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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금까지 질의 점을 중심으로 최근접 객체(Nearest Neighbor : NN)를 찾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질의 점과 객체의 거리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질의 점을 둘러싸고 있는 객체들을 찾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 된 것이 최근접 주변객체(Nearest Surrounder : 

NS) 질의 처리 이다. 최근접 주변 객체는 질의 점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가장 가까운 객체들을 찾는 것에 

대한 연구이다. 기존의 NS를 찾는 방법은 객체 인덱싱을 위하여 R-tree를 사용하며, 질의 점과 최소경계

사각형(minimum bounding rectangle : MBR)이 이루는 각의 범위를 계산한다. 계산 수행 결과 각 MBR들

이 이루는 각의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면 해당 각 범위 내에서 질의 점으로부터 최소거리에 있는 

MBR을 선택해야 하므로 범위별 질의 점과 MBR들의 최대 최소 거리를 구해야 한다. 이러한 범위별 계산 

과정은 계산 비용을 높이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NS를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각 범위별 겹

쳐지는 MBR들의 꼭지점 좌표만을 비교한다. 이것은 기존 연구에서 계산 비용을 높이는 공통 각 계산 절

차를 개선하고, 최대 최소 거리 계산 수행은 생략하여 NS를 찾는다. 제안 기법을 위해 논문에서 사용하는 

각 알고리즘은 이전 연구보다 나은 계산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림 1 NS의 개념

1. 서  론

  수 십 년 동안 최근접 객체(Nearest Neighbor : 

NN)[1]를 찾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NN은 

질의 점과 객체의 거리만을 기준으로 결과 객체를 찾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 첫 번째 예로 

전쟁터를 들 수 있다. 전쟁터에서는 직선 거리상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적을 찾는 것 보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적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 예는 로봇 축구에 

적용될 수 있다. 현재 공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 공을 패

스 하려고 할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같은 팀 로봇이 상

대 팀의 로봇에 의해 가려져 있다면 그 로봇에게는 공을 

패스하지 말아야 한다. 즉 공을 패스 했을 때 공을 직접

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같은 팀원을 찾아야 한다. 이 경우 

역시 직선거리상 가까운 객체보다 주변에 있는 객체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무선통신을 하려는 

상황에서도 NN은 적용하기 어렵다. 만약 무선 통신의 

수단이 장애물을 통과할 수 없는 전파, 예를 들어 적외

선과 같은 것이라면 단순히 NN을 통해서는 직접 통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질의 점을 중심으로 어느 방향, 즉 

어느 polar angle 범위에 가장 가까운 객체가 존재하는

지를 고려한 최근접 주변 객체(Nearest Surrounder : 

NS)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2].

  요약하자면, 주어진 객체 집합에서 NN은 질의 점과 

가장 가까운 객체를 결과로 반환한다. 반면 NS는 질의 

점의 어느 방향, 즉 어느 polar angle 범위에 어떤 객체

가 있는지를 결과로 반환한다. 따라서 NS의 결과는 <객

체식별자, [시작각, 끝각)>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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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ngular bound와 min_madist, max_madist의 개념

  객체를 R-tree[3]를 사용하여 인덱스 하고, 객체는 움

직이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q는 질의 점, oi는 R-tree에 

인덱스 된 객체, αi는 각도를 나타낸다고 하자. 그러면 

그림 1에서 q의 NS 결과는 {<o1, [α1, α2)>, <o2, [α2, 

α3)>, <o4, [α3, α4)>, <o5, [α5, α6)>, <o6, [α6, α1)>}

가 된다[1].

  이러한 NS 결과를 구하기 위해 제안된 기존의 알고리

즘은 다음의 단계를 거친다. 우선 질의 점과 객체가 이

루는 각 범위를 구한다. 여기서 구한 각 범위가 겹치는 

객체를 찾아서 공통되는 각 범위를 구한다. 이 범위 내

에서 질의 점과 객체의 최대 거리와 최소 거리를 계산한

다. 그리고 그 거리 값을 기반으로 NS를 결정한다. 이 

방법은 많은 연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산 비용이 높다. 

그리고 겹치는 각 범위를 발견하면 해당 범위에 대해서

만 NS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o1, [α1, α2)>, <o1, [α2, α3)>}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결과는 {<o1, [α1, α3)>}로 수정해야 

한다. 즉, 기존의 NS 알고리즘은 계산 비용이 높고 결과

를 수정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

를 해결하는 방법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질의 점과 꼭지점이 이루는 각을 킷값

으로 하여 우선순위 큐에 넣는다. 그리고 큐에 있는 엔

트리를 순차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럼으

로써 공통되는 각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

서 계산 비용이 줄어든다. 또 공통되는 각 범위에 있는 

두 객체 중 NS를 선택할 때 거리를 계산하는 대신 객체

의 꼭지점의 좌표값의 크기를 비교한다. 그럼으로써 누

가 더 질의 점에 가까이 있는지를 찾아낸다. 이 방법 역

시 복잡한 계산을 덜어주어 알고리즘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장에서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연구들에 대하여 설명하

고 3장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기법과 알고리즘에 대

하여 설명하겠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과 향후 과제

를 기술하겠다.

2. 기존 연구

  NN Search[1]는 질의 점에서 가장 가까운 객체를 찾

는 알고리즘이다.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NN Search

는 객체를 간락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MBR로 근사하고 

R-Tree로 객체를 인덱싱한 환경에서 최근접 객체를 검

색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MINDIST(Minimum 

Distance)와 MINMAXDIST(Minimax Distance) 라는 개념

을 도입한다. MINDIST는 질의점과 가장 가까운 MBR의 

경계선이 질의 점과 떨어진 거리를 의미한다. 이 

MINDIST 값을 통해서 질의 점과 가장 가까운 객체를 찾

을 수 있다. 그리고 방문하는 객체의 수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MINMAXDIST를 사용한다. 만약 MBR 안에 큰 사

장 공간(dead space)이 있다면 NN은 MBR의 MINDIST

보다 더 멀리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MINMAXDIST를 사용한다. MINMAXDIST는 방문하지 않

을 MBR들을 결정할 때 사용된다. 만약 어떤 MBR의 

MINDIST가 어떤 상한선보다 높으면 방문하지 않는다.  

MINMAXDIST는 모든 객체와 질의 점이 이루는 최대 거

리 값의 최소값이다. MINMAXDIST 값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객체가 존재함을 보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NN Search 방법은 객체가 질의 

점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즉, 질의 점을 둘러싸고 있고, 각 방향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객체들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NS 알고리즘[2]이 제안되었다.

  기존의 NS를 구하는 알고리즘[2]은 각도와 거리를 계

산해야 한다. 우선 질의 점과 객체 간의 angular bound

를 계산하는데 이것은 그림 2에서 표시된 것처럼 질의 

점 q와 객체가 이루는 각의 범위를 말한다. 여기서 o1의 

angular bound는 [αstart, αend)이며 αstart, ≤ αend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객체는 R-tree[3]를 기반으로 인덱스 

되어 있는데, 만약 객체가 자식(child) 객체를 가지고 있

는 경우 부모(parent) 객체는 자식 객체의 angular 

bound를 포함한다[2]. 그림 2에서 보면, o1의 자식 객

체인 o1-A의 angular bound는 o1의 angular bound에 포

함된다. 즉, o1의 angular bound, [αstart, αend)는 o1-A의 

angular bound인 [αstart', αend)를 포함하며 이 관계는 부

모 ․ 자식 객체에서 항상 만족한다.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A)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B)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C)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D)



그림 3  min_madist, max_madist 값을 이용한 NS 결정

그림 4 새로운 NS가 발견되는 지점

  객체의 minimum angular distance(min_madist)는 

angular bound에서 질의 점과 객체 간 가장 가까운 거

리를 말한다. maximum angular distance(max_madist)

는 주어진 angular bound에서 질의 점 객체 간 가장 먼 

거리를 말한다. 이 값은 R-tree[3] 인덱스 구조에서 다

음을 만족한다[2].

․ parent->min_madist ≤ child->min_madist

․ parent->max_madist ≥ child->max_madist

  두 객체의 angular bound가 겹칠 때, 공통되는 각 범

위 내에서 어떤 객체를 NS로 선택할지 결정할 때 

min_madist와 max_madist를 사용하게 된다.

  그림 3에서 두 객체 o1과 o2의 angular bound는 [α

start2, αend1)에서 겹친다. 이 범위에서 ‘o2의 min_madist 

≤ o1의 min_madist’를 만족하기 때문에 [αstart2, αend1) 

범위에서는 o2가 NS가 된다.

  max_madist는 방문하지 않을 객체를 선택할 때 사용

된다. 그림 3에서 공통되는 각 범위 [αstart3, αend1)에서 

‘o1의 max_madist ≤ o3의 min_madist’를 만족하기 때

문에 o3은 NS가 아니다. 이러한 방법을 부모 객체에 적

용 시키면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MBR을 결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기존의 NS 알고리즘이 공통각을 구하는 방법

이 간단하지 않다. NS 알고리즘은 우선순위 큐를 초기화 

한 후 공통 각 범위을 찾는다. 우선 R-tree[3]의 root를 

우선순위 큐에 넣는다. 킷값은 angular bound의 αstart값

이다. 우선순위 큐의 헤드가 단말 노드가 아니면 그 노

드의 자식을 큐에 넣는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우선순

위 큐의 제일 앞에 있는 객체를 시작으로, 큐에 있는 객

체들이 공통 각 범위를 가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

데 우선순위 큐는 αstart값으로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객체가 공통되는 각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쉽게 찾

을 수 없다. 게다가 공통되는 각 범위를 가진 두 객체에 

대하여 min_madist, max_madist를 구해야 한다. 

min_madist와 max_madist를 구하는 것은 많은 계산 비

용을 요구한다.

  그림 3의 o1은 공통되는 각 범위가 [αstart2, αend1)와 

[αstart3, αend1)가 있다. [αstart2, αend1)에 대해서는 

min_maidst를 구해야 하고 [αstart3, αend1)에 대해서는 

max_madist를 구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αstart2, αend1)에

서 min_madist를 정확하게 구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우선 질의 점과 o2의 오른쪽 아래 좌표 값을 통해 구한 

직선의 방정식과 o1의 왼쪽 경계선이 만나는 교점을 구

해야 한다. 그 교점과 질의 점과의 거리가 min_madist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계산비용을 요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우선순위 

큐를 정렬하는 방법을 바꾸어서 겹치는 각 범위를 쉽게 

구하도록 했다. 이렇게 만든 우선순위 큐는 겹치는 각도

가 있는 객체를 한 번에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계산 비

용이 절감된다. 또한 복잡한 min_madist, max_madist를 

계산하는 대신 객체의 꼭지점의 좌표 값의 크기를 비교

함으로써 NS를 찾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제안 기법

3.1 개선된 NS를 위한 우선순위 큐

  NS를 찾는 것은 주변 객체의 경계선을 찾아내는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NS를 찾는 것은 그 

객체의 꼭지점에서 시작된다.

  그림 4를 보면 굵은 선으로 표시 된 것이 NS를 결정

짓는 선이다. 그런데 이 선은 객체의 경계선과, 객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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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두 객체의 각이 겹칠 때 예상 가능한 객체의 배열

Algorithm initial priority queue (q, root)

input : 질의점 q, R-tree의 root

output : root의 자식들과 q가 이루는 astart와 aend 값들

로 정렬된 우선순위 큐 Q

1.      for (root의 모든 자식 객체에 대하여) {

2.        q와의 astart와 aend를 계산

3.        우선순위 큐 Q에 오름차순으로 삽입

4.      }

알고리즘 1  initial priority queue

그림 5 객체 공간과 해당 공간을 우선순위 큐에 저장한 결과

꼭지점과 질의 점을 이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새

로운 NS가 발견되는 곳은 객체의 꼭지점이라는 점에 착

안하여 우선순위 큐에 각도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

되 한 객체에 대하여 두 개의 꼭지점을 고려하도록 한

다.

  앞서 설명한 새로운 우선순위 큐를 만드는 예제는 그

림 5를 보면 알 수 있다.

  우선순위 큐는 질의 점 q와 R-tree의 root를 인자로 

받아 root의 모든 자식 객체에 대하여 αstart, αend를 계산

한다. 그리고 각각의 αstart, αend를 킷값으로 우선순위 큐

에 저장한다. 이것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

다.

3.2 공통되는 각을 가진 객체 찾기

  그림 5(b)를 보면 공통되는 각 범위인, [αstart2, αend1) 

또는 [αstart3, αend3)를 가진 객체를 한 번에 찾을 수 있

다. 첫 번째 열(A)의 객체가 o1이므로 이것과 같은 객체 

id를 가진 또 다른 열(E) 사이에 있는 모든 객체가 o1과 

공통되는 각을 가진 객체가 된다. 이 예에서는 o2와 o3

이 발견된다. o2를 포함하는 것은 열(B) 하나만 있고 o3

은 두 개의 열(C), (D)가 있다.

  o2처럼 하나의 열이 있다는 것은 그림 6의 (a), (b) 상

황 중 하나를 의미하고 o3처럼 두 개의 열이 있다는 것

은 그림 6의 (c), (d) 상황을 의미한다.

  o2처럼 열이 한 개 있다는 것은 그림 6(a)처럼 B열에

서부터 바로 다음 열인 C지점 까지 o2가 NS임을 의미하

거나 그림 6(b)처럼 현재 NS인 o1의 αend1이 발생하는 E

열이 있는 지점까지 o2는 NS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o3처럼 열이 두 개 있다는 것은 그림 6(c)처럼 o3이 o1

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거나 그림 6(d)처럼 o3이 o1의 일

부를 가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그림 6(c)로 판단되

면 C열과 D열을 우선순위 큐에서 지워야 한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객체쌍(o1,o2 또는 o1,o3)의 꼭

지점의 좌표 값의 대소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구할 수 있

다. 자세한 것은 3.3에서 설명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 알고리즘 2는 우선순위 Q의 마지막 entry까지 수행

함으로써 끝이 난다. 각도를 기준으로 정렬된 우선순위 

큐를 사용한다. 3번째 줄에서 공통 각을 가진 객체를 찾

고, 5번째 줄에서 해당 객체 쌍을 select NS(알고리즘 

3)로 넘긴다. select NS의 결과 값을 통해서 두 객체 중

에서 적합한 것을 반환한다. 반환된 결과를 토대로, 그림 

6의 (a), (b), (c)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면, 우선순위 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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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select NS (n1, n2)

input : 우선순위 큐의 원소 n1, n2

output : Nearest Surrounder node

1.      if ( 0 < n1->각도 < 90 ) {

2.        p1 ← n1의 오른쪽아래점

3.        p2 ← n2의 오른쪽아래점

4.        if (p1 기준, p2가 4번, 7번, 8번 영역 중 하나에 있으면)

5.           return n2

6.        else

7.           return n1

8.      } else if ( 90 < n1->각도 < 180 ) {

9.        p1 ← n1의 오른쪽윗점

10.       p2 ← n2의 오른쪽윗점

11.       if (p1 기준, p2가 6번, 8번, 9번 영역 중 하나에 있으면)

12.         return n2

13.       else

14.         return n1

15.     } else if ( 180 < n1->각도 < 270 ) {

16.       p1 ← n1의 왼쪽윗점

Algorithm common angle object processing (n)

input : 우선순위 큐의 entry, n

output : Nearest Surrounder result

1.      if (n이 leaf node이면) {

2.        next ← Q의 다음 entry

3.        while (next의 id와 n의 id가 다르면) {

4.          if (next가 leaf node이면) {

5.            ns ← select NS (n, next)

6.            if (ns == n이면) { // 그림 6 (b), (c) 경우

7.              // b의 경우

8.              우선순위 Q에서 next를 삭제

9.              next ← Q의 다음 entry

10.             // c의 경우

11.             next와 같은 id를 가진 entry를 Q에서 삭제

12.             next ← Q의 다음 entry

13.           } else { // 그림 6 (a), (d) 경우

14.             // a의 경우

15.             n과 같은 id를 가진 entry를 Q에서 삭제

16.             n ← Q의 다음 entry

17.             // d의 경우

18.             n ← Q의 다음 entry

19.           }

20        } else {

21.             if (그림 6(a), (b), (d)이면) {

22.               next의 자식 노드를 Q에 삽입

23.             } else {

24.               next와 같은 id를 가진 entry 삭제

25.             }

26.         }

27.         next ← n 다음 entry

28.       }

29.     } else {

30.         자식 노드를 Q에 삽입

31.     }

알고리즘 2 common angle object processing

그림 7 현재 NS인 것을 기준으로 데이터 영역을 9개로 나눔

서 entry를 삭제하고(8, 11, 15번째 줄) 다음 entry로 기

준을 옮겨서 해당 알고리즘을 다시 수행한다. 만약 현재 

검사하고자 하는 객체가 단말노드가 아니라면(29번째 

줄) 해당 단말 노드의 자식을 우선순위 Q에 넣도록 한

다.

3.3 공통되는 각을 가진 객체 중 NS를 선택하는 방법

  그림 6의 (c), (d)의 경우 o1과 o3의 꼭지점의 좌표 값

의 대소 관계를 비교한다. 그런데 기준이 되는 객체가 

어느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할 필요

가 있다. 기준이 되는 객체는 보다 작은 α값(그것이 α

start이든 αend이든)을 갖는 우선순위 큐 엔트리의 객체이

다. 예를 들어 이 경우에서는 o1을 기준으로 그림 7과 

같이 영역을 나누어야 한다. o1의 네 꼭지점이 영역을 

나누는 지표가 된다. 이렇게 나눈 영역 중에서 o3의 오

른쪽 아래 점이 o1을 기준으로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항상 오른쪽 아래 점을 보는 것

이 아니라 현재 기준이 되는 객체가 몇 사분면에 위치 

했느냐에 따라 오른쪽윗점을 볼 수도 있고(2사분면인 경

우), 왼쪽윗점을 볼 수도 있다(3사분면인 경우).

  o1의 각 범위가 [0, 90) 사이에 있고, o2의 꼭지점이 

4, 7, 8 영역 중 하나에 있다면 o2는 해당 범위에서 NS

가 된다. 마찬가지로 o4의 각 범위가 [90, 180) 사이에 

있다면 6, 8, 9 영역 중 하나에 있는 객체, o3이 NS가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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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p2 ← n2의 왼쪽윗점

18.       if (p1 기준, p2가 2번, 3번, 6번 영역 중 하나에 있으면)

19.         return n2

20.       else

21.         return n1

22.     } else if ( 270 < n1->각도 < 360 ) {

23.       p1 ← n1의 왼쪽아래점

24.       p2 ← n2의 왼쪽아래점

25.       if (p1 기준, p2가 1번, 2번, 4번 영역 중 하나에 있으면)

26.         return n2

27.       else

28.         return n1

29.     }

알고리즘 3 select NS

  기준이 되는 객체(n1)와 질의점이 이루는 각이 몇 사

분면에 속하는지 파악하고(1, 8, 15, 22번째 줄) n1과 

공통 각을 가지는 n2가 n1에 대하여 어느 부분에 있는

지를 파악한 후 NS를 결정한다.

4. 결론 및 향후 과제

  이 논문은 새로운 질의 형태인 NS를 구하는 기존의 

방법이 복잡하고 계산이 많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되었다. 기존의 NS를 찾는 방법은 공통 각을 찾기 

위해서 비교 연산을 여러 번 해야 하는 복잡함이 있고 

주어진 각 범위 내에서 거리를 구할 때 많은 연산 단계

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새

로운 NS가 발견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객체 간

의 꼭지점 좌표 값의 대소를 비교함으로써 NS를 찾는다. 

이 방법은 기존의 NS과 비교했을 때 연산 단계를 줄임

으로써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연구 과제로 현재 진행 중인 구현을 통해 얼마만

큼의 계산비용이 절감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또 본 논

문은 질의 점과 객체가 움직이지는 않는 환경에서 알고

리즘을 전개하였으므로 앞으로 질의 점과 객체가 움직이

는 환경에서 NS를 구하는 연구를 진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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