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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질의 (NN: Nearest Neighbor Query)는 질의 요청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치한 상 객체를 검

색하기 한 질의로서, 이 질의 방법을 실세계 이동 객체에 바로 용하 을 경우, 실세계의 도로정보
를 고려하지 않아 한 결과를 제공하지 못한다. 를 들어, 사용자의 이동 방향과는 반  방향에 

치한 객체가 질의 결과로 반환 될 경우, 사용자가 검색된 객체에 근하기 한 시간과 비용이 증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 질의 객체와 상 객체가 모두 이동할 경우에는 일정시 에서 질의한 결

과는 조 만 시간이 지나면 유효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질의 객체와 데이터 

객체가 모두 이동 객체인 경우에 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동체의 궤  정보를 방향정보 가 치

로 환산한 근  질의처리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ystem, LBS)는 

이동 인 사용자에게 무선 통신을 통해 쉽고 빠르게 

사용자의 치와 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

비스로, 외부에서 이동 인 사람이나 차량 등을 효

율 으로 리하는데 이용된다. 이러한 LBS환경에

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객체가 이동하면서 치  

모양이 연속 으로 변하는 특징을 가지는 데이터를 

이동객체(Moving Object)라 한다. 이동 객체 응용에

서 자주 사용되는 질의 처리 기법  하나인 최근

(Nearest Neighbor, NN) 질의는 사용자의 선택 

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객체를 결과로 반

환한다. 이동 객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

으로 자신의 치를 변경하며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한 시 에서 계산된 결과는 이후 시간에서 다른 결

과로 변경 될 수 있다. 부분의 기존연구들은 단순

히 이동 객체 질의 시 에서 객체간의 거리를 비교

하여 최근  객체를 선택하거나, 샘 링 된 일정 간

격 시간  에서 거리를 비교하여 결과를 반환한

다. 최근의 이동 객체에 한 최근  질의 처리 연

구에서 연속(Continuous) 는 속(Persistent)[1] 

질의 개념을 도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

행되었지만, 이들 연구는 궤  정보를  고려하

지 않았고, 한 실세계의 도로정보를 고려하지 않

아 한 결과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 논문에서는 객체간 궤  정보를 비교하면서 연

속 으로 질의와 가장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움직

이는 객체를 찾는데, 이때 유클리디안 거리

(Euclidean Distance)를 이용하여 질의 요청자의 이

동 방향 정보가 질의 처리 과정에 반 될 수 있도록 

확장한 방법을 제안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장에

서는 최근  질의와 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

고 3장에서는 이들의 문제 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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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을 해결한 제안된 방향 정보를 이용한 연속궤

최근  질의 처리 방법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2. 련연구

  기존의 최근  질의 논문에서는 정  데이터에 

한 효율 인 질의 처리에 해 많은 연구들이 제안

되었다. R-tree를 사용한 최근  탐색 알고리즘은 

Roussopoulos[2]가 제안한 질의 에 해 k개의 

Nearest Neighbor를 찾는 Branch and Bound 

R-tree 탐색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이 알고리즘은 

R-tree에서 질의 이 주어졌을 때 질의 과 최소 

경계 사각형의 거리를 이용하여 최근  질의를 처리

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즉, 주어진 질의 과 하나의 

최소 경계 사각형 사이의 최소 거리를 MINDIST라

고 정의하고, 노드를 방문할 때 MINDIST가 가장 

작은 노드를 방문한다. 그러나 MINDIST는 질의 

에서 노드의 최소 경계 사각형과 가장 가까이 있어

도 노드 안에 실제 객체와의 최소 근 성을 보장하

지 못하고, 이 질의 기법은 정 인 객체에 한 최

근  질의에 유용하므로 이 기법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라 치가 갱신되는 이동 객체 데이터베이스에 

용하는 것은 부 합하다. 

 이동 객체의 연속 인 최근  질의 처리에 한 연

구로 CNN(Continuous Nearest Neighbor)[3] 질의가 

있는데, 라인 세그먼트 의 모든 의 NN을 탐색

한다. (“방송통신  앞을 지나가는 택시 B가 시청으

로 가고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주유소를 찾아라”) 결

과는 <point, interval> 튜  집합을 포함하고, 이 

때 point는 응되는 interval 안에 있는 모든 들

의 NN이된다. Continuous Nearest Neighbor 

Search에 한 기존의 방법들은 단순 NN알고리즘

의 반복 인 용을 바탕으로 하고,이는 심각한 오

버헤드를 래한다. CNN 질의는 이런 문제 을 해

결하기 해 체 입력 세그먼트에 해 단일 질의

를 실행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풀고자 하 다. 하지

만, 이동 객체 수가 많을수록 큰 오버헤드를 래할 

수 있고 k-최근  질의 처리만이 가능하다. CNN 

질의의 오버헤드 문제와 이동 객체 질의의 부정확한 

결과에 한 문제를 풀기 해 CTNN(Continuous 

Trajectory Nearest Neighbor)[4] 질의 기법이 제안

되었다. 질의 객체와 상 객체가 모두 이동 객체인 

경우에 합하게 사용되는, 객체 궤 에 한 연속

인 질의 처리를 통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질의 기법이다. 이 처리 기법에서는 Approximate, 

Exact CTNN 기법을 제안하여, 오버헤드를 감소하

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고자 제안된 기법이다. 이 

기법에서는, 이동 객체의 궤 이 측 가능한 제약

궤 [5]을 다루며, 실세계 이동객체에 바로 용하

을 경우 사용자에게 부 합한 결과를 제공 해주는 

단 이 있다. 이와 같이 정 인 객체의 최근  질의

를 다룬 Branch and Bound R-tree 탐색 알고리즘, 

이동 객체의 연속 인 질의 기법인 CNN 탐색, 이동 

객체의 궤 에 한 질의 기법인 CTNN 질의 기법

들에 해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 부분은 정 인 

객체를 상으로 하며, 동 인 객체에 용할 경우 

도로 정보  실의 제약사항을 고려하지 않아 사

용자에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므로 이동 객체

의 속도와 방향 정보를 사용하여 이런 문제 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3. 문제정의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질의는, 질의로부

터 가장 가까운 치에서 움직이고 있는 객체를, 시

간에 따라 연속 으로 이동하는 객체의 특징에 맞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있다.

기존 방법에서는, 시작 시 에서 체 데이터 객체

들이 이 과의 거리 순서 로 정렬되고 그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가지는 객체가 첫 시 과 마지막 시

 사이의 최근  객체로 기 설정된다. 맨 처음에 

정렬되었던 순서에 따라 탐색 후보 키로 설정되면

서, 그때마다 근 원에 포함되었는지를 별하여, 포

함된다면 최근  객체라 결정하고 분할  계산을 진

행한다. 하지만, 데이터 객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 시작 시 에서 정렬되었던 객체들의 

순서 정보는 부 합한 결과가 된다. 최근  객체를 

찾고, 분할 을 설정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 객체

가 시간이 흐르면서 질의 궤 에서 멀어지는 치로 

움직이는지, 계속 가까운 치에 머물러 있는지에 

한 별이 어렵다. 그리고, 최근  치를 찾았을

지라도 질의 객체와 상 객체의 치를 단순히 가

장 가까운 거리를 가지는 객체를 찾아서 반환해 주

는 문제 이 있다. 를 들어,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반 방향에 치한 주유소나 길 건 편에 있는 택시 

등 사용자의 이동 방향과는 반  방향에 치한 객

체가 질의 결과로 반환될 경우, 사용자가 검색된 객

체에 근하기 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고, 실세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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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설명

Wmax 가 치가 갖는 최  값

Wdiff 최  가 치와 최소 가 치의 차

𝜃diff 객체와 상 객체 간의 각도 차

에 합한 최근  질의 처리를 하기 해서 이동 객

체 상에서의 새로운 기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4. 방향정보를 고려한 최근  질의 처리 기법

 의 문제 들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질의 객

체와 상 객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치를 변경

하는 이동객체인 경우, 속도와 방향 정보를 사용한 

최근  질의 처리기법을 제안한다.

다시 말하면, 질의 객체와 검색 상 객체가 이동 

하는 경우, 이동 객체의 질의 경로에 따라, 이동 객

체의 방향, 속도 정보를 사용하여 가장 가까운 치

의 객체를 연속 으로 찾는 것이다.

질의 객체와 상 객체의 이동 경로에 해 체 궤

을 모르는 경우를 자유궤 [5]이라고 하는데, 이동 

경로를 측할 수 없는 객체인 ‘자유 궤 을 가진 

객체’로 간주한다. 이동 객체의 최근  질의의 는 

다음과 같다. 시내를 걷고 있던 A씨가 갑자기 한 

일이 생겨 택시를 타려고 한다. A씨는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를 찾고자 한다. 모든 택시의 이동 경로 

정보는 계기를 통해서 미리 알 수 있다고 가정한

다. 이때 사용자의 이동정보  방향정보가 동쪽이

라고 가정하자. 계기로부터 제공받은 택시들의 정

보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응답을 얻을 수 있다. “택

시 1은 서쪽으로 이동 인 택시이고, 택시 2는 A씨

와 가까이 있지만, 서쪽 방향으로 이동 이고, 택시 

3은 북쪽 방향으로 이동 이고 4는 A씨와 같은방향

인 동쪽 방향으로 이동 이다.”

 질의처리를 기존의 CTNN질의를 사용하면, 질의 

객체와 상 객체간의 치정보와 거리와 방향정보

를 고려하기 때문에 택시 1을 선택하게 된다(그림1) 

그러나, 이는 도로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질의 결과 

택시가 유턴을 하거나 A씨가 길을 건 야 하는 불

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그림1) CTNN을 이용한 최근  질의

(그림2)는 이동객체 방향정보를 이용한 연속 궤  

최근  질의의 체 인 흐름을 나타내었다. 이동 

객체는 각 시간에서 <id, time, position(x,y)>에서 

시간범 질의를 수행하고, 시간 필터링 단계를 거쳐 

평가시간을 결정하고, 검색된 객체의 변 와 가 치

에 따라서 최근  객체의 우선순 를 정하여, 최근

 객체를 구하게 된다.

(그림2) 이동객체 방향정보를 이용한 

연속궤 최근 질의처리 

기존의 CTNN질의의 변  계산시에 객체의 방향 성

분을 가 치(Weight)로 환산하고, 구해진 가 치를 

유클리디안 거리와 곱하여 으로써 최종 인 우선

순 를 구하게 된다 (식1). 

dist(q, p) =           ☓ Weight  (식 1)

<표1> 기호정의

  

  
×   (식 2)

이러한 가 치를 용한 최근  질의를 하게 되면 

(그림3) 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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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가 치를 사용한 CTNN 최근  질의

(그림4)는 질의와 상 객체가 모두 이동 객체인 경

우 용 가능한 연속 최근  질의 탐색 과정을 정리

해서 보인다. 이 알고리즘에서 Q[Ts,Te]는 질의 궤

의 체 시간 인터벌, {Qi (x,y,t) }T
T
s
e
는 질의 궤

을 구성하는 각 세그먼트의 좌표 값이다. SL은 두 

추출시간 사이 [STi, STi+1]의 최근  객체 정보 을 

모아놓은 리스트 이다. Si < (xs,ys,ts),(xe,ye,te>는 세

그먼트 i의 시작 좌표와 끝 좌표를 나타낸다.

function findCTNN(List SL)

input: Q[Ts,Te],{Qi (x,y,t) }T
T
s
e

output:List SL

method:

1.트리의 [Ts,Te]인터벌 안에서

 get Si<(xs,ys,ts),(xe,ye,te)>

2.질의 세그먼트 쪽으로, 모든 세그먼트 칭이동

3.추출시간 ST선택 (질의와 모든 객체에 해)

1) 체 Si(xs,ys,ts)와 Q(Te)의 t값

2)세그먼트가 교차하는 지 의 t값

SweepLine(x,t) -> return 교차  집합 C의 좌표

/* C를 가지는 세그먼트에 해서만 */

SweepLine(y,t) -> return 교차 의 시간 값

4.각 ST에서,질의와 객체간의 거리계산(가 치부여)

2차원(x,y)상의 가 치 고려한 거리 계산

-> return 최근  좌표를 가지는 객체 id

if 같은 죄표를 가지는 객체가 여러개라면, then

  -> return 가 치가 가장 낮은 객체 id

5. 리스트에 장

List SL <- <NN,id,[STi, STi+1]>

(그림 4)연속 최근  질의 탐색과정

4. 결론  향후 연구 과제

   최근  질의는 주어진 질의 에서 가장 가까운 

객체를 찾는 질의로서, 공간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

라 이동객체 리시스템에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질

의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동 객체의 공간 좌표를 

비교하여 가장 가까운 객체를 찾는 것이 부분이었

다. 하지만, 동 으로 이동하는 질의 객체의 경우, 

연속 인 치 변화에 따른 질의 요청과 질의에 

한 응답을 받는 치의 불일치가 발생하며 객체의 

이동 방향에 따라 사용자의 원하는 정보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질의와 상 객

체가 모두 이동 객체인 경우에 가 치 함수를 사용

한 최근  질의 처리 기법을 제안하 다. 이동 객체

의 질의와 상 객체들의 속도, 방향 정보에 해 

가 치 함수를 사용하여 최근  질의를 처리하 다. 

제안된 최근  질의 기법을 교통정보 시스템, 

정보 시스템, 물류 리 시스템, 소방안  시스템과 

같은 응용 시스템에 용할 정이다. 그리고 앞으

로 이동객체의 방향, 속도뿐만 아니라 가격, 서비스, 

개인 선호도에 따라 가 치를 부여하는 방법들을 연

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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