 선택한다. 계속해서 감소 추세인 노드(0 →

1 →2 → 6 → 11 → 12)를 선택한다. 즉, 첫 번째 단계에

서는 전체적인 노드중에 제일 가까운 거리를 선택하고, 두

번째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감소 추세인 쪽으로 선택

하여 목적지에 도달한다. 결론적으로는 도로의 혼잡 상황

을 고려한 감속률 기반 이동경로를 선정함으로써, 목적지

까지 소통원활한 곳으로 안내하여 운전자에게 최단 시간

및 최소 비용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림 2. 감속률 기반 이동경로 링크 맵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개미 집단 최적화(Ant Colony

Optimization, ACO) 알고리즘을 적용한 감속률에 따른 동

적 상황인식 경로 선정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최단 시간

및 최소 비용의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교통정체

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

대한다. 향후 연구방향은 동적 상황인식 기반 감속률에 따

른 경로 선정 방법을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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