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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GPS  무선 이동 컴퓨  기술의 발달로 인해, 텔 매틱스(telematics)  치기반 서

비스(LBS) 응용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치 기반 서비스 응용에서는 이동객체의 치 정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를 한 빈번한 업데이트 연산은 시스템에 많은 부하를 

가 시키며 이로 인해 검색 성능의 하를 래한다. 이를 해결하기 해 공간 네트워크에서 용량 이동객

체의 치정보를 분산 처리하기 한 DS-GRID(distributed S-GRID)  이를 한 k-최근  질의처리 알

고리즘이 제안되었다[1]. 그러나 k-최근  질의처리 기법은 질의   이동객체의 치가 변경되면 그 결과

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 k-최근 (CKNN:continuous k-nearest neighbor) 질의처리 알고리즘의 연

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DS-GRID를 한 MCE-CKNN 알고리즘  MBP-CKNN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MCE-CKNN 알고리즘은 주어진 경로를 셀 단 로 분할하여 각 셀에서 질의 처리를 병렬 으로 수행

하여 검색 성능을 향상시킨다. 아울러 MBP-CKNN 알고리즘은 그리드 셀의 각 경계 에서 가까운 POI를 

미리 장하여 인 셀 탐색 횟수를 임으로써 검색 성능을 향상시킨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을 통해, 기존 알고리즘보다 15-53% 검색 성능이 우수함을 나타내었다.  

키워드 : 연속 k-최근  질의, 공간 네트워크, 분산 그리드 기법

Abstract  Recently, due to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mobile devices and wireless communication, there 

are many studies on telematics and LBS(location-based service) applications. because moving objects usually 

move on spatial networks, their locations are updated frequently, leading to the degradation of retrieval 

performance. To manage the frequent updates of moving objects' locations in an efficient way, a new 

distributed grid scheme, called DS-GRID (distributed S-GRID), and k-NN(k-nearest neighbor) query 

processing algorithm was proposed[1]. However, the result of k-NN query processing technique may be 

invalidated as the location of query and moving objects are chang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on 

continuous k-NN query processing algorithm. In this paper, we propose both MCE-CKNN and 

MBP(Monitoring in Border Point)-CKNN algorithmss are S-GRID. The MCE-CKNN algorithm splits a query 

route into sub-routes based on cell and seproves retrieval performance by processing query in parallel way by. 

In addition, the MBP-CKNN algorithm stores POIs from the border points of each grid cells and seproves 

retrieval performance by decreasing the number of accesses to the adjacent cells. Finally, it is shown from the 

performance analysis that our CKNN algorithms achieves 15-53% better retrieval performance than the 

Kolahdouzan's algorithm. 

Keywords : Continuous k-nearest Neighbor Query, Spatial Network, Distributed Grid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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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GPS  무선 이동 컴퓨  기술의 발달로 인해, 

텔 매틱스(telematics)  치기반 서비스(LBS) 응용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치 기반 서비스의 상이 되

는 객체는 건물과 도로와 같은 정  치정보를 갖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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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객체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사람과 같은 이동객체를 포

함한다. 이동객체는 이상 인 유클리디언(Euclidean) 공

간 신 실제 도로나 철도와 같은 공간 네트워크(sptial 

network)를 이동하기 때문에, 질의를 처리할 때, POI 

(points of interests)  이동객체 사이의 실제 네트워크 

거리를 계산하여 수행한다. 

  공간 네트워크 상의 이동객체를 한 기존 질의처리 

알고리즘은 네트워크 거리 계산 비용을 감소시키기 해, 

검색 상이 되는 POI와 노드사이의 거리를 미리 계산하

여 장하는 pre-computation 기법을 이용한다[2-5]. 그

러나 [2], [3], [4]의 연구는 POI의 치정보가 변경될 경

우 POI와 노드사이의 거리를 재계산해야 하는 단 을 지

니며, [5]의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 으로 변경

되는 이동객체의 용량 치정보를 효율 으로 리할 

수 없다는 단 을 지닌다. 이를 해결하기 해, 용량의 

이동객체의 치정보의 리를 해 DS-GRID(distri- 

buted S-GRID)가 제안되었다[1]. DS-GRID는 공간 네

트워크를 균일한 크기의 2차원 그리드 셀 구조로 표 하

고 각 그리드 셀을 하나의 서버에 할당하여 이동객체 

치 데이터 리  k-최근  질의처리를 수행한다. 

  한편, k-최근  질의처리 기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질의   이동객체의 치가 변경되면 검색결과가 유효

하지 않게 되므로, 이동객체에 한 연속 인 질의처리 

기법인 연속 k-최근  질의처리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6]. Kolahdouzan[6]의 연구에서는 유클리디언 공간에서

의 연속 k-최근  질의 연구[7]를 확장하여, 공간 네트워

크에서 이동객체를 한 연속 k-최근  질의처리 알고리

즘을 제안하 다. 그러나 Kolahdouzan의 연구는 NVD 

(Network Voronoi Diagram)[2]를 이용하여 연속 k-최

근  질의를 수행하기 때문에, POI의 치정보 변경이 

발생할 경우 네트워크의 노드와 노드, 노드와 POI 사이

의 네트워크 거리의 재계산으로 인해 검색 성능이 하

된다. 아울러, 연속 으로 치 정보가 변경되는 이동객

체에 해서는 NVD를 용하기 어렵다는 단 이 존재한

다. 한편, Kolahdouzan의 연구는 단일 시스템을 한 알

고리즘 연구이기 때문에, 실제 응용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용량 이동객체의 질의 요청을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없다. 즉, 이동객체의 수가 증가할수록 빈번히 발생하는 

치정보 갱신으로 인해 검색 성능이 하되는 단 을 

지닌다. 이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공간 네트워

크 데이터베이스를 해 제안된 분산 그리드 연구인 

DS-GRID[1]를 한 새로운 연속 k-최근  질의처리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련 연구에서는 

공간 네트워크에서 기존 k-최근  질의처리  연속 k-

최근  질의처리 연구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DS-GRID

를 한 연속 k-최근  질의처리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4

장에서는 이를 한 분석  성능 모델을 제시한다. 5장에

서는 제안하는 연속 k-최근  질의처리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 

 향후 연구 방향에 해서 기술한다. 

2. 련 연구

  본 장에서는 공간 네트워크에서 기존 k-최근  질의처

리 알고리즘 연구  연속 k-최근  질의처리 알고리즘 

연구를 소개한다. 

  먼 , 공간 네트워크에서 k-최근  질의처리 알고리즘 

연구인 VN3[2], Island[3], MAK[4], S-GRID[5]  

DS-GRID[1]의 연구를 소개한다. 첫째, VN3[2] 기법은 

유클리디언 환경에서 연구되어진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공간 네트워크에 용하여 보로노이 역(Voronoi 

Polygon)을 생성하고, 해당 역에 존재하는 각 노드와 

노드, POI와 노드 사이의 거리를 미리 계산하여 장하

는 POI 기반 pre-computation 기법을 이용하 다. 이를 

통해 k-최근  질의를 처리시, 질의 이 치한 보로노이 

역에서 최근  POI를 검색하고, 인 한 보로노이 역

을 방문하며 k 개의 최근  POI를 검색한다. 그러나, 

VN3 기법은 POI의 도가 낮거나, k 값이 증가할수록 

검색 성능이 하된다. 한 POI  네트워크 정보의 업

데이트가 발생할 경우, 보로노이 역을 재계산하기 때문

에 업데이트에 비효율 인 단 이 존재한다. 

  둘째, island[3] 기법은 VN3와 마찬가지로 POI 기반 

pre-computation 기법을 이용하 다. island 기법은 공간 

네트워크의 각 노드로부터 일정 범  안에 존재하는 POI

까지의 거리를 미리 계산하여 island를 생성하여 장한

다. 이를 이용하여, k-최근  질의 처리시, 질의 이 존재

하는 island의 POI를 최근  POI로 검색하고.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질의 으로부터 가까운 노드를 방문하면서 

해당 노드가 속한 island의 POI를 검색한다. island 기법

은 island를 형성하기 한 범 를 조정함으로써 미리 계

산하여 장하기 한 양을 조 할 수 있기 때문에 VN3 

기법에 비해 POI  네트워크 데이터의 업데이트에 보다 

유연한 구조를 제공한다. 그러나 여 히 POI  네트워

크 정보의 업데이트 발생시 island 를 재생성해야 하는 

단 이 존재한다. 

  셋째, MAK(Materialization based K-NN)[4]는 VN3 기

법의 단 을 해결하기 해, 노드 기반 pre-computation

기법을 이용하 다. MAK 기법은 질의처리를 수행하기 

에 공간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 사이의 거리를 미리 계

산하여 장함으로써 POI의 도나 업데이트에 따른 

향  질의응답 시간을 최소화하 다. 그러나 공간 네트

워크의 모든 노드사이의 거리를 미리 계산하여 장하기 

때문에, 장공간 오버헤드가 매우 크다. 한, 노드정보

를 업데이트할 경우, 모든 노드사이의 거리를 재계산해야

하는 단 이 존재한다. 

  넷째, S-GRID[5]는 POI 기반 pre-computation 기법

인 VN3, island 기법의 단 을 해결하기 해, MAK 기

법과 마찬가지로 POI 업데이트에 보다 유연한 노드 기반 

pre-computation 기법을 이용하 다. S-GRID 기법은 

공간 네트워크를 2차원의 고정 크기의 그리드 셀로 나

고, 셀별로 네트워크 정보를 나 어 장한다. 각 그리드 

셀은 셀 역 내에 포함되는 공간 네트워크의 인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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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정보  각 노드 사이의 거리를 미리 계산하여 Vertex- 

Edge, Vertex-Border, Cell- Border 의 3개 컴포 트에 

장한다. S-GRID는 질의 이 존재하는 셀에서의 내부 

확장과 인  셀에서의 외부 확장을 통해 k 최근  질의

처리를 수행한다. 그러나 S-GRID는 단일 시스템을 고려

한 구조이기 때문에, 용량의 이동객체를 효율 으로 

리하지 못하는 단 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DS-GRID[1]는 용량 이동객체의 치정

보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해, 노드 기반 분산 pre- 

computation 기법을 이용하 다. 이를 해, DS-GRID

는 공간 네트워크를 2차원의 그리드 셀로 나 고, 네트워

크 정보  POI와 이동 객체 정보를 셀별로 분산 처리한

다. 각 그리드 셀은 셀 테이블(Cell Table), 경계  테이

블(BP Table), POI R-트리, MO Index, Vertex-Edge, 

Vertex-Border, Cell-Border의 6개 컴포 트로 구성되

며, 서버마다 하나의 그리드 셀이 할당되어 각 셀 역에 

포함되는 공간 네트워크 정보를 독립 으로 리한다. 아

울러 DS-GRID[1]에서는 k-최근  질의처리를 해 ICE 

(incremental cell expansion) 알고리즘과 MCE(multi- 

castring-based cell expansion)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ICE 알고리즘은 질의 이 치한 셀과 인  셀이 공유하

는 모든 경계  정보를 한 번의 질의 송을 통해 달

함으로써, 인  셀에서의 POI 재탐색 횟수를 감소시켜 

검색 성능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MCE 알고리즘은 k 개

의 POI를 검색하기 한 셀 리스트를 생성하여, 이웃 셀

에서의 POI 탐색을 병렬 으로 수행하여 검색 성능을 향

상시켰다. 그러나 k-최근  질의처리 알고리즘은 정 인 

치로부터 가까운 POI를 검색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질의   이동객체의 치가 변경되면 검색결

과가 유효하지 않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이동

객체에 한 연속 인 질의처리 기법인 연속 k-최근  

질의처리 알고리즘의 연구가 필요하다. 

  공간 네트워크에서 이동객체를 한 연속 k-최근  질

의 처리 알고리즘 연구로는 Kolahdouzan[6]의 연구가 유

일하다. Kolahdouzan[6]의 연구에서는 NVD(Network 

Voronoi Diagram)[2]를 이용하여 연속 k-최근  질의 

처리를 한 IE(Intersection Examination)과 UBA 

(Upper Bound Algorithm)의 두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첫째, IE 알고리즘은 이동 객체가 이동하고자 하는 경로

상의 모든 노드에서 k-최근  질의 처리 알고리즘을 수

행하여 k 개의 POI를 검색한다. 아울러 각 노드에서 검

색된 POI를 increasing 거리와 decreasing 거리를 갖는 

POI로 구분하고 연속된 increasing POI와 decreasing 

POI의 의 최소 거리를 이용하여 분할 을 계산한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모든 부분 경로에 해 수행하여 

결과집합을 생성한다. 둘째, UBA 알고리즘은 IE 알고리

즘이 경로상의 노드에서 k 최근  질의 처리 알고리즘을 

수행해야하는 오버헤드를 이고자 Roussopoulos [7]의 

연구에서 제안된 임계값(threshold) δ값을 이용하 다. 먼

 시작 노드에서 k+1개의 POI를 검색한 후 이를 

increasing 거리와 decreasing 거리를 갖는 POI로 구분

한다. IE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연속된 increasing POI

와 decreasing POI 의 최소 거리를 구하여 δ값을 계산

한다. 이때 δ값 범  내에서는 검색된 POI의 거리 순서

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론을 증명하고, 이를 이용하여 k-

최근  질의 처리 알고리즘의 수행 횟수를 감소시켜 검

색시간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Kolahdouzan의 연구는 

NVD를 이용하여 질의처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POI  

네트워크의 업데이트에 취약하며, 용량 이동 객체를 효

과 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단 을 갖는다.

3. 분산 연속 k-최근  질의처리 알고리즘의 

설계

  용량 이동 객체를 한 분산 처리 연구인 DS-GRID

를 이용하여 새로운 연속 k-최근  질의처리 알고리즘인 

MCE-CKNN 알고리즘과 MBP-CKNN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3.1 MCE-CKNN(MCE-based continuous k-Nearest 

Neighbor) 알고리즘

  연속 k-최근  질의를 처리하기 해, 이동경로 상의 

모든 지 에서 연속 인 k-최근  질의 처리 알고리즘 

수행은 많은 검색시간을 요구한다. 이때 공간 네트워크에

서의 이동경로는 교차로와 같은 노드와 도로와 같이 두 

개의 노드로 구성되는 에지의 집합으로 표 할 수 있다. 

이동 객체가 에지 상에서 이동할 때 에지상의 임의의 지

에서 가장 가까운 k 개의 POI는 에지의 양 노드에서 

검색한 k 개의 POI 에 포함되기 때문에 k-최근  질의 

처리 알고리즘의 수행 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즉, 공

간 네트워크에서는 이동 객체가 이동하고자 하는 이동경

로상의 노드의 수만큼의 k-최근  질의 처리 알고리즘 

수행으로 결과 집합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경로

상의 노드의 수만큼의 k-최근  질의 처리 알고리즘 수

행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해, DS-GRID를 한 

연속 k-최근  질의처리 알고리즘인 MCE-CKNN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MCE-CKNN 알고리즘은 k-최근  질의처리 알고리즘

의 수행 횟수를 감소시키기 해, Kolahdouzan[6]의 연

구에서 정의한 임계값(threshold) δ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MCE-CKNN 알고리즘의 수행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 객체의 이동경로가 지나는 셀의 리스트 

CellList={Cell1, Cell2, ..., Celln} 를 생성한 후 이동경로 

상에 존재하는 노드정보를 노드가 포함된 셀에 삽입한다. 

이때 셀 정보는 Celli={N1, N2,...Nm} 로 구성되며 Celli는 

셀 리스트에 포함된 i 번째 셀을, N 은 해당 셀에 포함되

는 노드를 나타내며, m은 이동경로 상에 존재하는 노드 

 i 번째 셀에 포함되는 노드의 수를 나타낸다. 둘째, 생

성된 셀 정보를 해당 셀을 담당하는 서버로 송하여 각 

서버에서 병렬 으로 연속 k-최근  질의 처리 알고리즘

을 수행한다. 셋째, 셀 정보를 달받은 서버에서는 각 

셀에서 연속 k-최근  질의 처리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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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각 셀에서의 연속 k-최근  질의 처리는 MCE 알

고리즘과 [1]에서 제안한 δ값을 이용하여 수행하며, 수행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달받은 셀 정보에 포함된 

첫 번째 노드에서 MC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가장 가까

운 k+1 개의 POI를 검색한다. 둘째, 검색된 k+1 개의 

POI를 거리 순으로 정렬하여 [6]에서 정의한 increasing 

거리와 decreasing 거리를 갖는 POI로 분류한 후 δ값을 

계산한다. 정렬된 POI 집합을 {P1↑, P2↓, P3↑, ...,Pk+1

↓}라 가정할 때, ↑는 increasing 거리를 ↓는 

decreasing 거리를 나타내며 δ값은 다음과 같다.

     (1)

  이때 q는 질의 을, Pi, Pi+1은 각각 increasing 거리와 

decreasing 거리를 갖는 POI를 나타내며, distance(P, q)

는 P와 q의 최단 거리를 나타낸다. 셋째, 계산된 δ값보다 

큰 거리를 갖는 다음 노드에서 k+1 개의 POI 검색과 새

로운 δ값의 계산을 수행하고, 이를 셀 정보에 포함된 마

지막 노드까지 반복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검색된 결과

를 송하여 병합한 후 사용자에게 결과를 반환한다. 

  그림 1은 제안하는 MCE-CKNN 알고리즘을 나타낸

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크게 질의로 주어진 이동경로를 

이용하여 셀 리스트를 생성하여 각 셀 담당 서버에 달

하고 결과를 병합하는 MCE-CKNN Master  각 셀에

서 달받은 셀 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연속 k-최근  질

의 처리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MCE-CKNN Worker 로 

구성된다. 

   MCE-CKNN Master 알고리즘은 첫째, 질의로 주어

진 이동경로(NodeList) 에 포함된 노드 정보를 이용하여 

셀 리스트를 생성하고 노드 정보를 해당 셀에 삽입한다

(1-2 라인). 둘째, 생성된 셀 정보를 각 셀 담당 서버에 

달하여 MCE-CKNN Worker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3-4 라인). 마지막으로, 각 셀에서 검색된 결과를 달

받아 이를 병합한 후 사용자에게 결과를 반환한다(5-7 

라인). 

   각 셀에서 수행되는 MCE-CKNN Worker 알고리즘

은 첫째, 달받은 셀 정보에 포함된 첫 번째 노드에서 

MC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k+1 개의 POI 를 검색한 후, 

검색된 POI를 increasing 거리와 decreasing 거리를 갖

는 POI로 구분한다(8-9 라인). 둘째, 검색된 k+1개의 

POI를 이용하여 δ값을 계산한다(10-11 라인). 셋째, 계산

된 δ값보다 큰 거리를 갖는 다음 노드를 검색한 후, 검색

된 노드에서 MC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k+1개의 POI를 

검색한다(12-13). 넷째, POI를 분류하고 노드 Ni와 Nq 

사이의 분할 (split point)를 구한다(14-15). 다섯째, Nq

와 다음 노드 사이의 연속 k-최근  POI를 검색하기 

해 Nq를 시작 노드로 설정하고, 검색된 POI값을 δ값을 

구하기 한 후보 집합으로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셀 정보에 포함된 모든 노드에 해 반복한 후 결과 값

을 반환한다. 

MCE-CKNN Master(NodeList,  k)

CellList=∅, result=∅

01. for each Ni∈NodeList

02.    CellList.update(findCell(Ni), Ni)

03. for each Celli∈CellList

04.    sendQuery(Celli, k)

05. for each Celli∈CellList

06.    result.update(ReceiveResult(Celli))

07. return result

MCE-CKNN worker(Cell,  k)

result=∅, candidatei=candidatei+1=∅

08. MCE(N0, k+1, candidatei)

09. computeDirection(candidatei)

10. for each Ni∈Cell start from N1

11.    δ=computeDelta(candidatei)

12.    Nq=findNextN(Cell, δ)

13.    MCE(Nq, k+1, candidatei+1)

14.    computeDirection(candidatei+1)

15.    result+= findSplitPoints(candidatei, candidatei+1)

16.    Ni=Nq

17.    candidatei=candidatei+1

18. return result

그림 1. MCE-CKNN 알고리즘  

  MCE-CKNN 알고리즘은 각 셀에서의 연속 k-최근  

질의 처리 시, 이동경로 상에 존재하는 노드에서 MC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k+1개의 POI를 검색한다. 그림 2는 

MCE-CKNN 알고리즘의 를 나타낸다. 

그림 2. MCE-CKNN 알고리즘의 

  이동 객체가 {n1, n2, n3, n4, n5} 로 구성되는 이동경로

를 운행할 때, 연속 2-최근  질의 처리 알고리즘을 가정

한다. 먼 , {n1, n2, n3, n4}는 같은 셀에 존재하므로 노드 

n1에서 MC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2+1 개의 POI P1, P2, 

P3 를 검색한다. 이때, POI P1과 P2는 내부 확장을 통해

서 검색되며, P3는 질의 이 치한 셀의 경계  BP1, 

BP2 를 공유하는 인  셀에서 외부 확장을 이용하여 검

색한다. 아울러, 계산된 δ값이 에지 (n1, n2)의 길이보다 



분산 그리드 기법을 한 연속 k-최근  질의처리 알고리즘  13

그림 3. MBP-CKNN 알고리즘의 

작을 경우, 노드 2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2+1 개의 

POI P1, P2, P3를 검색하며, P1, P2는 내부 확장을 통해, 

P3는 경계  BP1, BP2를 공유하는 인  셀에서 외부 확

장을 이용하여 검색한다. 노드 n3, n4에서는 2+1개의 POI 

P1, P2, P4를 검색하며, P1, P2는 내부 확장을 통해, P3는 

경계  BP3, BP4, BP5를 이용하여 외부 확장을 이용하여 

검색한다. 즉, 노드 n1, n2, n3, n4의 2+1 NN을 검색하기 

하여 최악의 경우 인  셀에서 노드 개수인 4회의 외

부 확장을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은 이

동 객체의 이동경로가 길어질수록, 그리고 셀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셀 안에 포함되는 노드의 수가 증가되어, 유

사한 검색을 반복 으로 수행함으로써 체 인 질의 처

리의 효율성을 하시킨다. 

3.2 MBP(Monitoring in Border Point)-CKNN 알

고리즘

  MCE-CKNN 알고리즘의 단 을 해결하기 해 경계

에서 가장 가까운 k 개의 POI를 미리 계산하여 장하

고, 이를 이용하여 질의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한 

MBP-CKNN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MBP-CKNN 알고

리즘을 처리하기 해서는 각 셀에 존재하는 모든 경계

에 하여 가장 가까운 k 개의 POI를 미리 계산하고 

이를 장해야 한다. 이는 POI가 치 정보의 갱신이 빈

번하지 않은 정 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DS-GRID의 네

트워크 데이터와 함께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즉, 

DS-GRID를 한 네트워크 데이터를 생성한 후, POI 데

이터 삽입 시 Vertex-Border 컴포 트를 이용하여 셀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경계 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각 

경계 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k 개의 POI를 장한다. 

  그림 3은 MBP를 한 k를 2라 가정할 때의 MBP- 

CKNN 알고리즘의 를 나타낸다. 이동 객체가 {n1, n2, 

n3, n4, n5} 로 구성되는 이동경로를 운행할 때 연속 2-최

근  질의 처리 알고리즘을 가정한다. 이때 MBP 일을 

생성하기 한 POI의 수는 1이라 가정한다. 노드 {n1, n2, 

n3, n4}는 같은 셀에 존재하므로 첫 번째 노드 n1에서 

MC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내부 확장을 수행하여 2개의 

POI P1, P2 를 검색한다. 이때 2+1=3 번째의 POI를 검색

하기 해 각 경계  BP1, BP2, BP3, BP4, BP5를 공유하

는 인  셀 담당 서버로 각 경계 에서 가장 가까운 1개

의 POI 정보를 요청한다. 셀 1(cell 1)의 경우 BP3, BP4, 

BP5에서 가장 가까운 POI는 P4, 셀 2(cell 2)의 경우 

BP1, BP2에 가장 가까운 POI는 P3 이므로 셀 0은 이를 

달받아 MBP 리스트를 구축한다. 

  이를 이용하여 첫 번째 노드 n1 으로부터 가까운 3 번

째의 POI를 검색한다. 노드 n2 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부 

확장을 통해 2개의 POI P1, P2를 검색하며 3번째의 POI

를 검색한다. 이때 구축된 MBP List를 이용하여 추가

인 외부 확장 없이 3번째의 POI를 검색할 수 있다.

  MBP-CKNN 알고리즘은 MBP-CKNN Master 알고

리즘과 MBP- CKNN Worker 알고리즘으로 구성되며, 

MBP-CKNN Master 알고리즘은 MCE-CKNN Master 

알고리즘과 동일하다. 그림 4는 각 셀에서 실행되는 

MBP-CKNN Worker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첫째, 달

받은 셀 정보에 포함된 첫 번째 노드에서 내부 확장

(InnerExpantion)을 통해 k+1 개의 POI 를 검색한 후, 

셀의 각 경계 을 공유하는 셀 리스트를 생성한다(1-3 

라인). 둘째, 셀 리스트에 존재하는 각 셀로 질의를 달

하여 이웃 셀의 MBP 일에 장된 POI 정보를 달받

아 MBPList 를 생성한다(4-7 라인). 셋째, 내부 확장을 

통해 검색된 k+1번째의 POI보다 노드 N0까지의 거리가 

작은 모든 경계 에 해 MBPList에 장된 POI정보를 

이용하여 candidatei를 갱신한다(8-13 라인). 넷째, k+1개

의 POI를 를 increasing 거리와 decreasing 거리를 갖는 

POI로 구분하고, 검색된 k+1개의 POI를 이용하여 δ값을 

계산한다(14-16 라인). 다섯째, 계산된 δ값보다 큰 거리

를 갖는 다음 노드를 검색한 후, 검색된 노드에서 내부 

확장과 MBPList의 POI 정보를 이용하여 k+1개의 POI

를 검색한다(17-24 라인). 여섯째, 마찬가지 방법으로 

POI를 분류하고 노드 Ni와 Nq 사이의 분할 (split 

point)를 구한다(25-26 라인). 다섯째, Nq와 다음 노드 사

이의 연속 k-최근  POI를 검색하기 해 Nq를 시작 노

드로 설정하고 검색된 POI값을 δ값을 구하기 한 후보 

집합으로 설정한다(27-28 라인). 마지막으로 이를 셀 정

보에 포함된 모든 노드에 해 반복한 후 결과 값을 반

환한다(29 라인). 

MBP-CKNN worker(Cell,  k)

CellList=∅, MBPList=∅, result=candidatei=candidatei+1=∅

01. InnerExpantion(N0, k+1, candidatei, BPList)

02. for each BPi∈BPList

03.    CellList.update(findCell(BPi), BPi)

04. for each Celli∈CellList

05.    sendQuery(Celli, k)

06. for each Celli∈CellList

07.    MBPList.update(ReceiveResult(Celli))

08. dmax=candidatei.k+1thDist()

09. for any BPi∈MBPList && dist(N0, BPi)<dmax)

10.    for each POIi∈BPi.POI

11.       if((dist(N0, BPi)+POIi.dist)<d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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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andidatei.update(POIi, 

                           (dist(N0, BPi)+POIi.dist))

13.         dmax=candidatei.k+1thDist()

14. for computeDirection(candidatei)

15. for each Ni∈Cell start from N1

16.    δ=computeDelta(candidatei)

17.    Nq=findNextN(Cell, δ)

18.    InnerExpantion(Nq, k+1, candidatei+1, BPList)

19.    dmax=candidatei+1.k+1thDist()

20.    for any BPi∈MBPList 

                           && dist(N0, BPi)<dmax)

21.       for each POIi∈BPi.POI

22.          if((dist(N0, BPi)+POIi.dist)<dmax)

23.             candidatei+1.update(POIi, (dist(N0, 

                                    BPi)+POIi.dist))

24.             dmax=candidatei+1.k+1thDist()

25.    computeDirection(candidatei+1)

26.    result+= findSplitPoints(candidatei, candidatei+1)

27.    Ni=Nq

28.    candidatei=candidatei+1

29. return result

그림 4. MBP-CKNN worker 알고리즘

4. 분석  성능 모델

  제안하는 분산 연속 k-최근  질의 처리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를 해 분석  성능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해 노드  에지, POI의 도가 일정한 정방형 공간 네

트워크를 가정한다. 

4.1 Kolahdouzan[6]의 연속 k-최근  질의 처리 알고리

즘을 한 분석  성능 모델

  제안하는 연속 k-최근  질의 처리 알고리즘과의 분석

 성능 평가를 수행하기 해 기존 연구인 Kolah- 

douzan[6]의 연속 k-최근  질의 처리 알고리즘을 한 

분석  성능 모델을 제시한다. Kolahdouzan의 연속 k-

최근  질의 처리 알고리즘은 주어진 경로의 시작 노드

에서 k+1 개의 POI를 검색하여 increasing, decreasing 

거리를 갖는 POI로 구분한 후, 임계값 δ를 계산하고 분

할 을 생성한다. 아울러 이를 경로의 마지막 노드까지 

반복 수행하여 결과 집합을 생성한다. 따라서 Kolah- 

douzan의 연속 k-최근  질의 처리 알고리즘 비용은 크

게 각 노드에서의 k+1 개의 POI를 검색하기 한 k-최

근  질의 처리 알고리즘 수행 비용과 분할  생성 비용

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첫째, Kolahdouzan의 알고리즘은 각 노드에서 k 개의 

POI를 검색하기 해 NVD를 이용한다. NVD는 POI를 

심으로 NVD 역에 포함되는 POI와 노드  경계  

사이의 거리를 미리 계산하여 장한다. 따라서 노드에서

의 k-최근  질의 처리 비용은 NVD에 한 디스크 I/O 

를 구하여 측정할 수 있다. NVD는 크게 다음과 같은 4

개의 정보로 구성된다. 

 •NVD : 보로노이 폴리곤(polygon) 역  POI 정보

 •AVNP : 인 한 다른 POI의 NVD 정보

 •BNVP : 보로노이 폴리곤의 각 노드  경계  사이의 

연결 정보

 •PCC : 보로노이 폴리곤의 POI, 노드, 경계  사이의 거리 

정보

  k-최근  질의 처리 알고리즘은, 첫째, 질의 이 치

한 보로노이 폴리곤 역의 정보를 검색한다. 이는 NVD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하며 NVD는 {폴리곤ID, MBR, 

POIID, POI 좌표} 정보로 구성된다. 둘째, ANVP 정보

를 이용하여 인  폴리곤을 검색하고 BNVP, PCC 정보

를 이용하여 인  폴리곤의 POI 까지의 거리를 계산한

다. 마지막으로 검색된 인  폴리곤의 경계 보다 은 

거리를 갖는 k 개의 POI 를 검색할 때까지 반복한다. 따

라서 k 최근  질의 처리 비용은 4개의 정보에 한 디

스크 I/O 횟수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각 폴리곤은 

NVD, AVNP 정보 검색을 한 두 번의 디스크 근과, 

질의 이 치한 에지의 두 노드와 폴리곤 내의 모든 경

계 까지의 거리를 검색하기 한 경계 의 수*2 번의 

디스크 근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폴리곤의 디스크 근 

비용은 다음과 같다.

 

    (2)

  아울러 k-최근  질의 처리 알고리즘은 k 개의 POI를 

검색할 때까지 k 번째 POI 보다 작은 거리를 갖는 경계

의 이웃 폴리곤을 검색한다. 따라서 k-최근  질의 처

리 알고리즘의 검색 비용은 다음과 같다.

        

(3)

  마지막으로 연속 k-최근  질의 처리 알고리즘은 주어

진 경로의 노드에서 k-최근  질의 처리 알고리즘을 수

행하기 때문에, 주어진 경로의 노드의 수가 n 일때의 연

속 k-최근  질의 처리 알고리즘 비용은 다음과 같다. 

    

4.2 MCE-CKNN 알고리즘의 분석  성능 모델

  MCE-CKNN 알고리즘의 분석  성능 모델을 해, 

이동 객체가 N개의 노드로 구성된 경로를 이동한다고 가

정한다. MCE-CKNN 알고리즘은, 첫째, 이동 객체가 이

동하고자 계획한 경로를 노드의 좌표를 이용하여 셀 단

의 부분 경로로 분할한다. 둘째, 분할된 부분 경로가 

속한 셀 담당 서버로 질의를 송한다. 셋째, 질의를 

송받은 각 서버는 분할된 부분 경로의 모든 노드에서 

MC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k 개의 POI를 검색하고, 검

색된 POI를 이용하여 셀 내에 포함된 노드 사이의 분할

을 생성한다. 넷째, 각 셀에서 부분 경로에 해 검색

된 결과를 질의를 달한 셀로 송하여 병합한다.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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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분할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계 을 포함하

는 에지에 해 분할 을 계산하여 결과 집합을 생성한

다. 따라서 MCE-CKNN 알고리즘은 크게 다섯 단계로 

구성되며 각각에 한 비용 정의  이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COSTcreatesubroute : 이동 경로를 셀 단 의 부분 경로로 

분할

 •COSTtransmit : 각 부분 경로를 포함하는 역의 셀 담당 

서버로 송

 •COSTsubCKNN : 부분 경로에 한 연속 k-최근  질의 

처리 수행

 •COSTreceive : 부분 경로에 해 검색된 결과 송

 •COSTsplitsection : 경계 을 포함하는 에지에서의 분할  

생성

  DS-GRID의 질의 처리 알고리즘은 일반 으로 디스크 

I/O  분산 장된 데이터 검색을 한 네트워크 통신 

비용을 구하여 분석  성능을 측정할 수 있다. 이때, 

COSTcreatesubroute, COSTslitsection은 주어진 경로와 검색된 

부분 결과를 이용하여 메모리 상에서 수행되므로 체 

검색 비용에 미치는 향이 매우 다. 따라서 

MCE-CKNN 알고리즘 비용은 COSTtransmit, 

COSTsubCKNN, COSTreceive 비용의 합으로 계산한다. 

  첫째, 각 셀로 질의를 송하기 한 비용은 질의를 각 

서버로 송하기 해 필요한 메시지의 수와 하나의 메

시지를 송하기 한 네트워크 통신 비용의 곱으로 계

산할 수 있다. 각 서버로 송하기 해 필요한 메시지의 

수는 이동 경로가 통과한 셀의 수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하나의 셀은 x, y축 방향으로 n 개의 노드로 구성

되므로, N 개의 노드로 구성된 이동 경로가 통과하는 셀

의 수는 궤 의 길이를 셀의 x, y 축 당 노드 개수인 n

으로 나 어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N 개의 노드로 구

성된 이동 경로가 통과하는 셀의 수는 다음과 같다.

       (4)

  이때, 질의 송은 부분 경로가 통과하는 셀  질의를 

처리하는 셀을 제외한 셀에 해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질의를 각 셀 담당 서버로 질의를 송하기 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5)

  

  둘째, 각 셀에서 부분 경로에 한 연속 k-최근  질

의 처리 수행은 부분 경로를 구성하는 각 노드에서의 k 

개의 POI를 검색하기 한 MCE 알고리즘의 비용  검

색된 k 개의 POI를 이용하여 각 노드 사이의 분할 을 

계산하기 한 두 부분으로 나  수 있다. 이때, 분할  

계산은 검색된 POI를 이용하여 메모리상에서 이루어지므

로, COSTsubCKNN는 이를 제외한 MCE 알고리즘의 검색 

비용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때 MCE 알고리즘은 각 서

버에 할당된 부분 경로를 구성하는 노드 수 n만큼 반복

수행 되기 때문에 부분 경로에 한 연속 k-최근  질의 

처리를 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6)

  마지막으로, 각 서버에서 검색된 부분 경로에 한 연

속 k-최근  질의 처리 결과 송 비용은 질의 송 비

용과 마찬가지로 결과 송에 필요한 메시지의 수와 하

나의 메시지를 송하기 해 요구되는 네트워크 통신 

비용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검색된 부분 경로

에 한 결과 송 비용은 다음과 같다.

    




 


  (7)

  마지막으로 MCE-CKNN 알고리즘 수행에 비용은 다

음과 같다. 

  

4.3 MBP-CKNN 알고리즘의 분석  성능 모델

  MBP-CKNN 알고리즘은 MCE-CKNN 알고리즘과 마

찬가지로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체 질의 처

리 비용은 각 단계의 비용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첫째, 이동 객체가 이동하고자 계획한 경로를 노드의 좌

표를 이용하여 셀 단 의 부분 경로로 분할 비용, 둘째, 

분할된 부분 경로를 해당 셀 담당 서버로 질의를 송하

기 한 통신비용, 셋째, 각 셀 담당 서버에서 분할된 부

분 경로에 한 연속 k-최근  질의 처리 비용, 넷째, 각 

셀에서 부분 경로에 해 검색된 결과를 송하기 한 

통신비용, 마지막으로 분할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

계 을 포함하는 에지에 해 분할 을 계산비용이 요구

된다. 한 MCE-CKNN 알고리즘 비용과 마찬가지로 

COSTcreatesubroute, COSTslitsection은 체 검색 비용에 미치

는 향이 매우 기 때문에, COSTtransmit, COSTsubCKNN, 

COSTreceive 비용의 합으로 계산한다. 

  첫째, MBP-CKNN 알고리즘을 한 COSTtransmit, 

COSTreceive 비용은 식 (5), (7)을 이용하여 동일하게 계

산할 수 있다. 

  둘째, MBP-CKNN 알고리즘은 각 서버에서 부분 경

로에 한 연속 k-최근  질의 처리를 수행할 때, 셀마다 

경계 으로부터 가까운 k 개의 POI를 미리 계산하여 

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 번의 외부 확장만을 수행한다. 

따라서 부분 경로에 한 연속 k-최근  질의 처리 비용

은 부분 경로를 구성하는 각 노드에서의 셀 내부 확장 

비용 COSTinnerexpansion  한 번의 외부 확장 비용 

COSTouterexpansion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먼  

COSTinnerexpansion은 3.3.3 의 S-GRID를 한 k-최근  

질의 처리 알고리즘의 Vertex-Border 컴포 트 검색 비

용  Vertex-Edge 컴포 트 검색 비용을 이용하여 계

산할 수 있다. 이때 내부 확장은 부분 경로를 구성하는 

노드의 수만큼 반복된다. 따라서 부분 경로에 한 연속 

k-최근  질의 처리의 내부 확장비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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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MBP-CKNN 알고리즘은 부분 경로를 구성하는 노드 

수 만큼의 k-최근  질의 처리 수행에 따른 외부 확장 

비용을 이기 해 각 셀의 경계 에서 가까운 k 개의 

POI를 미리 계산하여 장한다. 따라서 외부 확장비용은 

셀에 장된 각 경계 으로부터 가까운 k 개의 POI 를 

검색하기 한 디스크 I/O  이를 한 질의  결과를 

송하기 한 네트워크 통신비용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먼  경계 으로부터 가까운 k 개의 POI 검색을 

한 디스크 I/O 는 인 한 셀과 공유하는 경계 의 수, 

각 경계 에서의 POI 정보 근 비용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노드  에지의 도가 일정한 정방형 공간 네

트워크에서의 인 한 셀의 수는 4이므로, 이웃 셀에서 

#ofBPi/4개의 경계 에 한 k 개의 POI를 검색해야 한

다. 따라서 경계 으로부터 가까운 k 개의 POI 검색을 

한 디스크 근 비용은 다음과 같다.

       (9)

    

  마지막으로 외부 확장을 한 질의 송 비용  결과 

송은 식 (5), 식 (7)과 유사하게 계산되며, 이는 다음과 

같다.

(10)

 (11)

 

  따라서 분할된 부분 경로에 한 연속 k-최근  질의 

처리 비용은 부분 경로의 각 노드에서의 내부 확장 비용, 

경계 에서의 POI 검색을 한 질의 송 비용, 이웃 셀

에서의 경계 에서 가까운 k 개의 POI 검색 비용, 그리

고 검색된 결과의 송 비용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12)

  마지막으로 MBP-CKNN 알고리즘 수행에 비용은 다

음과 같다. 

      

5. 성능 평가

  본 장에서는 기존 Kolahdouzan[6]의 연속 k-최근  

알고리즘  제안하는 MCE-CKNN, MBP-CKNN 알고

리즘의 검색 성능을 비교한다. 성능 평가 환경은 HP ML 

150 G3 서버, 인텔 Xeon 3.0 Ghz dual CPU, 2 GB 메

모리, HP 250 GB SATA 7200 rpm HDD, BCM5703 

Gigabyte Ethernet 이며, visual studio 2003을 사용하여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구 하 다. DS-GRID는 멀티 로

세스를 이용하여 구 하 으며, 하나의 로세스에 하나

의 셀을 할당하고,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질의 할당하고

를 달한다. 성능 평가를 한 공간 네트워크 데이터는 

220,000 개의 에지와 170,000 개의 노드로 구성된 샌 란

시스코 만 데이터를 이용하 으며, POI와 이동 객체는 

Brinkhoff 알고리즘[8]을 이용하여 생성하 다. POI 데이

터는 에지 비 POI 도 0.01(2200개을 통0.02(4400개

을 통0.05(11000개을 통0.1(22000개을의 데이터 집합을 

생성하고, R-트리를 이용하여 색인하 다. 사용된 R-트

리의 fan-out은 50이며, 평균 1.4의 깊이를 갖는다. 질의 

데이터는 경로의 길이를 10, 20, 30, 40, 50으로 생성하

으며, 경로의 길이별로 100개의 질의 데이터를 생성하

다. 성능 평가를 해, 첫째, 경로의 길이 변화에 따른 성

능 비교, 둘째, k 값의 변화에 따른 성능 비교, 셋째, POI

의 도에 따른 성능 비교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제안

하는 분석  성능모델과의 정확성 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질의 경로의 길이 변화에 따른 검색 성능을 비교

한다. 이때, k 는 20, POI 도는 0.01, 그리드 셀의 개수

는 10*10 이다. 그림 5는 질의 경로의 길이 변화에 따른 

검색 성능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연속 k-최근  질의 처

리 알고리즘의 성능이 Kolahdouzan의 방법보다 검색성

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안하는 연속 k-최근

 질의 처리 알고리즘은 주어진 경로를 셀 단 의 부분 

경로로 분할하여 각 셀 담당 서버로 송하고, 부분 경로

에 한 연속 k-최근  질의 처리를 병렬 으로 수행하

기 때문이다. 아울러 MBP-CKNN 알고리즘은 한 번의 

외부 확장으로 인  셀에서의 POI를 검색하기 때문에, 

MCE-CKNN 알고리즘에 비해 검색 성능이 우수함을 나

타낸다.

그림 5. 질의 경로의 길이 변화 따른 검색 성능

  둘째, k 값의 변화에 따른 검색 시간을 측정한다. 이때, 

POI의 도는 0.01, 그리드 셀의 개수는 10*10 이다. 그

림 6은 k 값의 변화에 따른 검색 성능을 나타낸다. k 가 

1인 경우, Kolahdouzan의 방법은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질의 에서 가장 가까운 POI를 검색하기 때문

에, 검색 성능이 가장 우수함을 나타낸다. k 가 5 이상인 

경우, 제안하는 연속 k-최근  질의 처리 알고리즘은 부

분 경로에 한 연속 k-최근  질의 처리를 병렬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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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때문에, 검색 성능이 보다 우수함을 나타낸다. 

MBP-CKNN 알고리즘은 셀 마다 경계 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POI를 장하기 때문에, 외부 확장에 따른 POI 

검색 비용이 감소한다. 한, 한 번의 외부 확장을 통해 

경계 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k 개의 POI를 메모리상에 

유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가 인 외부 확장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노드에서 k 개의 POI를 검색하기 때문에, 검

색 성능이 가장 우수함을 나타낸다. 

그림 6. k 값의 변화에 따른 검색 성능

  셋째, POI 도의 변화에 따른 검색 성능을 비교한다. 

이때, k 는 20, 그리드 셀의 개수는 10*10 이다. 그림 7

은 POI 도의 변화에 따른 검색 성능을 나타낸다. 세 

방법 모두 POI 도가 증가할수록 검색 성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이는 POI 도가 증가할수록, k 개의 POI를 

검색하기 한 네트워크의 확장 횟수가 감소되며, 인  

셀에서 POI 탐색을 한 외부 확장 횟수가 감소하기 때

문이다. 

그림 7. POI 도의 변화에 따른 검색 성능

  마지막으로, 분석  성능 모델의 정확성을 분석하기 

해, 분석  성능 모델에 따른 연속 k-최근  질의 처리 

알고리즘의 검색 성능  실제 구 을 통해 실험한 검색 

성능을 비교한다. 이때 k 는 10, POI 도는 0.01, 그리

드 셀의 개수는 10*10 이다. 표 1은 분석  성능 모델 

 실험에 따른 검색 성능의 에러(error) 비율을 나타낸

다. 

표 1. 분석  성능 모델  실험에 따른 검색 성능 비교

10 20 30 40 50

Kolahdouzan

분석  
성능 

0.841 2.022 3.499 5.278 7.335

실험 
성능

0.907 2.184 3.767 5.691 7.974

error 
비율

8.1 % 8.3 % 8.6 % 9.0 % 9.6 %

MCE-CKNN

분석  
성능

0.686 1.478 2.170 2.893 4.094

실험 
성능

0.746 1.612 2.374 3.180 4.531

error 
비율

8.1 % 8.3 % 8.6 % 9.0 % 9.6 %

MBP-CKNN

분석  
성능

0.587 1.127 1.782 2.355 3.349

실험 
성능

0.640 1.229 1.950 2.578 3.671

error 
비율

8.2 % 8.3 % 8.4 % 8.6 % 8.9 %

  표에서 분석  성능 모델과 실험에 따른 결과의 error 

비율은, Kolahdouzan의 방법의 경우 8.1-9.6% 이며, 

MCE-CKNN 알고리즘의 경우 8.1-9.6%, MBP-CKNN 

알고리즘은 8.2-8.9% 이다. 이때 경로의 길이가 증가할수

록 분할 을 생성하기 한 CPU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

에, error 비율이 완만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 방법 모두 error 비율이 9.6% 이하로써, 분석  성능 

모델이 정확함을 나타낸다. 

6.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공간 네트워크에서 용량 이동객체를 

한 연속 k-최근  질의처리를 한 분산 처리 알고리

즘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해 이동 객체의 빈번한 업

데이트로 인한 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DS-GRID를 

한 MCE-CKNN 알고리즘  MBP-CKNN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를 한 분석  성능 모델을 설계하 다. 

MCE-CKNN 알고리즘은 주어진 경로를 셀 단 로 분할

하여 각 셀에서 MC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질의 처리를 

병렬 으로 수행함으로써, 검색 성능을 향상시켰다. 그러

나 셀에서 경로를 구성하는 각 노드에 한 MCE 알고

리즘을 수행할 때, 인  셀을 노드의 수만큼 반복 으로 

방문하는 상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해, MBP- 

CKNN 알고리즘은 경계 에서 가까운 POI를 미리 장

하고 한 번의 외부확장을 통해 POI를 검색함으로써 검색 

성능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기존 연구인 Kolahdouzan의 

방법과의 성능 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이 15-53% 검

색 성능이 우수함을 나타내었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실제 텔 매틱스 



18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논문지：제11권 제3호 (2009. 09)

 치기반 서비스 응용에 용하여 그 효율성을 입증

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 김 창, 김 진, 장재우, “ 용량 이동객체의 치정

보 리를 한 S-GRID를 이용한 분산 그리드 기

법”,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10권, 4호, 

2008, pp. 11-19.

[ 2 ] M. Kolahdouzan, C. Shahabi, “Voronoi-based k 

Nearest Neighbor Search for Spatial Network 

Databases”, In Proc. of VLDB, 2004, pages 

840-851.

[3 ]  X. Huang, C.S. Jensen, S. Saltenis, “The Islands 

Approach to Nearest Neighbor Querying in 

Spatial Networks”, In Proc. of SSTD 2005, LNCS 

3633, 2005, pp. 73-90.

[ 4 ] 김용기, 니하드 카림 우더리, 이 조, 장재우, “공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체화 기법을 이용한 

범   k-최근  질의처리 알고리즘”, 한국공간정보

시스템학회 논문지, 9권, 2호, 2007, pp. 67-79.

[ 5 ] X. Huang, C.S. Jensen, H. Lu, S. Saltenis, 

“S-GRID: A Versatile Approach to Efficient 

Query Processing in Spatial Networks”, In Proc. 

of SSTD 2007, LNCS 4605, 2007, pp. 93-111.

[ 6 ] M.R. Kolahdouzan, C. Shahabi, “Continuous K 

Nearest Neighbor Queries in Spatial Network 

Databases”, In Proc. of STDBM, 2004, pp. 33-40.

[ 7 ] Z. Song, N. Roussopoulos, “K-Nearest Neighbor 

Search for Moving Query Point”, In Proc. of 

SSTD, 2001, pp. 79-96.

[ 8 ] T. Brinkhoff, “A Framework for Generating 

Network-Based Moving Objects”, In Proc. of 

GeoInformatica, 2002, pp. 153-180.

김  창

2001년 북 학교 컴퓨터공학과(공학사)

2003년 북 학교 학원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2009년 북 학교 학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2009년～ 재 한국 자통신연구원 선임연

구원

심분야：데이터 마이닝, 공간 데이터베이스, 공간 색인 구조, 

질의처리 알고리즘

장 재 우

1984년 서울 학교 자계산기공학과

(공학사)

1986년 한국과학기술원 산학과

(공학석사)

1991년 한국과학기술원 산학과

(공학박사)

1996년～1997년 Univ. of Minnesota, Visiting Scholar

2003년～2004년 Penn State Univ., Visiting Scholar

1991년～ 재 북 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심분야：공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치 기반 서비스, 상

황인식, 하부 장구조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2008SeoulHangangL
    /2008SeoulHangangM
    /2008SeoulNamsanB
    /2008SeoulNamsanEB
    /2008SeoulNamsanL
    /2008SeoulNamsanM
    /2008SeoulNamsanvert
    /ACaslonPro-Bold
    /ACaslonPro-BoldItalic
    /ACaslonPro-Italic
    /ACaslonPro-Regular
    /ACaslonPro-Semibold
    /ACaslonPro-SemiboldItalic
    /AdobeFangsongStd-Regular
    /AdobeHeitiStd-Regular
    /AdobeKaitiStd-Regular
    /AdobeMingStd-Light
    /AdobeMyungjoStd-Medium
    /AdobeSongStd-Light
    /AGaramondPro-Bold
    /AGaramondPro-BoldItalic
    /AGaramondPro-Italic
    /AGaramondPro-Regular
    /AgencyFB-Bold
    /AgencyFB-Reg
    /Algerian
    /AmiR-HM
    /Arial-Black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RoundedMTBold
    /ArialUnicodeMS
    /BaskOldFace
    /Batang
    /BatangChe
    /Bauhaus93
    /BellGothicStd-Black
    /BellGothicStd-Bold
    /BellMT
    /BellMTBold
    /BellMTItalic
    /BerlinSansFB-Bold
    /BerlinSansFBDemi-Bold
    /BerlinSansFB-Reg
    /BernardMT-Condensed
    /BirchStd
    /BlackadderITC-Regular
    /BlackoakStd
    /BodoniMT
    /BodoniMTBlack
    /BodoniMTBlack-Italic
    /BodoniMT-Bold
    /BodoniMT-BoldItalic
    /BodoniMTCondensed
    /BodoniMTCondensed-Bold
    /BodoniMTCondensed-BoldItalic
    /BodoniMTCondensed-Italic
    /BodoniMT-Italic
    /BodoniMTPosterCompressed
    /BookAntiqua
    /BookAntiqua-Bold
    /BookAntiqua-BoldItalic
    /BookAntiqua-Italic
    /BookmanOldStyle
    /BookmanOldStyle-Bold
    /BookmanOldStyle-BoldItalic
    /BookmanOldStyle-Italic
    /BookshelfSymbolSeven
    /BradleyHandITC
    /BritannicBold
    /Broadway
    /BrushScriptMT
    /BrushScriptStd
    /Calibri
    /Calibri-Bold
    /Calibri-BoldItalic
    /Calibri-Italic
    /CalifornianFB-Bold
    /CalifornianFB-Italic
    /CalifornianFB-Reg
    /CalisMTBol
    /CalistoMT
    /CalistoMT-BoldItalic
    /CalistoMT-Italic
    /Cambria
    /Cambria-Bold
    /Cambria-BoldItalic
    /Cambria-Italic
    /CambriaMath
    /Candara
    /Candara-Bold
    /Candara-BoldItalic
    /Candara-Italic
    /Castellar
    /Centaur
    /Century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enturySchoolbook
    /CenturySchoolbook-Bold
    /CenturySchoolbook-BoldItalic
    /CenturySchoolbook-Italic
    /ChaparralPro-Bold
    /ChaparralPro-BoldIt
    /ChaparralPro-Italic
    /ChaparralPro-Regular
    /CharlemagneStd-Bold
    /Chiller-Regular
    /ChosunilboNM
    /ColonnaMT
    /ComicSansMS
    /ComicSansMS-Bold
    /Consolas
    /Consolas-Bold
    /Consolas-BoldItalic
    /Consolas-Italic
    /Constantia
    /Constantia-Bold
    /Constantia-BoldItalic
    /Constantia-Italic
    /CooperBlack
    /CooperBlackStd
    /CooperBlackStd-Italic
    /CopperplateGothic-Bold
    /CopperplateGothic-Light
    /Corbel
    /Corbel-Bold
    /Corbel-BoldItalic
    /Corbel-Italic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CurlzMT
    /Dotum
    /DotumChe
    /EccentricStd
    /EdwardianScriptITC
    /Elephant-Italic
    /Elephant-Regular
    /EngraversMT
    /ErasITC-Bold
    /ErasITC-Demi
    /ErasITC-Light
    /ErasITC-Medium
    /EstrangeloEdessa
    /ExpoM-HM
    /FelixTitlingMT
    /FootlightMTLight
    /ForteMT
    /FranklinGothic-Book
    /FranklinGothic-BookItalic
    /FranklinGothic-Demi
    /FranklinGothic-DemiCond
    /FranklinGothic-DemiItalic
    /FranklinGothic-Heavy
    /FranklinGothic-HeavyItalic
    /FranklinGothic-Medium
    /FranklinGothic-MediumCond
    /FranklinGothic-MediumItalic
    /FreestyleScript-Regular
    /FrenchScriptMT
    /FZSY--SURROGATE-0
    /Garamond
    /Garamond-Bold
    /Garamond-Italic
    /Gautami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GiddyupStd
    /Gigi-Regular
    /GillSansMT
    /GillSansMT-Bold
    /GillSansMT-BoldItalic
    /GillSansMT-Condensed
    /GillSansMT-ExtraCondensedBold
    /GillSansMT-Italic
    /GillSans-UltraBold
    /GillSans-UltraBoldCondensed
    /GloucesterMT-ExtraCondensed
    /GoudyOldStyleT-Bold
    /GoudyOldStyleT-Italic
    /GoudyOldStyleT-Regular
    /GoudyStout
    /Gulim
    /GulimChe
    /Gungsuh
    /GungsuhChe
    /H2gprM
    /H2gsrB
    /H2gtrE
    /H2gtrM
    /H2hdrM
    /H2mjrE
    /H2mjsM
    /H2mkpB
    /H2porL
    /H2porM
    /H2sa1M
    /HaansoftBatang
    /HaansoftDotum
    /Haettenschweiler
    /HarlowSolid
    /Harrington
    /HeadlineR-HM
    /HighTowerText-Italic
    /HighTowerText-Reg
    /HoboStd
    /HYbdaL
    /HYbdaM
    /HYbsrB
    /HYcysM
    /HYdnkB
    /HYdnkM
    /HYgprM
    /HYgsrB
    /HYgtrE
    /HYhaeseo
    /HyhwpEQ
    /HYkanB
    /HYkanM
    /HYKHeadLine-Medium
    /HYmjrE
    /HYmprL
    /HYnamB
    /HYnamL
    /HYnamM
    /HYporM
    /HYsanB
    /HYsnrL
    /HYsupB
    /HYsupM
    /HYtbrB
    /HYwulB
    /HYwulM
    /Impact
    /ImprintMT-Shadow
    /InformalRoman-Regular
    /Jokerman-Regular
    /JuiceITC-Regular
    /Kartika
    /KozGoPro-Bold
    /KozGoPro-ExtraLight
    /KozGoPro-Heavy
    /KozGoPro-Light
    /KozGoPro-Medium
    /KozGoPro-Regular
    /KozMinPro-Bold
    /KozMinPro-ExtraLight
    /KozMinPro-Heavy
    /KozMinPro-Light
    /KozMinPro-Medium
    /KozMinPro-Regular
    /KristenITC-Regular
    /KunstlerScript
    /Latha
    /LatinWide
    /LetterGothicStd
    /LetterGothicStd-Bold
    /LetterGothicStd-BoldSlanted
    /LetterGothicStd-Slanted
    /LithosPro-Black
    /LithosPro-Regular
    /LucidaBright
    /LucidaBright-Demi
    /LucidaBright-DemiItalic
    /LucidaBright-Italic
    /LucidaCalligraphy-Italic
    /LucidaConsole
    /LucidaFax
    /LucidaFax-Demi
    /LucidaFax-DemiItalic
    /LucidaFax-Italic
    /LucidaHandwriting-Italic
    /LucidaSans
    /LucidaSans-Demi
    /LucidaSans-DemiItalic
    /LucidaSans-Italic
    /LucidaSans-Typewriter
    /LucidaSans-TypewriterBold
    /LucidaSans-TypewriterBoldOblique
    /LucidaSans-TypewriterOblique
    /LucidaSansUnicode
    /MagicR-HM
    /Magneto-Bold
    /MaiandraGD-Regular
    /MalgunGothicBold
    /MalgunGothicRegular
    /Mangal-Regular
    /MaturaMTScriptCapitals
    /MesquiteStd
    /MicrosoftSansSerif
    /MingLiU
    /MinionPro-Bold
    /MinionPro-BoldCn
    /MinionPro-BoldCnIt
    /MinionPro-BoldIt
    /MinionPro-It
    /MinionPro-Medium
    /MinionPro-MediumIt
    /MinionPro-Regular
    /MinionPro-Semibold
    /MinionPro-SemiboldIt
    /Mistral
    /Modern-Regular
    /MoeumTR-HM
    /MonotypeCorsiva
    /MonotypeSorts
    /MS-Gothic
    /MS-Mincho
    /MSOutlook
    /MS-PGothic
    /MS-PMincho
    /MSReferenceSansSerif
    /MSReferenceSpecialty
    /MS-UIGothic
    /MVBoli
    /MyriadPro-Bold
    /MyriadPro-BoldCond
    /MyriadPro-BoldCondIt
    /MyriadPro-BoldIt
    /MyriadPro-Cond
    /MyriadPro-CondIt
    /MyriadPro-It
    /MyriadPro-Regular
    /MyriadPro-Semibold
    /MyriadPro-SemiboldIt
    /NewGulim
    /NiagaraEngraved-Reg
    /NiagaraSolid-Reg
    /NSimSun
    /NuevaStd-BoldCond
    /NuevaStd-BoldCondItalic
    /NuevaStd-Cond
    /NuevaStd-CondItalic
    /OCRAExtended
    /OCRAStd
    /OldEnglishTextMT
    /Onyx
    /OratorStd
    /OratorStd-Slanted
    /PalaceScriptMT
    /PalatinoLinotype-Bold
    /PalatinoLinotype-BoldItalic
    /PalatinoLinotype-Italic
    /PalatinoLinotype-Roman
    /Papyrus-Regular
    /Parchment-Regular
    /Perpetua
    /Perpetua-Bold
    /Perpetua-BoldItalic
    /Perpetua-Italic
    /PerpetuaTitlingMT-Bold
    /PerpetuaTitlingMT-Light
    /Playbill
    /PMingLiU
    /PoorRichard-Regular
    /PoplarStd
    /PrestigeEliteStd-Bd
    /Pristina-Regular
    /PyunjiR-HM
    /Raavi
    /RageItalic
    /Ravie
    /Rockwell
    /Rockwell-Bold
    /Rockwell-BoldItalic
    /Rockwell-Condensed
    /Rockwell-CondensedBold
    /Rockwell-ExtraBold
    /Rockwell-Italic
    /RosewoodStd-Regular
    /ScriptMTBold
    /SegoeUI
    /SegoeUI-Bold
    /SegoeUI-BoldItalic
    /SegoeUI-Italic
    /SeoulHangangL
    /SeoulHangangM
    /SeoulNamsanB
    /SeoulNamsanEB
    /SeoulNamsanL
    /SeoulNamsanM
    /SeoulNamsanvert
    /ShowcardGothic-Reg
    /Shruti
    /SimHei
    /SimSun
    /SnapITC-Regular
    /Stencil
    /StencilStd
    /Sylfaen
    /SymbolMT
    /Tahoma
    /Tahoma-Bold
    /TektonPro-Bold
    /TektonPro-BoldCond
    /TektonPro-BoldExt
    /TektonPro-BoldObl
    /TempusSansITC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rajanPro-Bold
    /TrajanPro-Regular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Tunga-Regular
    /TwCenMT-Bold
    /TwCenMT-BoldItalic
    /TwCenMT-Condensed
    /TwCenMT-CondensedBold
    /TwCenMT-CondensedExtraBold
    /TwCenMT-Italic
    /TwCenMT-Regular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VinerHandITC
    /Vivaldii
    /VladimirScript
    /Vrinda
    /Webdings
    /Wingdings2
    /Wingdings3
    /Wingdings-Regular
    /YDI2002
    /YDIYGO310
    /YDIYGO320
    /YDIYGO330
    /YDIYGO340
    /YDIYGO350
    /YDIYGO360
    /YDIYMjO220
    /YDIYMjO230
    /YDIYMjO310
    /YDIYMjO330
    /YDIYMjO340
    /YDIYMjO360
    /YetR-HM
    /YjNANCHOMedium
    /ZWAdobeF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