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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채진석
주요 

학력

경력

인천대학교 교수 (1998-현재)

박사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1998)

석사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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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대학 

컴퓨터공학부 학사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1990)

구 성 원

직 책 인 원 성 명 (담당분야)

석사 과정 1 권남구

학부 과정 5 최인혁, 김민지, 권도연, 이주예, 어정윤

산학협력

희망분야

1. LBS(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 객체의 이동 경로 업데이트 서비스 관련 분야의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물류 차량 추적 시스템, 스마트 교통 운영 등에 지도 서비스 제공)

2. 루트 정보를 이용한 이동 이력 데이터 저장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대표연구

분야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1. 객체의 이동 상태에 기반한 이동 경로 정보 제공하는 알고리즘 연구

Ÿ 입력 값에 지도 정보를 넣으면, 교차로 정보를 알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하여 적용

Ÿ 샘플 포인트 최소 및 이동 궤적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압축된 데이

터를 전송함으로써, 네트워크 과부하 및 서버 용량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

2. 루트 정보를 이용한 이동 이력 데이터 저장 장치 연구

Ÿ 루트 정보 데이터베이스 상에 소정의 루트 정보를 미리 정의한 후 이동체의 이동에 대

응하는 루트 정보들을 식별하여 상기 이동 이력 데이터베이스 상에 해당 루트 정보들의 

집합인 궤적 정보만을 저장

Ÿ 이동체의 이동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상기 이동 이력 데이터베이스 상에 저장되

는 데이터의 용량을 획기적으로 감축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축적된 데이터량의 비교 그래프

• OP, TB, CB: 실시간 위치 보고량

에 따라 축적되는 데이터량이 증가 

• T-Reduce: 연구된 기술 적용시, 실

시간 위치 보고가 증가하더라도 축

적되는 데이터량 거의 일정. 

• 이동 궤적을 보여주는 유사 코드

• 루트 정보를 이용한 이동 이력 데

이터 저장 시스템 개발

• 루트 정보를 이용한 이동 이력 데

이터 저장 시스템 개발



특허 및 노하우

순번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 발명의 명칭

1 10-2017-0155276 2017-11-21
루트 정보를 이용한 이동 이력 데이터 저장 

장치 및 방법

2 특허 제10-1635599호 2016-06-27
LBS 기반 오브젝트의 로케이션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

연구 실적

1. 이동 객체의 궤적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발

Ÿ 지원기관: ㈜디티씨

Ÿ 과제기간: 2018.03.01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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