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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T 산업이 발달하고, 정보의 양이 넘쳐날수록, 사람들은 획일화되어 제공되는 정보 보다는, 스스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찾아내며, 이를 가공하여 판단하고 반응한다. 그러므로 정보 제공자들은 이러한 개인들의 성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서는 획일화된 정보보다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비용의 비교를 통해 경로를 선택하는 기존 알고리즘과 달리 최저비용과의 차이를 통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노드 기반 탐색법에 비해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 없이 효율적으로 환승이나 회전제약을 표현할 수 있는
링크 기반 탐색법을 기반으로 운전자들의 다양한 needs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즉 유연한 탐색 알고리즘의 개발을 목표
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기존의 최적 경로와 다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다목적 정보
제공을 위한 다경로 탐색기법을 위한 통행원리를 개념화한 후, 이를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가상의 네트워
크에 적용하여 알고리즘 수행과정을 보여주고자 한다.
It is known that over one million car navigation devices are being currently used in Korea. Most, if
not all, route guidance systems, however, provide only one “best” route to users, not providing any options
for various types of users to select. The current practice dose not consider each individual's different
preferences. These days, a vast amount of information became available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in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y. Thus, users prefer choices to be given and like to select the one that
suits him/her the best among available information. To provide such options in this paper, we developed
an algorithm that provides alternative routes that may not the “least cost” ones, but ones that are close
to the “least cost” routes for users to select.
The algorithm developed and introduced in the paper utilizes a link-based search method, rather than
the traditional node-based search method. The link-based algorithm can still utilize the existing
transportation network without any modifications, and yet enables to provide flexible route guidance to
meet the various needs of users by allowing transfer to other modes and/or restricting left turns. The
algorithm developed has been applied to a toy network and demonstrated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multi-path search algorithm for multi-purpos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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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탐색하였다.
다수경로 탐색 방법의 경우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내비게이션 단말기 판매 대수

Shier(1979)의 알고리즘과 Yen(1971)의 알고리즘이

는 6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이동통신사들의

있다. Martins(1984)와 Azevedo et al.(1993)은

텔레매틱스 서비스도 5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Yen의 알고리즘을 루프경로까지 포함하여 탐색하는 방

우리나라도 100만이 넘는 운전자가 경로탐색을 위한

법을 제시하였고, 이미영 외(2003)는 Yen의 알고리즘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을, 이미영 외(2004)는 Shier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도, 현실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경로를 효율적으로 산정

운전자들에게 차선의 정보에 대한 제공영역을 넓히기 위

할 수 있는, 최단 경로 탐색 알고리즘 개발의 중요성을

한 링크 기반 K 개의 다수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제시하

강조하고 있다(Kaufman and Smith, 1993). 그런

였다. 본 논문에서는 Shier의 알고리즘과 Yen의 알고리

데 지금까지 사업화된 길안내 모형들은 최적 경로 하나

즘을 비교한 후, 연구의 목적인 통행자의 다양한 needs

만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길

를 반영할 수 있는 Yen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탐색기

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즉, 한 가지 정보만을 제공

법을 개발하였다.

함으로써, 이용자가 자신의 경로를 선택할 적절한 비교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들 모두는 아직까지 통행 목적

대상을 제시해 주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최적 경

자체에만 비중을 두고 개발된 알고리즘으로서 다목적을

로만을 제공하는 것은 네트워크상 최단 경로로 이용자

고려한 알고리즘은 오승(2004), Kang et al.(2006)

들을 몰리게 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이외에 특별히 개발되고 연구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두

지체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로는 더

연구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은 통행 목적이 결정된 후

이상 최적 경로가 아니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경로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이다. 하

최적 경로 제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경로

지만 통행자들은 자신들의 needs에 따라, 주어진 정보

인지비용(Sheffi, 1985)의 확률적 속성 때문에 다양한

로부터 목적행동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정보를 미리 제공

노선의 정보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도록 차선의 정보

한 후, 통행자 스스로 목적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알고

에 대한 제공영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리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

(Rilett & Park, 1996). 그러므로 여러 대안 경로를

행자들의 다양한 needs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알고

제공하는 다경로 알고리즘의 유연성은 최단 경로에 의

리즘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이러한 알고리즘을

존하는 것보다 현실적 정보제공 수단으로 활용가치가

유연한 알고리즘(flexible search algorithm)이라 부

매우 높다(이미영 외, 2003).

르기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목적 다경로 탐색을 위한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노드 기반의 최단 경로

유연한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집으로 가는 통행만 고려하

탐색으로서, 이 경우 단일 교통망이 아닌, 복합 교통망

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서점에서 책을 사고, 식당에서

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환승을 위해 노드와 링크를 추가

외식을 하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서 돌아가려 하는

하여야만 표현이 가능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데, 3가지 목적 행동 각각의 선택 여부는 주어진 경로에

수많은 회전제약들에 의한 U-turn, P-turn 등을 직접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경로를

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점 또한 포함하고 있다. 이

K 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러한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링크

이러한 목표를 위해 기존의 최적 경로와 다경로 탐

기반의 최단 경로 탐색 기법으로서, Potts & Oliver

색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다목

(1972)는 회전 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링크기반

적 다경로 탐색기법을 위한 통행원리를 개념화한 후,

경로 탐색법을 보여주었고, 노정현․남궁성(1995)은

링크 기반 탐색법을 이용하고, 기존의 다수경로탐색 기

링크기반 탐색 법을 Dijkstra 알고리즘에 적용한 경로

법을 응용하여, 최저가와의 차이라는 새로운 비용가치

탐색법을 소개하였다. 환승을 고려한 링크 기반 탐색은

를 도입하여 사람들의 다양한 needs를 최대한 반영할

김현명 외(1999)에서 제시되었으며, 장인성(2000)은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 즉 유연한 탐색 알고리즘을

환승 시간 제약을 고려한 링크 기반 탐색법을 제안하였

개발한 후, 가상의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알고리즘 수행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링크 탐색법을 이용하여, 경로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다.

대한교통학회지 제24권 제3호, 2006년 5월

Ⅱ. 기존 알고리즘의 고찰

179

오는 최적 경로의 비용에, 해당링크의 값을 합하여 해
당링크가 향하는 노드의 도착 비용으로 정하면 된다.

1. 링크 기반 탐색법

노드기반 탐색 방법이 출발지부터 탐색을 시작하여
먼저 탐색된 노드를 우선적인 다음 탐색노드로 고려하여

링크 기반의 최단경로탐색 알고리즘은 현 노드의 전
노드나 전전 노드를 검색해서 기점노드로부터 현 노드
까지의 최단경로를 구축하는 노드기반의 순차적 탐색법
과는 달리, 현 링크의 전 링크를 검색함으로서 기점노
드로부터 현 링크의 종결노드까지의 최단경로를 구축한
다(장인성, 2000). 일반적인 노드 기반 탐색법의 경
우, 알고리즘의 특성상 노드의 중복을 허락하지 않으므
로, 연속적인 회전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하기가 힘
들다. 하지만 링크 기반 탐색법의 경우 링크의 중복을
허락하지는 않지만, 노드의 중복을 허락하므로 더욱 현
실에 근접한 탐색을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노드 기반 탐색 알고리즘의 경우는 노드1에서
노드3으로 가는 경로를 노드1-노드2-노드3으로 계산하
지만, 노드2에서 노드3으로 가는 길은 좌회전 금지이
므로, 최적경로는 노드1-노드2-노드4-노드5-노드2-노

링크의 도착노드까지 비용을 계산한 후, 노드비용의 갱
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반복하여 수행하는
반면, 링크기반 탐색 방법은 출발 노드에서 연결된 링크
를 우선 탐색하여, 탐색된 링크를 다음 탐색링크로 선정
하고, 선정된 링크의 도착 노드를 출발 노드로 하는 인접
링크의 링크비용을 갱신한다. 알고리즘은 링크비용의 갱
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반복하여 수행한다.
알고리즘의 수행과정이 종료되면 노드표지에 근거한 비
용으로 환산만 해주면 된다. 이 때 출발지  에서 링크 
의 출발지점까지 최단 경로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인접된 링크 와 로 구성된 표지를 이용한다.
이때 노드표지와의 차이점은 두 인접링크에서 발생하는
회전비용( )을 추가적인 네트워크의 확장 없이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미영외, 2003, 2004).
최단경로비용이 갱신되어 계산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이미영 외, 2003).

드3이 되어 노드의 중복이 발생된다. 이것을 링크로 표
현하면 링크 a-링크 c-링크 d-링크 e-링크 b로서 링크


   
     

  

의 중복 없이 회전제약을 고려할 수 있다.
 

: 출발지  에서 링크 a의 출발지점까지 최단
경로 비용




: 링크 a의 비용
: 링크 a, b 사이의 지체 비용

<그림 1> 회전 제약이 있는 네트워크

이러한 링크 기반 탐색법은 최적 경로를 생각할 때,
회전제약 문제 때문에 U-turn이나 P-turn과 같이 노

<그림 2> 링크기반 최단경로비용계산

드의 중복은 무수히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같은 길을
다시 가는 경우, 즉 링크의 반복은 나타날 수 없는 현

2. 다경로 탐색 기법

실에 더욱 맞는 탐색법이라 할 수 있다.
최단경로탐색 알고리즘은 출발 노드  에서부터 각

다경로 탐색 기법은 출발지  에서 도착지  까지 최

노드까지 비용을 계산하여 비교하여야 하므로, 링크 기

적 경로를 비용의 순서대로 K 개 제시하는 알고리즘으

반으로 탐색할 경우, 링크탐색 다음에 노드비용으로 전

로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존의 표지

환해주는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이는 해당링크로 들어

확정/교정의 방법을 확대 이용하는 것으로 K 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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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동시에 탐색하는 방법(Shier, 1979)이고, 다른

 

: 링크 지표

하나는 최단경로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탐색된(1～ K-1)



: 구입 상품 지표

경로를 기반으로, 경로의 부분삭제를 통해 K 번째 다

 or 

: 연속된 노드 ,  간 링크 의비용

른 경로를 발견하는 방법이다(Yen, 1971).



: 링크 , 사이의 지체비용

Yen의 알고리즘이 최단경로로부터 다음 최단경로를





차례대로 도출해 냄으로써, 통행자의 needs에 맞는 정
보를 유연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반면, Shier의 알고리

: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상품  의
단위 가격 중 최저가



: 링크 에 존재하는 상품 의 단위

즘은 지정된 조건에서 K 개의 경로를 동시에 탐색하므

가격과 최저가( )와의 차

로, 제공되는 정보가 경직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통



: 상품 의 구입 수량

행자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A라는 행동과 B라는 행동을



: 상품  의 구매 비용

하기를 원하는 데, B라는 행동은 지금 당장 할 필요는





: 통행자의 시간당 단위 비용

없다면, Yen의 알고리즘은 B를 하였을 때와 하지 않았



: 수단 를 이용하여 링크 를 통과

을 때의 경로를 유연하게 모두 제시할 수 있어서, 통행자
에게 유연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반면, Shier의
알고리즘은 B라는 행동을 할 지 말지를 미리 결정해야,

하는 시간




: 통행자의 시간 비용



 

: 출발지  과 도착지  를 연결하는

알고리즘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결과에는 항상 했을 때,
또는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만 남게 된다.

경로 중 수단 를 이용한 경로


: 수단 의 거리와 관련된 비용들의



즉 Yen의 알고리즘은 최단경로부터 시작하고 K값
을 미리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최단경로에 행동 B를
할 수 있는 경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행동 B를
할 수 있는 경로가 나올 때까지, 알고리즘을 반복수행
하여, B를 하였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총 통행 비
용 차이를 통행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반면 Shier의
알고리즘은 행동여부와 K값 모두 미리 지정해 줘야 하

단위 비용




: 수단 를 통해 경로 를 이동한 거리





최적으로 선택된  집합
 





에 사용자가 다음 경로를 원할 때 처음부터 다시 K+1

는 경로집합


:   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의



: 출발지  과 도착지  를 연결하는



제공은 더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Yen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이미영외

: 출발지  과 도착지  를 연결하는
경로 중 선택되기 위해 대기하고 있

개를 계산하는 반면, Yen의 알고리즘은 이미 선택된
경로를 바탕으로 계산하므로 정보 제공 후 추가 정보

: 출발지  과 도착지  를 연결하는
선택된 경로집합

의 알고리즘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Shier의 알고리즘은 K 개의 경로를 제시한 후

: 출발지  에서 도착지  사이에 존
재하는 모든  집합

므로, 다목적 다경로 탐색 알고리즘의 목적이 통행자에
게 유연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임을 고려할 때, Yen

: 통행자의 거리 관련 비용
: 출발지  에서 도착지  사이에서

경로집합

(2003)의 방법론을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변형하여

선택된 경로 중 K 번째 최단경로.

적용한다.





:    에서 출발지  과 경유지 i를

Ⅲ. 링크기반 다목적 다경로 탐색기법

 

: 노드 j에서 도착지  까지의 최단 경로

 

: 경로  의 비용

연결하는 경로

1. 표식
2. 비용계산
 ,  , , ,  : 노드 지표,  ,  는 출발지와 도착지

를 표시

비용 계산과 관련되어서는 김창호(2003)에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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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방법을 기반으로 상품구매 가격 대신 최저가와의 차

상품 1의 평균가격이 10000원이고 경로 1에서 반짝

이를 사용하며, 몇 가지 개념을 단순화 한다.

대박세일을 하고 있다면, 통행자는 경로 2를 포기하고

다목적 다경로 알고리즘에서 “현재 나의 위치에서 출

경로 1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총통행비용으로 K 개

발하여 10리터의 휘발유를 넣기 위해 주유소를 들르

를 정렬했을 경우 고가품일수록 할인 폭이 무척 크다고

며, 책 두 권을 사고, 케이크 하나를 사서 집으로 가는

할지라도 다른 상품과의 가격차이로 인해, K 개에 선

최소 비용의 경로를 찾아라.”라는 여러 개의 통행목적

택되지 않을 확률이 무척 높다.

이 존재한다면, 그 때의 비용 계산은 다음과 같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용을 최저가와의 차이로 계산
하면 결과는 <표 2>와 같다.

1) 구입비용
<표 2> 최저가로 비교한 경로 선택의 예

위의 예제에서 구입해야 할 상품은 세 개다. 10리터
통행비용

의 휘발유를 구입하는 행동은    ,    , 두 권의
책을 사는 행동은   ,     , 케이크 하나를 구입

경로 1

200

하는 행동은    ,     로서 표현되고, 링크  에 존

경로 2

200

경로 3

180

⋯

⋯

재하는 상품  의 단위가격과 최저가( )와의 차이는
 으로 표현된다.

이 중 선택된 최적 경로에 여러 개의 상품 구입 장

상품 1 비용 상품 2 비용
0

총 비용
200

500

700
180

최저가

⋯

⋯

5000

1500

⋯

소가 존재한다면,   인 링크에서 구매가 이루어

이 경우, 상품 2가 최저가 보다 무척 비싸므로 그 결

진다. 현실에 맞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정차 비

과가 총 통행비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경로

용 또한 고려해야 하나. 상품 구매 링크 선택 알고리즘

가 만약 K 개에 포함된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때와 비용

이 무척 복잡해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차가 무척 크므로, 통행자는 상품 구매를 미룰 지, 말지

구입비용에서 각 상품의 최저가와의 차이를 적용하
는 것은 통행자들에게 유연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를 충분한 정보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   ×{  + }으로 계산된다.

서이다. 즉, 통행자가 귀가 도중 상품 1과 상품 2를 구
입하고자 하는데, 만약 둘 다 모두 당장 구입해야 한다

2) 시간 비용

면, 두 상품의 가격을 모두 고려하여 비교가 가능하지
만, 크게 급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

각 통행자의 시간당 단위 시간비용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라고 표기한다. 이 때 출발지  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서 도착지  까지 총 이동시간을

즉, <표 1>과 같은 경로들을 생각해보자



총 비용

   

  
 ∈

경로 1
경로 2
경로 3
⋯
최저가

200
200
180
⋯

5000
2000
⋯
5000

⋯
1500




시간 비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상품비용으로 비교한 경로선택의 예
통행비용 상품 1 비용 상품 2 비용

 라 하면, 통행자의

5200
2200
180
⋯






3) 거리 관련 비용들
연료 소비, 차량 감가상각비, 대중교통 요금처럼 거
리와 관련된 비용들의 Km당 단위 비용을  라 하고,

이 때, 총 통행비용으로만 최적 경로를 도출하면, 경
로 3-경로 2-경로 1이 될 것이다. 하지만, 상품 1과 2

수단 를 통해 이동한 총 거리를  라고 하면, 총 거리
관련 비용   는 다음과 같다.

의 가격 차이에 의해, 경로 2의 경우는 최저가 보다
500원이나 더 비싸게 주고 사야 하는 경우이지만, 상
품 1의 경우는 최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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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출발지  에서 도착지  까지 통행 비용은

【step 2】(k=2,3,…,K) 반복진행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의 결정


 를 발견하기 위하여 이미   ,   , … ,   




   =   



통행 비용을 기준으로 통행 경로를 도출하고, 상품
구매 비용은 통행자의 기호에 따라 최종 결과에 전부
반영하거나 일부 반영하여 통행자의 needs에 맞는 K
개의 최적 경로를 도출한다.
이러한 비용을 바탕으로 한 링크기반 다목적 다경로
탐색기법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가 이미  에 포함되어 있음.


1) 탐색금지 링크를 통한  선정
(1)    경로에서 도착지  하나 전 링크부터 차
례대로 탐색금지 링크를 부여하면서,  를 구
성한다.
즉,    가 ( )-(2)-(3)-(4)-( ) 라면,
 = {( )-(2)-(3)-(4)} ,

3. 알고리즘

 = {( )-(2)-(3)},
 = {( )-(2)}가 된다.

본 연구는 Yen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이미영 외
(2003)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몇 가지 방법을 추가하여
새롭게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첫 번째 단계인 최적경로
   탐색과정에서 역방향 링크 기반 최단 경로 탐색 방

법을 사용하여 각 노드에서 도착지  까지의 최단경로를
찾는다. 이 때 저장된 각 노드와 도착지까지의 최단경로
를 K번째 경로를 탐색할 때 사용하므로, 각 단계마다의
경로 탐색 과정이 생략되는 새로운 알고리즘이다. 또한
  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의 경로집합    를 새

롭게 도입하여, 이전에 탐색된 경로와의 반복탐색을 피
하게 함으로써 알고리즘의 효율을 높였다. K번째 경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저장된   중 가장 작은 값과 새롭게
추가된 값들을 비교하면 되므로 상당히 효율적인 경로탐
색이 가능하다.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step 1】   ,   결정
1)   ,   결정
(1) 역방향 링크 기반 최단경로 탐색 방법을 사용하

(2) 이 때,   에서 노드 연결 순서가 ( )-(2)-…
-(i-1)-(i)이고,



∈

 

이면,

 ,

     , … ,  는 이미 그 전 단계에서 계

산이 되었으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라면,    =    ∪ { }을 한
(3)  ∈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4) 상품 집합은 다음과 같이 된다.
  =      -    

2)   의 구성
선정된  에서 i번째 노드와 연결된 노드 중   
에서 연결되었던 노드를 제외한 다른 모든 노드들을 선
택한 후, 이미 계산된   에서 선택된 노드들로부터 도
착지  까지 최단경로를 첨가하여, 대기 경로 집합  
에 추가한다.
즉,  = {( )-(2)-(3)-(4)}에서,

여 도착지  와 모든 노드간의 최단 경로를 찾은

노드 (4)에서 연결된 노드가 (5), (6), ( ) 이고,

후, 출발지  에서 도착지  까지의 최단경로를

  ={(5)-(7)-( )},

  라 한다. 이 때, 각 경로마다 통행비용을



   라 한다.

(2) 경로를 구성하는 링크에  이 존재하면,  에
추가한다.
 =  ∪ { }

(3) 선택된 경로를  에 추가한다.
 =  ∪ {  }

  ={(6)-(8)-(9)-( )}라

면, 대기 경로 집합  에 추가되는 경로는
 +  = {( )-(2)-(3)-(4)-(5)-(7)-( )}
 +  = {( )-(2)-(3)-(4)-(6)-(8)-(9)-( )}

가 된다.
이 때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상품이 n이고, 선택된
경로가 링크a - 노드i - 링크b - 노드j - 링크c 와 같
다면(―(a)→

ⓘ

―(b)→

ⓙ

―(c)→), 비용과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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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괄호안의 숫자는 링크 비용을 뜻한다. 구입하고자

집합은 다음과 같다.






:   + + + +  +min{ }

비용









상품 집합 :  =  ∪  ∪ 

하는 상품은 2개이며, 각각 한 개씩 구매하기를 원한
다.   =   =1. 위치와 단위가격과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이 때, 각 상품의 단위가격 중 최저가는

(  ∈  )

 =10,  =5 이다.

3) K번째 경로의 선정
  에서 가장 작은 비용을 가진 경로를 K번째 경로
 로 선정하여  에 포함시키고,   에서 제외한다.
 =   , ∀∈ 
 =  ∪ { } ,   =   - { }

4) K번째 경로에서 상품 구입비용 계산.
 는   의  중 최소값들로 구성되고,  

<그림 3> 실험 네트워크

에  을 더하여, 원래 가격으로 변환한 후, 구입 수량
  을 곱하여 상품 구입비용   을 구한다.

<표 3> 상품 구매 정보

 =  { } < ∈  >










=  ×{min( )+ }

5) 사용자가 선택한 조건에 맞는 결과가 제시되면 알고리

상품
위치
가격차
(  )

1
4
0
(  )

1
9
2
(  )

1
6
1
(  )

2
5
1
(  )

2
11
2
(  )

2
8
0
(  )

즘 종료
(1)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통행만 하는 경우, 통행

2. 알고리즘의 적용

비용만으로 K 개의 최적 경로를 제공한다.
(2) 상품 n을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면, 구매하지 않
았을 때와의 비교를 위하여 한 두 개 정도의 최
적통행경로를 제시한 후,



【Step 1】  ,   의 결정
역방향 링크기반 최단 경로 탐색법을 사용하여 구한다.

을 고려한 통행 가

격으로 정렬된 K 개를 제공한다.
(3) 상품 n을 반드시 구매할 필요가 없다면, 순차적
으로 계속 K 개를 제공할 때까지,   에서 
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있는 경로가 나타
날 때까지 경로를 제공하고 종료한다.

Ⅳ. 알고리즘의 적용
<그림 4> 노드  까지 최단 경로

1. 실험 네트워크의 구성
<그림 3>과 같이 7개의 노드와 12개의 링크로 구성

<표 4> 노드 s까지 최단경로 정보

위하여 회전지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알파

출발지
도착지
통행비용

벳은 노드를 뜻하고, 화살표 위의 숫자는 링크를 뜻하

 

되어 있는 임의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계산의 편의를

r
s
8
-

f
s
8


g
s
5
-

h
s
6

i
s
2





j
s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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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의 결정 - 통행비용만을 고려

고, 미리 저장된    의 비용을 더하면 경로의 비용이

앞에서 탐색된   ( -g- )를 기반으로   를 찾는다.

결정된다. 6번 링크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

먼저 g- 를 연결하는 10번 링크를 탐색 금지 링크

하면 된다. 노드 g 에 더 이상 연결된 링크가 없으므

로 선정한다. 그러면   ( -g)가    에 저장되고, 노

로, 그 다음 탐색금지링크를 선정하도록 한다. 2번 링

드 g에서 새롭게 연결되는 링크를 찾으면 된다. 5번

크( -g)가 탐색 금지 링크가 되고,   ( )을    에

링크(g-h)와 6번 링크(g-i) 두 가지가 다음 탐색 링크

저장한 후 노드  에서 연결된 1번 링크( -f)가 다음

가 되고, 각각의 비용은   ( -g)의 비용 -  의 비용

탐색 링크가 된다. 이 때 비용 계산 역시, 앞서 계산했

에서 탐색금지링크인 10번 링크의 비용을 빼면 된다.-

던.   ( -g)의 비용에서 탐색금지링크인 2번 링크의

에서 다음 탐색 대상인 5번 링크(g-h)의 비용을 더하

비용을 뺀 후, 새로운 탐색링크인 1번 링크의 비용을
더하고, 미리 저장된,   의 비용을 더하면 된다. 더
이상의 탐색 금지링크가 없으므로   에 저장된 값 중

<표 5> 통행비용만 고려한 다경로 탐색 결과
 



 

  + +  

1
2

r-g
r

3

r-g-i

4

r-f-h-j
r-f-h
r-f

5

r-f-h-i

6

r-g-h-j
r-g-h

7

r-g-i-j

8

r-f-h-g

9

r-g-h-i

11
12
13
14
15
16
17
18
19

   

r-g-h-j-s
r-g-i-s
r-f-h-j-s
r-g-i-j-s
r-g(X)2)
r-f-h-j(X)3)
r-f-h-g-s
r-f-h-i-s
r-f(X)
r-f-h-i-j-s
r-f-h(X)
r-g-h-j(X)
r-g-h-g-s
r-g-h-i-s
r-g(X)
r-g-i-j(X)
r-g-i(X)
r-f-h-g-h-j-s
r-f-h-g-i-s
r-f-h(X)

3+3+6=12
3+4+2=9
0+2+8=10
7+3+2=12

r-g-s
(5)1)
(2) r-g-i-s
(3)
(6)
r-f-h-j-s

10

4+3+5=12
4+5+2=11

(7)
(4)

r-f-h-i-s

11

9+3+2=14

(10)

r-g-h-js

12

6+3+5=14
6+5+2=13

(11)
(8)

r-g-h-i-j-s
r-g-h(X)

r-f-h-g-i-j-s
r-f-h-g(X)
r-f-h-i-j(X)
r-f-h-i-j
r-f-h-i(X)
r-g-h-g-i-s
r-g-h-g
r-g-h(X)
r-g-h-g-i-j-s
r-g-h-g-i
r-g-h-g(X)
r-f-h-g-h-j(X)
r-f-h-g-h-j r-f-h-g-h-i-s
r-f-h-g-h
r-f-h-g(X)
r-g-h-i-j(X)
r-g-h-i-j
r-g-h-i(X)
r-f-h-g-i-j(X)
r-f-h-g-i-j
r-f-h-g-i(X)
r-f-h-g-h-i r-f-h-g-h-i-j-s
r-f-h-g-h(X)
r-g-h-g-i-j(X)
r-g-h-g-i-j r-g-h-g-i(X)
r-f-h-g-h-i-j
r-f-h-g-h-i-j (X)
r-f-h-g-h-i(X)

10 r-f-h-g-i



8
9

r-g-i-j-s

12

r-f-h-gs

12

(13)
(9)

r-g-h-is

13

11+3+2=16 (14)

r-f-h-g-i
-s

13

11+3+2=16 (15)

r-f-h-i-j
-s
r-g-h-gs
r-g-h-gi-s
r-f-h-gh-j-s

14

7+3+6=16
7+4+2=13

9+4=2=15

(12)

13+3+2=18 (17)
10+5+2=17 (16)

15+3+2=20 (18)

가장 작은 값을   로 결정하면 된다. 나머지 단계도
이와 같은 방법을 실시하면,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통행 비용의 순으로 링크의 반복 없이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3. 알고리즘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이 통행자의 needs를 고려한 유연한 정
보 제공을 위한 다목적 다경로 탐색 알고리즘의 개발이므
로, 가능한 요구 4가지에 따라 각각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r-g-h-i-j
-s
r-f-h-g-i
-j-s
r-f-h-gh-i-s
r-g-h-gi-j-s
r-f-h-gh-i-j-s

같이 나타난다. 통행자의 요구가 K=5라고 가정하고, 최
단경로와의 비교를 위하여 최단경로를 기본으로 제공받기
를 원한다면, K=6일 때까지 알고리즘이 반복된다.
1) 통행자가 상품 1과 2 모두 반드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14

<표 6> 상품 1, 2 모두 존재하는 경로들
15
16
16
16
17
18
20

1) 괄호 안의 숫자는 K값
2)    에 이미 앞에서 탐색된 경로가 있으므로 중단
3) 탐색 금지 링크 이외에 새롭게 연결되는 링크가 없으므로 중단



최적경로



r-g-s
1 2-10
2 r-g-i-s
2-6-11
r-f-h-g-i-s
3
1-3-4-6-11
r-g-h-g-s
4 2-5-4-10
5 r-g-h-g-i-s
2-5-4-6-11
r-f-h-g-h-j-s
6
1-3-4-5-8-12

  

min min 총 실제 구매

 비용 비용 상품

 

8

-

-

8

8

-

9

 , 

1

2

12

27

1, 2

13

 ,  ,


0

2

15

30

1, 2

14

 , 

0

1

15

30

1, 2

15







0

1

16

31

1, 2

16

 ,  ,


0

0

16

31

1,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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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1과 상품 2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로들만 고려

있으므로, 최단경로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하여 [통행비용 + 상품 1의 비용차 + 상품 2의 비용

<표 8>과 같은 정보가 제공될 경우, 상품 1의 구매

차] 순서로 정리하고, 통행시간의 비교를 위하여, 최단

여부는 상품 1에 대한 통행자의 민감도에 따라 결정

경로는 기본으로 제공한다. 비용에 무척 민감한 통행자

된다. 통행자가 상품 1의 가격에 민감하다면, 구매를

의 경우 최단 경로와 상품 구입 시 경로와의 차이가 무

포기하고 통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제공

척 크다면, 구입통행을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최단경로

하기 위해서는 최적경로 선정에 상품 1의 가격이 포함

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되어서는 안 된다.

2) 통행자가 상품 1은 반드시 구입, 상품 2는 당장 구입할

<표 8> 상품 2가 존재하는 경로들

필요가 없는 경우



상품 1이 반드시 존재하는 경로만 고려하여 [통행비
용 + 상품 1의 비용차] 순서로 정리하고, 통행시간의
비교를 위하여, 최단경로는 기본으로 제공한다. 비용에
무척 민감한 통행자의 경우 최단 경로와 상품 구입 시
경로와의 차이가 무척 크다면, 구입통행을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최단경로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표 7>과 같은 정보가 제공될 경우, 상품 2의 구매
여부는 상품 2에 대한 통행자의 민감도에 따라 결정

최적경로

1 r-g-s
2-10
r-f-h-j-s
2
1-3-8-12
r-g-i-s
3 2-6-11
4 r-g-h-j-s
2-5-8-12
r-f-h-i-s
5
1-3-7-11
r-g-h-i-s
6 2-5-7-11

   

 

8

min min

총 실제 구매
비용 비용 상품





-

-

8

8

-

0

10

15

2

2

11

27

1, 2

10



9

 , 

12

 , 

0

12

17

2

11



2

13

18

2

13

 , 

1

14

19

2

1

된다. 통행자가 상품 2의 가격에 민감하다면, 구매를
포기하고 통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제공
하기 위해서는 최적경로 선정에 상품 2의 가격이 포함
되어서는 안 된다.

<표 9> 모든 경로들

<표 7> 상품 1이 존재하는 경로들


최적경로

    

1 r-g-s
2-10
r-g-i-s
2
2-6-11
r-f-h-g-s
3 1-3-4-10
4 r-g-i-j-s
2-6-9-12
r-f-h-g-i-s
5
1-3-4-6-11
r-g-h-g-s
6 2-5-4-10

4) 통행자가 상품 1, 2 모두 당장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8



min min 총 실제 구매

 비용 비용 상품

2

-

-

8

8

 , 

1

2

10

27 1, 2

3

12



0

12

22

1

4

12

 , 

1

13

23

1

5

9

13
14

 ,  ,

 , 

-

1

0

2

13

30 1, 2

0

1

14

30 1, 2

3) 통행자가 상품 2는 반드시 구입, 상품 1은 당장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6

최적경로
r-g-s
2-10
r-f-h-j-s
1-3-8-12
r-g-i-s
2-6-11
r-g-h-j-s
2-5-8-12
r-f-h-g-s
1-3-4-10
r-f-h-i-s
1-3-7-11

    

 

8

min min 총 실제 구매

 비용 비용 상품
-

-

8

8

-

10



-

0

10

15

2

9

 , 

1

2

12

27

1, 2

12

 , 

-

0

12

17

2

12



0

-

12

22

1

11



-

2

13

18

2

모든 경로에 대하여 [통행비용+각 상품의 비용차
(없을 경우는 0으로 처리)] 순서로 정리하고, 통행시간
의 비교를 위하여, 최단경로는 기본으로 제공한다. 비
용에 무척 민감한 통행자의 경우 최단 경로와 상품 구

상품 2가 반드시 존재하는 경로만 고려하여 [통행비

입 시 경로와의 차이가 무척 크다면, 구입통행을 포기

용 + 상품 2의 비용차] 순서로 정리하고, 통행시간의

할 수도 있으므로, 최단경로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비교를 위하여, 최단경로는 기본으로 제공한다. 비용에

통행비용만을 고려하였을 때의 결과와 다른 순서로

무척 민감한 통행자의 경우 최단 경로와 상품 구입 시

정렬되어 제시. 이 경우는 통행자가 최단 경로와의 비

경로와의 차이가 무척 크다면, 구입통행을 포기할 수도

용 차이, 또는 최저가와의 비용 차이를 스스로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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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통행 이외의 목적통행을 실시 할지 아닐 지 자신의

비가 40, 상품 2의 구입비가 20 정차비가 20 인데,

가치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경로 2에서는 한 번의 정차로 상품1과 상품 2를 동시

첫 번째의 경우와 차이가 나는 것은 비용 계산 방법

에 구입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은 똑같지만, 정렬할 때 첫 번째 방법은 상품 1과 상품
2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경로는 제외되는 반면, 이
경우는 상품의 포함여부에 상관없이 전체 비용으로 정
렬하기 때문이다.

Ⅴ. 결론

<표 10> 링크별 상품 구입비 및 정차비
링크1
링크2

상품1
20
40

상품2
20

정차비
30
20

이 때, 상품 1과 상품 2를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면,
최저가만을 택하는 경우 링크 1에서 상품 1을 링크 2에

IT 산업이 발달하고, 정보의 양이 넘쳐날수록, 사람

서 상품 2를 구입하는 것이 최적이나, 정차비를 포함하

들은 획일화되어 제공되는 정보 보다는, 스스로 다양한

면, 링크 1과 링크 2에서 각각 구입하는 비용은

방법을 통해 정보를 찾아내며, 이를 가공하여 판단하

20+30+20+20= 90이 된다. 하지만, 링크 2에서 상

고, 반응한다. 그러므로 정보 제공자들은 이러한 개인

품 1. 상품2를 동시에 구입하면, 40+20+20 = 80으

들의 다양한 needs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로, 이것이 최적 경로가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정차 문

정보보다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로 내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

하고 유연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만 할 것이다.

구입지의 가격과 정차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조합의 문제

하지만 지금까지 제시되어 온 대부분의 경로 탐색

로 풀어야만 하므로 매번 경로 선택마다, 이러한 비교를

알고리즘은 최단 경로에만 국한되거나, 통행자체만을

하는 것은 연산수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가져온다. 그

고려하였다. 다목적을 고려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그

러므로 이러한 정차 비용을 고려한 알고리즘의 개발이

목적통행이 일어나야 한다고 가정함으로서, 더욱 다양

이루어져야, 현실에 더욱 가까운 알고리즘이 될 것이다.

해 질 수 있는 통행자의 판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개발된 탐색 알고리즘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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