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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all building construction, time for transporting materials on a floor is one of the factors
which largely affect work productivity. Thus, the necessity of optimizing the floor-level layout plan has
increased, and path finding algorithms to find an optimal path by considering various obstacles have been
required to provide a more reliable floor-level layout planning. Jump point search (JPS) algorithm has high
accuracy of optimal paths through global search by minimizing the computational problem, compared to
heuristic search algorithms that find paths at the moderate level to reduce the computational time and
effort.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floor-level layout planning model for tall building construction
based on optimal path finding by the JPS algorithm. The applicability of the JPS algorithm to the
construction field was verified by increasing work productivity of the floor-level layout planning of the
heuristic search by approximately 14%. The proposed path finding algorithm will contribute to preparing a
more reliable construction layout planning model.
Keyword : Tall building construction, Floor-level layout planning, Global search, Jump point search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2-8].
하지만, 최근 초고층 건축물의 증가는 건물 내부 작
업 층 내에서의 배치계획(floor-level layout planning)
최적화 연구를 요구한다[8]. 초고층 건축물은 일반 중
저층 건물에 비해 건물의 높이 뿐 아니라 평면 크기가
증가되며, 최근 비정형 초고층 건축물의 증가는 평면
의 복잡성을 증대시킨다. 이에 따라 건물 내부 작업
층 내 부적절한 자재위치 선정은 불필요한 자재 이동
및 운반거리를 상당히 증가시켜 작업 생산성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7,8].
신뢰할 수 있는 작업 층 내 자재배치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물 내부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인
식하여 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도입이 요
구된다. 건물 외부의 현장 레이아웃 계획 최적화와 관
련된 기존 모델들은 두 지점간 이동 경로를 직선으로
가정하고 운반거리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건물 내부는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 내에 엘리베이터 홀, 벽, 기둥,

1. 서론
13)

1.1 연구의 목적
건축공사에서 공간관리의 적부는 전체 프로젝트의
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현장
내 공간 사용 계획은 자원의 이동 및 운반 작업의 생
산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건축물이 고층화될수록
그 중요성은 매우 증가된다[1]. 이에 따라 사이트 수준
(site-level)에서 현장에 투입될 가시설물들의 크기, 형
상, 설치위치 등의 계획을 최적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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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등과 같은 다양한 장애물들이 존재함에 따라
직선거리를 이용한 운반거리 산정방식은 결과의 신뢰
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9]. 이에 Park et
al.[11]은 장애물을 인식하면서 운반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실제 이동 경로(Actual Travel Path; ATP) 알고리
즘 기반 작업 층 자재배치계획 모델을 제안하였으나,
연산과정의 과부하로 인해 적정 수준에서 최단경로를
구축하는 휴리스틱 탐색법을 사용함에 따라 정확도 측
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복잡한 경로 탐색 문제에 있어 최근 개발된
Jump Point Search(JPS) 알고리즘은 보다 유용한 대안
이 될 수 있다. JPS 알고리즘은 경로 탐색과정 중 불필
요한 연산과정을 생략(jumping)함으로서 연산과정의 과
부하 문제를 해결한 알고리즘으로, 사용자에 따라 무
한히 많은 탐색 대안이 존재하는 게임산업에 활용되어
왔다[14-19]. 이에 다양한 장애물로 인해 무수히 많은
경로가 존재하는 작업층 자재배치 최적화 모델링에 적
용할 경우, 특별한 제약조건 없이 보다 정확한 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재 운반시간의 최소화를 통
한 작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초고층 건축공사의 내
부 마감공사를 대상으로 JPS 알고리즘을 이용한 작업
층 자재배치 최적화 모델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초점
은 건축물 내부의 복잡한 공간 내에서 최적 경로 탐색
을 위한 JPS 알고리즘의 건설분야 적용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초고층 건축물의 내부 마감공사에 있어
작업층 내 자재배치 최적화 모델 개발을 연구 범위로
한다. 이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일반 건물에 비해
평면의 크기 및 복잡성이 크고, 투입자재의 종류 및
수가 많아 작업 층 내 자재의 이동시간이 작업 생산성
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자재배치 최적화는 하나의 작업 층에서 동일 작업일에
설치될 모든 자재의 운반 소요 시간이 최소로 되는 자
재배치 조합의 도출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자재의 배
치위치에 따른 설치위치까지의 정확한 이동경로 탐색
및 최적의 배치조합 도출을 위한 알고리즘이 각각 요
구된다. 본 연구에서 JPS 알고리즘은 보다 실제에 가깝
고 정확한 이동경로를 모델링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
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존에 Harabor and
Grastien[14]에 의해 제안된 알고리즘에서 개선된 경로
탐색 방식을 개발하였다. 최적 자재배치 조합의 도출
은 기존 레이아웃 계획 연구에서 적용성이 입증된 유
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을 활용한다
[7-12].
본 연구의 수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JPS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경로탐색 알고리즘의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
고, JPS 알고리즘과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작업 층
내 자재배치 최적화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기
존 ATP 알고리즘을 이용한 Park et al.[11]의 연구 결
과와 JPS 알고리즘을 이용한 결과의 비교를 수행함으
로써 제시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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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로탐색 알고리즘 고찰
최단 경로탐색을 위한 알고리즘은 탐색 방식에 따라
크게 전역 탐색법(global search)과 휴리스틱 탐색법
(heuristic search)으로 분류되어 사용되어 왔다[13]. 전
역 탐색법은 목적지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정확한 경로 탐색이 가능하나, 연산 부하 증가
로 인해 경로탐색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휴
리스틱 탐색법은 연산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수준
에서 최단 경로를 탐색하지만, 정확도 측면에서는 한
계를 지닌다. 따라서 최단 경로탐색의 정확도 향상과
함께 탐색 소요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JPS 알고리즘은 Harabor and
Grastien에 의해 개발되었다[14]. JPS 알고리즘은 불필
요한 연산 프로세스를 선택적으로 생략함으로서 기존
경로 탐색 알고리즘에서 발생하는 연산부하를 최소화
하였다. 이러한 연산부하의 최소화로 인해 전역 탐색
이 가능함에 따라 높은 정확도를 지닌다.
JPS 알고리즘의 연산 방식은 아래의 Figure 1과 같
다. 먼저,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일 경우 시작점
()는 도착점(  )까지의 경로 탐색을 위해 이동 가
능한 인접 지점을 탐색하게 된다. 이 때 에서 이
동 가능한 인접 지점은   ,   및   로 나타낼 수
있다(Figure 1(a)). 이러한 인접지점들 중  까지 최단거
리는   에서부터 직선 경로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처럼 인접지점에서 도착점까지 직선경로가 되
는 경우는 연산을 생략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Figure
1(b)와 같이 탐색 과정 중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도착점(  )과 직선 경로가 되는 인접지점까지 연산과정
이 필요하다. 에서 이동 가능한 인접지점은   과

  이며  까지 이동거리를 고려해 보았을 때 최단 경
로는   으로 이동해야만 한다. 다음 단계로   에서

 와 직선 경로가 되는 인접지점은  ,   및   로 탐
색 될 수 있는데 이 중  까지 최단거리가 되는 지점
은   이 된다. 이처럼 부터   까지는 기존 경로
탐색 알고리즘과 유사한 방식으로 탐색 과정이 요구된
다. 그러나 전체 경로 탐색 과정 중 직선경로의 연산
과정을 생략하는 것으로 약 2배 이상 연산부하를 감소
시킬 수 있다[14].

(a) Shortest path finding
without an obstacle

권 재 범, 김 태 훈, 강 경 인

(b) Shortest path finding
with obstacles
Figure 1. Calculation Method of Path Finding
based on JPS
아래의 Figure 2는 휴리스틱 탐색법을 활용한 경로
탐색 알고리즘의 탐색 결과와 JPS 알고리즘을 활용한
탐색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시작점 S는
목적지 G까지 최단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A와 B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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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휴리스틱 탐색법은 평가함수(guidance
function)를 통해 최소값을 갖는 한 가지 경로만을 선
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휴리스틱 탐색법을 활용한 경
로 탐색 알고리즘은 1.4m의 값을 갖는 A 경로를 선택
후 목적지 G까지 경로를 탐색해 나아가게 되며, 목적
지 G까지 총 이동거리로써 15.6m를 산출하게 된다
(Figure 2(a)).
반면, 전역적 탐색법을 사용하는 JPS 알고리즘은 모
든 경로를 탐색하게 된다. 먼저, 휴리스틱 탐색법과 마
찬가지로 A와 B 경로 중 최소값을 갖는 A 경로를 선
택 후 목적지 G까지 총 이동거리를 산출한다. 다음으
로, B 경로를 통해 목적지 G까지의 총 이동거리를 산
출 후 두 결과 중 최소값을 갖는 경로를 선택하게 된
다. 이에 따라 JPS 알고리즘은 총 이동거리가 14.4m로
산출되는 B경로를 최단 경로 결과로 제시한다(Figure
2(b)). 또한 탐색점마다 연산을 하는 방식으로 휴리스틱
탐색법의 경우 탐색점이 32개로 도출된 반면 JPS 알고
리즘은 전역 탐색법임에도 불구하고 직선경로의 연산
을 생략하기 때문에 7개의 탐색점만으로 경로 탐색이
완료되었다(Figure 2).
이처럼, 휴리스틱 탐색법은 부정확한 경로 탐색 결
과를 제시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값이 지속적으로 누
적될 경우 최종 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확한 경로 탐색 결과를 바탕으
로 작업 층 자재 배치안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자 JPS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3. JPS 기반 작업 층 자재배치 모델 개발

(a) Heuristic search path

일반적으로 연산기반의 배치최적화모델은 배치공간
정보 맵핑모듈, 배치자원정보 입력모듈, 목적함수변수
산정모듈, 목적함수 최적화모듈로 구성된다[6-12]. 연산
을 위해서는 입력정보의 데이터 변환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해 배치공간정보 맵핑 및 배치자원정보 입력 모
듈은 배치최적화 모델 구동에 근간이 되는 정보를 데
이터화 한다. 또한 최적화는 목적함수에 변수 입력을
통해 여러 가지의 대안을 도출하여 최적해를 선정하기
때문에, 목적함수 변수 산정모듈에서 변수를 산정 후
목적함수에 입력하고 목적함수 최적화 모듈을 통해 사
용자가 요구하는 최적의 해를 도출한다. 이에 본 연구
는 작업층 공간정보 맵핑모듈, 자재정보 입력모듈, JPS
기반 자재 최적 분할모듈, GA 기반 자재배치 최적화
모듈로 구성하였다(Figure 3).

(b) JPS path
Figure 2. Comparative Results of Shortest Path
Finding by Heuristic Search and JPS
J. of Adv. Eng. and Tech., Vol. 9, No. 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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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거리산정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는 아래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Definition of Input Values

Figure 3. Floor-level Layout Planning Model

3.1 작업 층 공간정보 맵핑모듈
자재의 배치와 경로탐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
간정보의 좌표화가 요구된다[20]. 이 과정을 맵핑이라
고 하며 작업층 이동은 높이변화가 없기 때문에 X-Y
축의 격자형 맵핑을 통해 공간정보를 구성하였다. 일
정길이의 격자(grid)는 평면공간을 구성하는 단위가 되
며 이를 통해 자재배치와 이동길이를 산정할 수 있다.
또한 공간정보에는 이동할 수 없는 공간에 대한 정보
를 입력해야 한다. 이에 작업층 내 이동이 불가능한
벽, 기둥, 개구부를 장애물 좌표로 설정하고 나머지 공
간은 이동 가능한 경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Figure 4).

Figure 4. Mapping Module of Space Information
on a Floor

3.2 자재정보 입력모듈
자재의 운반경로 및 거리산정을 위해서는 자재의 종
류와 수량, 자재의 적재위치와 설치위치의 공간좌표가
공학기술논문지 제9권 2호 (2016)

Definition of
values

Description

 ~ 

Type of input materials

∆

Size of input materials

  max

max. number of material per
packet

∆ ~  

Central point of materials

 

available location for placing a
packet



Total number of material required
on a wall

 ~   

Central point of installation

일반적으로 마감자재는 이동의 단순화를 위해 패킷
단위로 적재장소까지 운반된 후 패킷에서 각 자재의
설치위치까지 이동한다[11]. 마감자재는 종류에 따라
패킷이 구분되며 각 패킷은 문자형(A~Z)으로 정의하였
다. 패킷의 크기는 배치영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패킷
의 규격( ∆ )으로 정의하였으며 패킷의 자재 최대 수량
(  ) 정보를 설정하였다. 또한 자재의 운반거리는 패킷
의 중심에서 각 설치영역의 중심까지로 가정하여 패킷
의 중심좌표(      )와 설치영역의 중심좌표
(     ~     )를 설정하였다.

3.3 JPS 기반 자재 최적 분할모듈
패킷의 자재 분배수량에 따라 총 운반 거리의 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리산정을 위해서는 운반 거
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자재분할 기법이 요구된
다. 예를 들어, 1개층 마감공사를 위해 총 58개의 A 자
재가 요구되고, 운반을 위해 최대 20장 단위로 패킷화
가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총 3개의 자재 패킷
(20x3=60)이 필요하다. 이 때, 설치 위치까지의 운반거
리에 따라 각 자재 패킷 별로 19, 19, 20장 또는 20,
20, 18장으로 분배될 수 있다(Figure 5). 설치를 위한
총 이동거리 산정 결과 Figure 5(a)와 Figure 5(b)는 각
각 929m와 902.8m로 26.2m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운반거리가 최소인 자재 패킷에 우선적
으로 자재를 최대로 배치하여 전체 이동거리를 최소화
하는 자재 최적 분할 기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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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까지의 운반횟수에 비례하는 왕복거리  ·  로 표
현된다. 또한  는 작업자의 운반속도를 의미한다. 이
와 같은 목적함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자
재의 운반 소요 시간이 최소로 되는 자재배치 조합 도
출 후 최적의 배치안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앞 절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  와 가 각각 10m, 13m,
24.6m 및 20개, 20개, 18개이고, 작업자의 운반속도가
1m/s일 경우 해당 층 작업 완료를 위해 요구되는 총
자재 운반시간은 약 15분(902.8/60)이 된다.

4. 사례분석
4.1 공간 및 자재정보 모델링

(a) Failure case of
optimal division of materials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작업 층 자재배치 최적화 모델
의 정확도 향상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Park et al.[11]
의 연구에서 활용된 사례 평면을 사용하였며, 내부 마
감공사 자재 중 상대적으로 작업 물량 및 운반 빈도가
높은 석고보드를 대상으로 모델링 하였다[11]. 자재 배
치해당 작업 층에 투입되는 석고보드 패킷 관련 정보
는 아래의 Table 2와 같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활용
된 사례 평면과 정확하게 일치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
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통해 2차원 격자 맵핑화를 수
행하였다.
(1) 분할위치 별 물량 정보는 Table 3을 기준으로
한다.
(2) 석고보드 자재 별 분할작업 위치 중 정수로 도
출되지 않는 중심점은 반올림한다.
이와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단위길이 0.5m인 2차원
격자 맵핑화 결과는 아래의 Figure 6과 같다. 또한 유
전자 알고리즘은 MATLAB 2014a를 사용하였으며, 초기
개체집단, 변이율 및 임계확률은 기존 연구와 동일하
게 각각 100, 0.1 및 0.5로 설정하였다. 교배는 균등 교
차(uniform crossover)연산을 적용하였다[11].

(b) Best case of
optimal division of materials
Figure 5. Optimal Division of Materials by Distance

3.4 자재배치 최적화 모듈
본 연구는 최적의 자재 배치위치를 산정하기 위해
GA를 활용하였다. GA의 유전자 구조와 목점 함수는
Park et al.[11]의 연구를 활용하였으며, 아래의 식 (1)
과 같다.




 · 



 · 


    



-------------------(1)



식 (1)에서  는 투입된 자재 패킷의 종류를 의미하
며,  는 작업 층 내 자재가 설치될 모든 위치를 말한
다.   는 자재 최적 분할 기법에 따라 산정된  자재
패킷의 분할 수량과 같고, 이 때 자재 패킷과 설치위

Figure 6. 2-Dimensional Grid Map of the
Case Site
J. of Adv. Eng. and Tech., Vol. 9, No. 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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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ypes of Material Packets
Code

Material Type

Q’ty
(sheet)

1/V
(s/m)

Num. of
iteration

M1

Standard

120

1.5

120

M2

Waterproof

120

1.5

120

100

1.5

100

80

1.8

80

M3
M4

Fireproof

M4

Sound/insulation

120

1.5

120

M5

Fire/waterproof

100

1.5

100

Table 3. Input Quantity of Materials in the
Working Floor
Input Q’ty Num. of working Input
(sheet)
segmentation packet

Code

Material Type

M1

Standard

514

41

5

M2

Waterproof

96

13

1

M3
M4

Fireproof

48

20

1

147

20

2

28

2

1

M5 Sound/insulation
M6

Fire/waterproof
Sum

33

5

1

866

101

11

(a) Floor-level layout planning
using the ATP

4.2 기존 모델과의 비교분석
JPS 알고리즘 기반의 작업 층 자재배치 최적화 모델
의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ATP 알고리즘
을 통해 도출된 배치결과와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Figure 7은 각 이동경로 탐색기법을 통해 도출된 최적
자배배치 위치를 나타낸 것이며, Table 4는 자재 별 총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을 보여준다.
Table 4. Comparison of Transporting Distance and
Time by ATP and JPS
ATP

JPS

Code

Dist.
(m)

Time
(min)

Dist.
(m)

Time
(min)

M1

4,485

112

3,133

78

M2

1,587

40

1,754

44

M3

865

22

758

19

M4

807

24

807

24

M5

160

4

160

4

M6

494

12

625

16

Sum

8,398

214

7,237

185

공학기술논문지 제9권 2호 (2016)

(b) Floor-level layout planning
using the JPS
Figure 7. Results of Floor-level Layout Plannings by
ATP and JPS
ATP 알고리즘을 통해 도출된 자재배치 위치 결과는
Park et al.[11]에서 제시한 결과와 동일하게 도출되었
다(Figure 7(a)). 반면, 설치 완료를 위한 총 이동거리는
기존 연구결과와 상이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앞
서 언급하였듯이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사례평면과 정
확하게 일치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일부 가정을
통해 2차원 격자 맵핑화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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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S 알고리즘을 통해 도출된 최적 자재배치 위치 결
과는 Figure 7(b)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ATP 알고리즘
을 통해 산출된 자재패킷 배치 결과 중 M4와 M5를 제
외한 나머지 패킷의 배치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
났다. 기존 (10, 28)에 위치한 M1 패킷과 (7, 12)에 위
치한 M6 패킷, 그리고 (6, 24)에 위치한 M2 패킷과 (8,
28)에 위치한 M3 패킷이 맞교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자재 패킷 별 이동거리로 분석해 보면, JPS 알고
리즘을 적용한 경우 M1과 M3 패킷의 총 이동거리는
각각 1,342m, 107m가 감소된 반면, M2와 M6 패킷의
총 이동거리는 각각 167m, 131m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았을 때 감소된 이동거리의
대부분은 (7, 12)에 M1 패킷을 배치함으로서 발생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5는 (7, 12)에 M1 패킷을 배치함에 따라 변경
되는 전달 자재 개수와 그에 따른 이동거리 변화를 보
여준다. ATP 배치안 분석결과, 총 10개의 M1 자재가
설치될 (0, 11)은 (7, 4)와 (15, 4)에 위치한 M1 자재 패
킷으로부터 각각 4장 및 6장을 전달 받았다. 또한 12
장이 설치될 (16, 14)는 (7, 4)와 (16, 14)에 위치한 M1
자재 패킷으로부터 각각 4장 및 8장을 전달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JPS 배치안은 (7, 12)에 위치
한 M1 패킷으로부터 모두 전달 받았으며, 이에 따른
총 이동거리는 211m로 기존 배치안인 410m에 비해 약
49% 감소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JPS 알고리즘을 적용한 자재 배치안에
따른 총 이동거리(7,237m)와 소요시간(185min)은 ATP
알고리즘 기반 배치안에 따른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약 14%가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JPS 알고리즘
이 기존 휴리스틱 탐색법(ATP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건물 내부 공간에서 보다
최적의 경로를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5. Results of Transporting Distances Changed
by M1 Layout Plans
Num. of received materials
Classification

Installing location Installing location
by ATP
by JPS
(0,11)

(16,14)

(0,11)

(16,14)

(7,12)

-

-

10

12

(7,4)

4

4

-

-

(15,4)
Total quantity(sheet)

6
10

8
12

10

12

Total distance(m)

252

158

74

137

M1
layout
plan

JPS
ATP

5. 결론
본 연구는 효율적인 공간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크게 요구되는 초고층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JPS 알고
리즘 기반의 작업 층 자재배치 최적화 모델을 제안하
였다. 본 연구는 자재 배치 최적화 결과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경로탐색에 있어, 기존 휴리스틱 탐색법
에 비해 보다 신뢰성 높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JPS
알고리즘의 건설분야 적용성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
었다. 사례연구 결과, JPS 알고리즘을 통해 도출된 자
재 배치안은 기존 휴리스틱 탐색법에 기반한 자재 배
치안에 비해 약 14%의 작업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JPS 알고리즘이 다양한
형태와 복잡성을 가진 초고층 건물의 내부 공간에서
보다 신뢰성 높은 경로탐색을 바탕으로 최적의 자재배
치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동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토대로 자재별 세부
특성이 함께 고려된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신뢰성 높은
레이아웃 모델의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JPS 알고리즘의 빠른 연산속도를 통해 실시간 최적 경
로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건물 내 화재 등과 같은 재
난 발생 시 실시간 피난경로 제공과 같은 최적화 연구
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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