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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도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서 k-최근  이웃 질의를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한 방

안에 하여 논의한다. 네트워크 거리는 삼각형 부등식 성질(triangular inequality property)을 만족하

지 못하므로 기존의 기법들은 네트워크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

법들은 질의 처리 시 심각한 성능 하의 문제를 가진다. 사  계산된 네트워크 거리를 이용하는  

다른 기법은 장 공간의 오버헤드가 크다는 문제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 들

을 동시에 해결하기 하여 객체들 간의 네트워크 거리를 근사하여 객체들에 한 인덱스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k-최근  이웃 질의를 처리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한다. 실제 도로 네트워크를 이용

한 정확도 검증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기법의 우수성을 규명한다. 

1. 서론

   도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질의들은 

k-최근  이웃 질의(k-nearest neighbor queries), 역 질

의(range queries), 공간 조인 질의(spatial join queries) 

등이 있다[1]. 본 논문에서는 도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에서 질의 에서 네트워크 거리가 가장 가까운 k개의 정

 객체를 검색하는 k-최근  이웃 질의에 하여 논의한

다. 여기서, 두 객체간의 네트워크 거리란 도로 네트워크

에서 임의의 두 객체간의 최단 경로 상에 존재하는 도로 

세그먼트 길이들의 총 합이다[1].

   기존 유클리드 공간상에서는 임의의 두 객체의  

치만으로도 그 객체들 간의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임의의 두 간의 네트워크 거리는 두 의 

 치만을 가지고 계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치가 같아도 두 간의 네트워크의 형태에 따라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까지 정확한 네트

워크 거리를 효율 으로 구하기 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

구되어 왔으며, 표 인 로는 IER 기법, INE 기법, 

VN3 기법 등이 있다[1][2]. 이러한 기존 기법들은 질의 처

리를 하여 네트워크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객체 인덱싱

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네트워크 거리가 삼각 부

등식(triangular inequality)을 만족 시키지 못하는 거리 함

수이기 때문이다. 삼각 부등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리 

함수를 사용하는 인덱싱 방법은 질의 처리 시 착오 기각

(false dismissal)을 일으킬 수 있다[3]. 그러나 만약 인덱

스를 사용할 수 있다면, 비교  작은 공간 오버헤드만으로

도 빠르게 질의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본 논문

에서는 네트워크 거리를 기반으로 정  객체를 근사 인덱

싱(approximate indexing)하고, 이를 이용하여 효과 으로 

질의를 처리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한다. 

2. 제안하는 기법

   체 인 근사 인덱싱 기법에 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정  객체를 m차원 유클리드 공간상의 

 치로 매핑한다. 이 때,  치 설정 기 은 m

차원 유클리드 공간상의 임의의 두 정  객체간의 유클리

드 거리가 원래의 네트워크 공간상에서의 실제 네트워크 

거리를 가능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 매핑된 정  

객체의 치를 다차원 공간 인덱스인 R*-트리를 이용하

여 인덱싱한다. 질의  역시 다른 모든 정  객체와의 네

트워크 거리를 가  그 로 유지하도록 m차원 유클리

드 공간상의 한 으로 매핑한다. 정  객체들과 질의 

을 m차원 유클리드 공간상의  좌표로 매핑하기 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4]. 본 연구에서는 매핑 시 발

생하게 되는 오차가 으면서, 빠르게 매핑할 수 있는 

FastMap 알고리즘을 사용한다[5]. 

  매핑하기 해서는 우선 모든 정  객체  간의 네트

워크 거리 정보가 필요하다.  FastMap은 이 네트워크 거

리 정보를 이용하여 각 정  객체를 m차원 유클리드 공

간상의  좌표 으로 매핑한다. 정  객체  간의 네

트워크 거리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Dijkstra algorithm)을 

이용하여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거리는 

FastMap이 요구하는 거리 함수의 세 가지 조건들[5]  

칭성 조건과 삼각 부등식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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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네트워크 거리를 FastMap에 바로 용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 네트워크에서 두 정  객체간

의 왕복의 거리 차가 크지 않다는 에 착안하여 두 정  

객체 간 왕복 네트워크 거리의 평균을 두 정  객체의 네

트워크 거리 신 사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 다.

  도로 네트워크 의 임의의 치에 질의 이 주어졌을 

때, 제안한 인덱스를 이용하여 질의를 처리하기 해서는 

정  객체가 매핑된 m차원 유클리드 공간상에서의 질의 

의  좌표를 구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질의 에

서 각 피  객체(pivot object)[5]까지의 네트워크 거리 정

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질의 처리 시 에 질의 에서  2 

* m개의 피  객체까지의 평균 네트워크 거리를 계산하

는 것은 매우 큰 처리 비용을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도

로 네트워크상의 각 노드에서 각 피  객체까지의 거리를 

미리 계산하여 유지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 다. 

  근사 인덱싱 기법의 문제 은 착오기각이 발생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k'(⪴k)개
의 정  객체를 검색함으로써 착오기각을 완화시킬 수 있

다. 그 이유는 검색할 정  객체의 수를 k'개로 늘려 에 

따라 k개의 정  객체를 검색하는 경우에는 착오기각 되었

던 정답이 검색 결과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착오기각의 문제 을 크게 완화 시킬 수 있다. 

3. 정확도 검증 실험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기법에서  

좌표 매핑 시 발생하는 오차를 측정하기 하여 질의 

으로부터 임의의 두 객체까지 거리의 순서가 바 는 정도

를 측정하 다. 실험을 한 실제 도로 네트워크 데이터로

서 Oldenburg Road Network(ORN)과 California Road 

Network(CRN)을 사용하 다. ORN은 노드의 수가 6,105

개이고, 도로 세그먼트의 수가 7,034개인 도로 네트워크이

다. CRN은 노드의 수가 21,047개이고, 도로 세그먼트의 

수가 21,691개인 도로 네트워크이다. 도로 네트워크 내의 

정  객체의 수는 ORN과 CRN에서 각각 도로 세그먼트 

수의 0.5%를 취하 으며, 이들의 치는 체 도로 네트

워크 내에서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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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변환 차원에 따른 오차율.

   

  그림 1은 그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 데이터 집합

의 오차율은 ORN에서 최소 2.5%이었으며, CRN에서 최소 

2.6%이었다. 차원이 증가함에 따라 체로 오차율은 감소하

다. 이는 차원의 증가로 인하여 모든 정  객체간의 m차

원 유클리드 공간상의 상  거리가 도로 네트워크 공간상

의 상  거리를 잘 반 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차

원 수 이후로는 오차율이 더 이상 어들지 않는 경향을 보

다. 이는 차원 수가 높아지더라도 FastMap이 가지고 있

는 고유의 오차가 크게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결과를 

통하여 은 수의 차원만을 이용하여 도로 네트워크 공간상

의 임의의 객체들을 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도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서 정  

객체들 간의 네트워크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근사 인덱싱 

 질의 처리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기법은 k-최

근  이웃 질의뿐만 아니라 역 질의와 공간 조인 질의 

등 다양한 질의 처리에 활용될 수 있다. 정확도 검증 실험

을 통하여 제안하는 근사 인덱싱 기법의 정확성을 검증하

다. 제안된 기법은 도로 네트워크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

스를 기반으로 하는 질의 처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용 

가능한 장 공간의 오버헤드만을 가지고 질의 처리 성능

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는 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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