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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스마트 기기의 화로 다양한 치 기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셜 서비스와 결합한 

치 기반 소셜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사용자 심의 

가장 가까운 치를 검색하는 k-최근  질의 처리의 요구가 증가된다. 본 논문에서는 규모 사용자 환경

에서 질의를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한 근사 k-최근  질의 처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빅 

데이터 분산 처리기술을 활용하여 효율 인 스트림 처리를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량의 치 데이터에 

한 색인을 해 통 인 그리드 색인 기법을 변형한 색인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질의 처리기법은 

사용자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해당 셀을 우선 으로 탐색한다. 이를 통해 k개의 근사 결과 집합을 생성할 

수 있다.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해 기존 기법과 다양한 성능 평가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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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growing popularity of smart devices, various location based services have been 

providing to users. Recently, some location based social applications that combine social services 

and location based services have been emerged. The demands of a k-nearest neighbors(k-NN) 

query which finds k closest locations from a user location are increased in the location based 

social network service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pproximate k-NN query processing 

method for fast response time in a large number of users environments. The proposed method 

performs efficient stream processing using big data distributed processing technologies. In this 

paper, we also propose a modified grid index method for indexing a large amount of location 

data. The proposed query processing method first retrieves the related cells by considering a 

user movement. By doing so, it can make an approximate k results set. In order to show the 

superiority of the proposed method, we conduct various performance evaluations with the 

exis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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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스마트 기기의 화로 사용자의 치 인식이 용이

해짐에 따라 다양한 치 기반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

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치 기반 서비스를 

결합한 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나타나고 

있다[1-4]. 포스퀘어[2]와 트립어드바이 [3]는 페이스

북을 기반으로 체크인 치에 한 리뷰를 작성하고 소

셜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는 서비스이다. 포스퀘어는 

특정한 치에 자주 체크인하는 사용자에게 시장

(Mayor)이라는 칭호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트립어드바이 는 자신이 여행

했던 지역/장소를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함으로써 여행

지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챗[4]은 국내

의 카카오톡[5]과 같이 모바일 메신 로 서비스를 시작

하 으나 최근에는 사용자 치를 기반으로 주변의 가

까운 사용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능을 제공함으

로써 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발 하 다. 

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용자의 재 

치와 가까운 치, 리뷰, 사용자를 찾기 해 요청을 수

행한다. 특히, 모바일 디바이스의 화면이 작기 때문에 

모든 결과보다는 주변의 가장 가까운 아이템만을 보여

주는 k-최근  질의(k-NN : k-Nearest Neighbor 

Query)를 수행한다[6][7]. 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들은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재 포스퀘어

는 5천만명이상의 사용자가 존재하고 챗은 10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극 인 사용자는 6

억 5천만명이상이다. 이러한 규모의 사용자가 요청하

는 질의에 한 응답을 만족하려면 실시간 응답성을 만

족하는 효율 인 k-NN 질의 처리 기법이 필요하다.

최근 량의 k-NN 질의 처리에 한 연구들이 수행 

되고 있다[8-10]. 기존 기법들은 용량 처리가 가능한 

맵리듀스 환경[8][9], 인-메모리 기반 분산처리 랫폼

인 Spark 환경[10]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 처리 기법들은 별도의 색인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에 한 k-NN 질의 처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

용자의 실시간 응답성이 요구되는 상황을 만족하지 못

하는 문제 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분산 처리 랫폼

에서의 색인을 활용한 k-NN 질의 처리 기법에 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11]. 그러나 [11]에서는 색인된 데

이터가 복되며 색인의 리 정책이 데이터의 분산도

를 기 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자주 갱신되는 환경

에서는 색인 재구축 시간으로 인해 사용자의 질의 요청

에 한 응답이 지연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사용

자의 응답성을 최 한 만족시키기 해서 근사 k-NN 

질의 처리를 수행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2][13]. 

근사 k-NN 질의 처리 기법은 응답성 높은 결과를 제공

하기 한 통 인 k-NN을 변형한 기법이다. 기존 

k-NN 질의를 통해 나온 결과 집합은 질의 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치의 k개라는 정확한 결과를 보장한다. 

검색 상 객체가 증가할 경우 k-NN 질의는 정확한 k

개의 결과를 생성하기 해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한, k개의 결과  사용자에게 무의미한 결과가 포함될 

수 있다. 근사 k-NN 질의는 질의 결과 생성 비용을 감

소시키기 해 정확한 검색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질의 

처리 기법으로 일부 에러를 포함하는 결과를 제공한다. 

심지어는 k개의 근사한 개수 (k보다 거나 많은)를 결

과 집합으로 생성하는 질의 처리 기법이다. 최근 다양

한 분야에서 근사 k-NN 질의 처리 기법을 용한 연구

가 수행되고 있다[14-16]. 그러나 기존의 근사 k-NN 

질의 처리 기법은 R-트리와 같은 트리 기반의 색인 기

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11]과 마찬가지로 색인 

리 비용을 감하지 못하는 문제 이 존재한다[12][13].

본 논문에서는 규모의 사용자가 지속 으로 생성

되는 리뷰나 주변의 치, 사용자를 검색하는 빅데이터 

처리 환경에서 높은 응답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근사 

k-NN 질의 처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빅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기 해서 Spark Streaming[17]

에서 구 되었다. 제안하는 기법은 동  환경에서 색인 

리 비용을 감소시키기 해 그리드 기반 색인 구조를 

사용한다. 근사 k-NN 질의 처리는 사용자의 이동 방향

을 계산하여 진행 방향에 있는 셀을 우선 으로 탐색하

여 결과 집합 k를 만족하면 질의 결과를 생성하는 형태

로 수행된다. 여기서 근사 k-NN 질의는 k개의 결과를 

생성하지만 정확한 k-NN 질의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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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확도를 향상 시키기 

해서 근사한 결과치에서 끝나지 않고 k개의 집합까

지 모두 계산한 후에 결과를 생성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기존 연구

를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고 III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

의 구조와 처리 과정에 해 설명한다. IV장에서는 제

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해 제안하는 기법

의 성능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본 논문에 

한 결론을 제시한다.

II. 관련 연구

최근 량의 k-NN 질의 처리를 수행하기 한 연구

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8-13]. 그 에 량의 질의 

처리를 수행하기 해 분산 처리 시스템을 활용한 연구

들이 진행되었다[8-11]. [8][9]에서는 량의 질의를 처

리하기 해서 맵리듀스 환경에서의 k-NN 질의 처리 

기법을 제안하 다. [10]에서는 인-메모리 분산 처리 

랫폼인 Spark[18]에서 k-NN 질의 처리 기법을 제안

하 다. [8-10]은 량의 질의에 한 처리를 빅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분산 처리 환경을 활용하여 이를 해결하

다. 그러나 데이터에 한 색인을 사용하지 않고 모

든 데이터에 해 질의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시간 응답

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이 있다. 

[11]은 분산 처리 랫폼인 S4[19]에서 데이터가 삽

입  삭제가 가능한 동  분산 색인을 제안하 다. 분

산 k-NN 질의를 수행하기 해 두 개로 복제하여 장

하는 색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11]은 [8-10]에서 제

기 되었던 색인 리 문제를 동  분산 색인을 제안함

으로써 이를 해결하여 질의가 요청되면 색인된 데이터

의 일부분만을 탐색하여 질의 처리의 계산 비용을 감

하 다. 그러나 데이터가 자주 갱신되는 환경에서는 동

인 색인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색인 리 비용이 높

아 실시간 처리에 많은 부하가 생긴다. 한, 색인에서 

두 개를 복제하여 장하기 때문에 질의를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두 번의 질의를 수행하여 응답성이 하되

는 문제 이 존재한다.

최근 량의 질의에 한 높은 응답성을 제공하기 

해 근사 k-NN 질의 처리 기법이 연구되고 있다

[12][13]. 근사 k-NN 질의 처리 기법은 k개의 정확한 

결과 집합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k개의 근사한 개수를 

반환한다. 해당 기법은 질의의 결과는 정확하지 않더라

도 빠른 응답성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응답성이 

요구 되는 환경을 만족할 수 있다. [12][13]에서는 근사 

k-NN 질의를 수행하기 해서 R-트리와 같은 트리 기

반의 색인 기법을 기반으로 질의를 수행한다. [12]에서

는 사용자가 미리 정의한 경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근사 k-NN 질의 타입을 제안 하여 실제 응용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질의를 제안하 다. 그러나 트리 기반의 

색인기법은 [11]과 같이 데이터가 자주 갱신되는 환경

에서는 색인의 리비용이 증하므로 량의 질의에 

한 실시간 처리를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III. 제안하는 근사 k-NN 질의 처리 기법

1. 전체 처리 절차

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는 서버에서 입력된 치 정

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치 기반 질의를 처리하는 형

태로 수행된다. 를 들어,  사용자가 ‘A 카페’와 련된 

리뷰를 질의로 요청하거나 자기 자신의 치에서 가장 

가까운 카페들을 질의로 요청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

페와 같은 치들은 데이터가 한번 입력이 되면 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도우의 데

이터를 복 으로 사용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복

되는 스트림 도우를 효율 으로 리하는 기법을 제

안한다. 기존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환경

에서 동 으로 색인을 유지하기 때문에 실시간 응답성

을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 이 발생한다[11]. 한, 용

량 질의처리를 수행하기 해서 장된 모든 데이터에 

한 분산 처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분산 시스템의 효율

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문제 이 존재하고 있다

[8-11]. 본 논문에서는 빅 데이터 분산 처리시스템에서 

색인된 데이터에서 실시간 응답성을 만족하기 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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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k-NN 질의 처리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사용자의 이동 방향을 계산하여 사용자가 이동하면서 

제공받을 확률이 높은 데이터를 k-NN 질의 결과로 제

공함으로써 질의의 정확성과 응답성을 만족할 수 있게 

된다.

제안하는 기법의 체 처리 차는 [그림 1]과 같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분산 인-메모리 빅데이터 처리 

랫폼인 Spark Streaming에서 구  되어 빅 데이터 처

리를 수행 할 수 있다. Spark Streaming은 마이크로 배

치 형태로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복되는 슬라이딩 

도우 구 에 합하다. 스트림으로 입력되는 치와 사

용자의 치는 색인과 질의를 수행하기 해 사용된다. 

사용자의 이동 방향은 사용자의 이  치와 재 치

를 기반으로 계산한다. 제안하는 기법에서 색인은 통

인 그리드 색인 기법을 사용하고 근사 k-NN 질의 처

리는 사용자 이동 방향에 해당하는 셀을 우선 으로 탐

색하여 k개의 결과 집합이 만족하면 이를 출력한다. 이

를 통해 k개의 결과가 정확한 k-NN 질의 결과는 아니

지만 근사한 결과 집합이라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근사 k-NN 이라고 정의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체 셀을 탐색하지 않기 때문에 근사 k-NN 질의 처리를 

수행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높은 응답성을 만족할 수 있

다.

  

그림 1. 전체 처리 절차

2. 진행방향을 고려한 그리드 색인 기법 

근사 k-NN 질의를 수행하기 해서는 효율 인 색

인 기법이 필요하다. 기존 기법에서는 지속 으로 입력

되는 데이터에 해 동 인 색인 리 기법을 채택하

다. 동 인 색인 리는 실시간 처리에 해 지속 인 

색인 리비용이 발생하고 질의 응답에 한 지연이 발

생하는 문제 이 존재한다[11-13].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동  색인 리 비용을 해결하기 해 그리드 색인 

기법을 일부 수정하 다. 제안하는 색인 기법은 치가 

입력되는 환경에서 사용자의 진행방향을 기반으로 데

이터의 일부분만 색인을 하여 색인의 리비용을 감

한다. 입력된 치는 한번 생성 된 후 변경되지 않고 

치들은 일정한 단 (시간, 개수)로 입력이 된다. 이러한 

스트림 데이터를 하나의 도우라고 정의한다. Spark 

Streaming은 마이크로 배치 기법을 통해 슬라이딩 

도우를 정의하고 있다. [그림 2]는 복된 슬라이딩 

도우에 한 그림이다. 질의는 이 의 모든 도우가 

재 도우에 포함이 되는 질의이다[20].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치가 입력이 되는 

환경에서 근사 k-NN 질의를 수행한다. 이러한 스트림 

특성을 활용하기 해 [그림 3]과 같이 사용자 진행 방

향을 이용한 색인 기법을 제안한다. 그리드 색인에서 2

차원 축으로 나 어진 사분면에 해 사용자의 진행방

향에 해당 하는 사분면을 Green Cell이라고 표 하고 

나머지 사분면을 Red Cell이라고 표 한다. 그런 후 슬

라이딩 도우에서 Green Cell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을 

색인을 한다. 이를 통해 색인 리 비용 감과 더불어 

이후에 수행되는 근사 k-NN 질의에서도 효율 인 색

인을 이룰 수 있다. 

그림 2. 중복되는 슬라이딩 윈도우

[그림 3]은 재 도우가 t+1의 상황에서 사용자의 

이동방향이 1사분면인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도우 t+1에서 색인이 필요한 데이터는 4와 6이며 이

를 색인한다(색인된 데이터는 란색으로 표시). 1과 2

는 이  도우에서 이미 색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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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지하고 최종 으로 색인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최

종 으로 근사 k-NN 질의를 수행한다. 만약 이러한 상

황에서 k를 3으로 입력한다면 3과 5는 질의의 결과 집

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 3. 진행방향을 고려한 그리드 색인 기법 

3. 근사 k-NN 질의 처리 기법

규모의 사용자 질의에 한 높은 응답성을 만족하

기 해서는 응답성 높은 k-NN 질의 처리기법이 필요

하다. 본 논문에서는 높은 응답성을 만족하기 해서 

근사 k-NN 질의를 수행한다. 제안하는 근사 k-NN 질

의처리 기법은 색인에서 사용하 던 사용자의 진행방

향을 활용하여 진행방향에 해당하는 셀을 우선 으로 

탐색하고 만약 k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향의 셀

을 탐색한다. 이러한 셀 탐색 방법은 반복 으로 다음 

탐색 역을 늘려가며 수행한다. 사용자의 진행방향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검색할만한 치를 우선

으로 탐색할 수 있고 k를 만족하는 순간 바로 질의 결

과를 생성하기 때문에 k-NN 질의 처리의 근사한 결과

를 내면서 높은 응답성을 낼 수 있다. 

[그림 4]는 제안하는 근사 k-NN 질의 처리 기법이다. 

색인기법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진행방향을 구하여 사

분면을 Green Cell과 Red Cell로 구분한다. 그런 후 셀 

탐색 시 Green Cell에 치하는 역을 먼  탐색하고 

결과 집합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Red Cell 역을 탐색

하는 순서로 탐색한다. 그림에서는 회색 역을 탐색 

역으로 표시하 다. 각 탐색 역에는 탐색 순서가 

좌측 상단 에 표시되어 있다. 재 치의 셀과 

Green Cell에 해당하는 역을 탐색하고 Red Cell을 탐

색하는 형태이다. Red Cell을 탐색하여도 결과를 만족

하지 않는다면 의 탐색 순서 로 탐색 역을 늘려가

며 최종 결과 k를 만족 할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제안

하는 기법은 근사 k-NN 질의를 수행함으로써 실시간 

질의 응답성을 만족 시킬 수 있다. 제안하는 기법은 정

확한 k개의 결과를 찾기 해 거리를 계산하는 시간이 

소모되지 않고, 셀 탐색 한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만 

탐색을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응답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림 4. 근사 k-NN 질의 처리 방법

제안하는 기법은 사용자의 진행방향을 기반으로 셀

탐색을 수행하기 때문에 같은 치에서의 질의라도 다

른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림 5]는 사용자 이동 방향

에 따라 다른 근사 k-NN 질의 결과를 나타나는 제이

다. 만약 k가 3일 때 (a)는 1사분면 방향으로 이동 이

어서 해당 분면의 Green Cell만 탐색하더라도 e1,e2,e4

를 결과 집합으로 생성 할 수 있다. 실제 이 결과 값은 

통 인 k-NN 질의 수행 결과 값과 일치하여 정확성

과 응답성 모두 만족 하는 결과를 도출한다. (b)는 사용

자가 3사분면 방향으로 진행하여 해당 Green Cell을 탐

색 하면 e7 즉, 1개의 결과만을 만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Red Cell도 탐색을 수행해야한다. 그 결과 e1,e2,e3,e4,e5 

까지 포함된 총 6개의 질의 결과를 생성한다. 이러한 결

과 집합에서 e1,e2,e4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 인 

k-NN 질의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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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용자 진행방향에 따른 다른 k-NN 결과

IV. 성능 평가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해서 성능평

가를 진행하 다. 성능평가 상은 SEACNN[22], 

DKNN[11], NKNN으로 선택되었고 실제/가상 데이터

에서 라미터값을 변경해가며 응답성 평가를 수행하

다. 한 NKNN을 기 으로 정확성을 평가하여 근사 

k-NN 질의 처리의 정확성이 얼마나 높은 정확성을 나

타내는지를 평가하 다. SEACNN은 통 인 그리드 

색인 기반에서의 k-NN 질의 처리를 수행하는 처리기

법이다. 성능평가 비교를 통해 통 인 그리드 색인을 

일부 수정한 기법이 응답성 측면에서 얼마나 우수한지

를 비교한다. DKNN은 분산 색인 기반의 k-NN 질의 

처리를 수행 한다. DKNN과도 응답성 비교를 통해 분

산 처리에서의 응답성 문제를 제시하며 제안하는 기법

의 우수성을 입증한다. 마지막으로 NKNN은 아무런 색

인 없이 k-NN 질의를 수행하는 기법이다. 본 기법은 

정확한 k-NN 질의 결과를 생성하기 때문에 정확성 비

교를 해 구 되었고, 추가 으로 응답성 비교를 수행

하여 타기법과의 성능 평가를 같이 수행하는 목 으로 

구 되었다.

[표 1]은 성능평가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집합이다. 데

이터 집합은 임의로 생성한 가상데이터와 공공데이터 

포탈[21]에서 제공하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 다. 성

능 평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수행하 다. 첫 번째는 정

확성 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기법의 정확성 측면의 효율

성과 유효성을 검증한다. 두 번째는 응답성 평가를 통

해 량 질의에 한 높은 응답성을 나타 낼 수 있는지

를 검증한다. [표 2]는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한 라

미터 값이다. k와 동시 질의 수, 그리드 크기에 따른 다

양한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데이터 집합 치 수 설명

가상 데이터 1,000,000
0~1 사이의 2차원 평면 임의 

생성 

실제 데이터 [21] 611,400 국내 표준 위치 데이터

표 1. 성능평가 데이터 집합

이름 값 
k  3, 6, 9, 12, 15, 100

질의 수  100, 200, 300, 400, 500

그리드 크기  128, 256, 512, 1024, 2048

기반 플랫폼  Spark Streaming

표 2. 성능평가 파라미터

[그림 6]은 k에 따른 제안하는 기법의 정확도를 나타

낸다. k는 3부터 100까지 늘려가며 수행하 다. 체

으로 비슷한 정확도를 나타났지만 k가 100일 때 실제 

데이터보다는 가상 데이터에서의 정확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실제 데이터에서는 

k가 늘어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 지만 가상데이터

에서는 k가 늘어난다고 정확도가 반드시 감소하지는 

않았다. 실제 환경에서 k가 늘어나더라도 80퍼센트 이

상의 정확도를 유지하는 반면, 가상데이터는 임의로 생

성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k가 정확도에 향이 미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 k에 따른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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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그리드 크기에 따른 제안하는 기법의 정

확도를 나타낸다. 그리드 크기가 증가됨에 따라 정확도

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데이터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 지만 가상 데이터에서는 일부 그

지 않은 결과가 보이고 있었다. 하나의 그리드 셀에 

장되는 데이터가 어지는 1024 이상에서는 정확도

가 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7. 그리드 크기에 따른 정확도 

[그림 8]은 색인에서 그리드 크기에 따른 응답시간을 

보여 다. 제안하는 기법(GKNN)과 SEACNN은 그리

드 크기에 따라 성능이 향상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그리드 크기에 향을 받지 않는 DKNN과 

NKNN은 일정한 수치의 응답성을 보이고 있다. 가상 

데이터에서는 GKNN과 SEACNN이 다른 기법보다 우

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실제 데이터

에서 그리드 크기가 128일 때는 DKNN보다 낮은 성능

을 보 다. 마찬가지로 가상데이터에서도 128일 때 낮

은 성능을 보이는 편이었는데 이는 실제 데이터가 균

일하게 분산되어 색인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보이고 있다. 가상데이터는 실제데이터보다는 

고른 분산도를 보이지만 하나의 셀에 들어가는 데이터

가 많기 때문에 거리 계산에 드는 시간이 많이 소모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 가상 데이터

(b) 실제 데이터

그림 8. 그리드 크기에 따른 응답시간 

 [그림 9]는 k에 따른 응답시간을 나타낸다. NKNN

을 제외한 모든 기법이 k가 증가함에 따라 응답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안하는 기법은 실

제 환경에서도 k가 늘어나도 높은 응답성을 낼 수 있다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NKNN은 가상 데이터가 실

제 데이터 보다 많기 때문에 가상 데이터에서 더욱 낮

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 하 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 10]과 같이 k에 따른 평균 응답시간을 구할 수 있

었다. NKNN은 무 높은 응답시간을 보 기 때문에 

이 결과에서는 제외하 다. k가 늘어남에 따라 평균

인 응답시간도 늘어났지만 DKNN은 k가 100이 되는 시

에 격한 성능 하를 보이고 있다. 가상데이터에서 

수행한 결과가 실제 결과와 비슷하다는 결과를 보임으

로써 제안하는 기법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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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상 데이터

(b) 실제 데이터

그림 9. k에 따른 응답 시간

(a) 가상 데이터

(b) 실제 데이터

그림 10. k에 따른 평균 응답 시간 

[그림 11]은 질의 수를 변경해가며 평가를 수행한 결

과이다. 질의 수는 100개부터 500개까지 늘려가며 수행

을 하 다. 성능평가 결과 질의 수가 늘어날수록 체

응답시간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 특히 NKNN은 색

인이 사용되지 않는 질의 처리 기법 이다보니 질의 수

가 100개 늘어날 때마다 처리시간이 곱 로 늘어나는 

것을 보인다. 제안하는 기법은 실제 환경에서는 질의 

수가 늘어나더라도 1  이내에 응답을 낼 수 있는 결과

를 보임으로써 실제 환경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임을 입

증하 다. 

(a) 가상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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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제 데이터

그림 11. 질의 수에 따른 응답 시간 

[그림 12]는 평균 응답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10]과 마찬가지로 NKNN의 결과를 제외하 다. 성능평

가 결과 질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평균 응답시간이 

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SEA-CNN은 질

의수가 100개에서 200개로 증가할 때 높은 성능 향상율

을 보이는 특이한 결과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질의수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상황은 빅데이터 처리 시

스템인 Spark 특성상 인-메모리 처리를 통해 반복 인 

처리 성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환경에서

는 질의 처리와 데이터 입력이 구분되어 반복 으로 수

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실제 응용에 용하

을 때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단된

다. 제안하는 기법은 실제 데이터 환경에서 평균 응답

시간이 1msec 정도의 응답을 보임으로써 량의 사용

자 질의가 들어오더라도 높은 응답성을 보일 수 있음을 

입증하 다.

(a) 가상 데이터

(b) 실제 데이터

그림 12. 질의 수에 따른 평균 응답 시간

성능 평가 결과 제안하는 기법의 정확성은 실제 환경

에서도 70퍼센트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으며, 여러 

가지 라미터 설정을 통해 80퍼센트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응답성 성능평가를 통

해 기존 기법보다 두 배 이상의 응답성을 보이는 것을 

입증하 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규모의 사용자와 량의 치 데이

터가 생성되는 환경에서 응답성 높은 k-NN 질의 처리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기법은 빅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 되어 용량 질의 처리를 수행 

할 수 있다. 제안하는 기법은 규모의 사용자의 높은 

응답성을 만족하기 해서 사용자의 이동 방향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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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근사 k-NN 질의를 수행한다. 제안하는 질의 처리 

기법은 그리드 색인에서 사용자의 이동방향에 해당하

는 셀을 우선 으로 탐색하여 그리드 색인에서의 탐색 

횟수를 감하 다. 제안하는 질의 처리 기법은 가상의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환경에서의 성능평가를 통해 실

제 환경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실험을 통

해 입증하 다. 한 정확성에 한 성능평가와 응답성

에 한 성능평가를 통해 일정한 정확도를 만족하면서 

사용자의 높은 응답성 요구를 만족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근사 k-NN 질의는 다차원에 

한 유사도 검색을 수행하는 다양한 응용에서 활용된다

[14-16][23][24]. 클러스터링 기법에서는 심

(centroid)을 기반으로 모든 데이터와 거리를 계산한다. 

제안하는 근사 k-NN을 용한다면 거리 계산에 소요

되는 시간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실제 환경에서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 상황이 발생하면 재 치에서 

가장 가까운 피소를 찾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 재난 

상황에서는 많은 사용자가 질의를 요청하게 되고, 이때 

가장 요한 것은 사용자 요청에 한 빠른 응답이 가

장 요하다. 제안하는 기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

의 높은 응답요구에 맞는 결과를 생성 할 수 있다. 

제안하는 기법의 구 에 사용된 Spark은 분산 환경 

처리에 합한 빅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다. 그러나 제

안하는 기법을 실제로 분산 처리를 수행하기 해서는 

동일한 색인 데이터를 모든 서버에 장한 후 질의 처

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색인 리의 비용이 서버가 

증가하는 만큼 선형 으로 증가할 것이다. 한, 한 번 

유지된 색인은 서버가 다운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드 색인에서 하나의 셀에 집 으로 데이

터가 장되게 된다면 질의 처리를 수행할 때 해당 셀

만 탐색하고 종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색인 기법을 

분산 색인 기법으로 변형하여 색인의 리비용을 감

하고 분산처리를 통한 성능을 향상시킬 정이다. 한, 

의도치 않게 빈번하게 셀 탐색이 종료되는 경우를 방지

하기 해서 그리드 색인의 동  분할 기법을 용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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