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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는 그룹핑 k-최근  (Grouping k Nearest Neighbor; GkNN)질의를 지원하기 하여 유연한 최근  

객체(Flexible Nearest Neighbor; FNN)검색 방법을 제안한다. GkNN이란 기존에 제안된 kNN과 다르게 질

의자가 요청한 k개의 객체를 모두 확인한 후에 이동 경로의 총합이 가장 작은 k개의 객체를 검색하는 

방법이다.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최근  객체들 (Nearest Neighborhood; NNH) 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제안되었다. 그러나 NNH의 문제 은 객체 k와 ρ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 환경에서 q에
서 C까지의 거리가 증가하는 것이다. FNN의 환경은 NNH의 환경과 유사하다. 우리는 NNH의 q에서 

집합 C  거리  가장 짧은 ci 선택한 후 q에서 ci에 포함된 객체들 모두 검색하는 이동 경로의 총

합과 FNN의 이동경로의 총합을 비교하여 NNH의 문제 을 해결하 다.

1. 서론

   최근 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 다양한 어 리 이션이 

개발되고 있다. 를 들어, 여행 경로 검색, 음식집 검색 

 배달과 같은 공간 데이터베이스에 련된 어 리 이

션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그림 1과 같이 기존의 최근

(Nearest neighbor; NN) 는 kNN 질의처리 방식 [1, 2]

이 아닌 그룹 최근  객체 (Group Nearest Neighbor; 

GNN or Nearest neighborhood; NNH)와 동일한 환경을 

용한다 [3-8]. 주어진 모든 객체들의 집합은 O이고, 하
나의 질의 은 q, 그리고 NNH에서 k와 ρ를 만족하는 

역들을 집합 C라고 정의한다 [9]. 기존 환경과 다른 은 

NNH는 q에서 C까지 가장 가까운 객체를 검색하는 방법

이고, 유연한 최근  객체(Flexible NN; FNN) 질의처리 

방식은 질의자가 요청한 k개의 객체를 모두 확인한 후에 

이동 경로의 총합이 가장 작은 k개의 객체를 검색하는 것

이다.

(그림 1) NNH 질의처리 제

   그림 1은 NNH가 제안한 제로 NN질의 시 o1이 결과 

값으로 반환된다. 그러나 NNH 질의로 질의 요청할 경우 

결과 값은 o2, o3, o5로 반환된다. 기존 NN 질의의 문제

은 질의자가 NN 질의로 질의 결과를 얻었으나 그 결과를 

만족하지 못하면 재검색을 해야 하고 더 긴 거리를 이동

해야 하는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NNH는 NN 

질의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NNH에도 문제

이 존재한다. 

(그림 2) NNH 질의처리의 문제

   그림 2에서 c1에서 o5가 이동하여 원의 반지름(r)이 ρ

보다 증가한다면 c1은 NNH의 결과 값이 될 수 없다. 따

라서 k와 ρ를 만족하는 c2의 o8, o9, o10이 결과 값으로 반

환된다. 그러나 k와 ρ를 만족할지라도 q에서 c2까지 가야

할 경로가 무 멀어서 k를 만족하되 ρ를 만족하지 않는 

거리가 더 이상 인 결과 값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장

에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FNN 검색 

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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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q에서 c2의 임계치를 이용한 객체 제거 방법

   그림 3은 q에서 c2에 포함되는 모든 객체를 확인하는 

경로의 총합을 임계치로 설정한다. 그리고 q에서 임계치

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설정한다. 를 들어 q가 o8, 

o9, o10을 모두 확인하기 해서 이동할 수 있는 최단 경로 

순서가 o8, o10, o9일 때 P={o8, o10, o9}이고 (P⊂O), 최단 

경로의 총합은 ∑s-dist(q, c2)로 정의한다. 따라서 빨간색 

호를 벗어난 o11, o12는 검색 상에서 제외된다. 

(그림 4) FNN 질의처리 제

   그림 4에서 k=3이고, ρ가 2일 때, 임계치 ∑s-dist(q, 

c2)의 거리는 18인 것을 볼 수 있다. 임계치 범  내에 존

재하는 객체는 o1∼o10까지이며, q에서 k=3을 만족하면서 

임계치의 거리보다 작은 경로의 합들을 검색한다. 검색 결

과 q에서 k를 만족하는 객체의 최단 경로는 q, o1, o4, o5

이며, 거리의 총 합은 9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수식으

로 나타내면 식 (1)과 같다.

            ∑P≥k  dist(q, oi)                      (1)

   즉, 집합 P에 존재하는 객체들 oi가 k개 만족하고, ∑

s-dist(q, c2) > ∑P≥k  dist(q, oi) 일 때 결과 값은 집합 P

에 존재하는 객체들이 된다. 만약, ∑P≥k  dist(q, oi) = ∑P

≥k  dist(q, oj)일 때, q에서 o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객

체부터 우선순 를 설정한다.

3. 결론

   우리는 그룹핑 k-최근  (Grouping k Nearest 

Neighbor; GkNN)질의를 지원하기 하여 유연한 최근  

객체(Flexible Nearest Neighbor; FNN)검색 방법을 제안

하 다. NNH는 고정된 k와 ρ가 존재한다. 그러나 객체가 

이동함에 따라 ρ를 만족하는 최 화의 ci는 변경될 수 있

다. 즉, k와 ρ를 만족하기 하여 질의자는 더 많은 거리

를 이동하게 되는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다. 우

리는 NNH의 q에서 집합 C  거리  가장 짧은 ci를 선

택한 후 q에서 ci까지 거리 즉, ∑s-dist(q, c2) > ∑P≥k  

dist(q, oi)일 때 FNN을 이용하여 NNH의 문제 을 해결

하 다.

참고문헌

[1] N. Roussopoulos, S. Kelley, and F. Vincent "Nearest 

neighbor queries" In Pro. Int. Conf. on ACM 

Management of Data, pp. 71–79, 1995.

[2] Z. Song and N. Roussopoulos "K-Nearest neighbor 

Search for Moving Query Point" In Pro. Int. Conf. 

on ACM Management of Data, pp. 71-79, 2001.

[3] D. Papadias, Q. Shen, Y. Tao, and K. Mouratidis " 

Group Nearest Neighbor Queries" In Pro. Int. Conf. 

on Data Engineering, pp. 301-313, 2004.

[4] D. Papadias, Y. Tao, K. Mouratidis, and C. K. Hui 

"Aggregate nearest neighbor queries in spatial 

databases" ACM Trans. on Database Systems, vol. 

30, no. 2, pp. 529-576, 2005.

[5] I. H. Jang "Group Nearest Neighbor Query 

Processing for Moving Object", Korea University, 

2007.

[6] K. Deng, S. W. Sadiq, X. Zhou, H. Xu, G. P. C. 

Fung, and Y. Lu “On group nearest group query 

processing” IEEE Trans. Knowl. Data Eng., vol. 24, 

no. 2, pp. 295–308, 2012.

[7] D. Zhang, C.-Y. Chan, and K.-L. Tan "Nearest 

group queries" In Pro. Int. Conf. on Scientific and 

Statistical Database Management, p. 7, 2013.

[8] D. W. Choi and C. W. Chung "Nearest 

Neighborhood Search in Spatial Databases" In Pro. 

Int. Conf. on Data Engineering, pp. 699-710, 2015.

[9] L. Robert, S. Daniel, and S. Alexander 

"MobilisGroups: Location-based Group Formation in 

Mobile Social Networks" In Work. Pro. Int. Conf. 

on IEEE Pervasive Collaboration and Social 

Networking, pp. 502-507, 2011.

- 4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