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3권 제1호 (2006. 5) 

27 

공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GML데이터의  

효율적인 적재를 위한 데이터 통합 기법 
 

전병윤*, 이동욱*, 유병섭*, 배해영* 
*인하대학교 컴퓨터 정보 공학과 
e-mail : mysummit@dblab.inha.ac.kr 

 

GML Data Integration Method for Load Processing 
of Spatial Data Warehouse 

 

Byung-Yun Jeon*, Dong-Wook Lee*, Byeong-Seob You*, Hae-Young Bae* 
*Dept. of Computer Science & Information Engineering, Inha University  

 

요       약 

GIS 분야에서 데이터 교환의 표준으로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에서 GML(Geography 
Markup Language)이 제안되어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공간 데이터 교환에서 사용이 일반화 되어가
고 있다. 또한, 공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인 공간 데
이터 웨어하우스에서도 GML 데이터를 추출하여 소스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하
지만 GML은 반구조형식(semi-structured)의 데이터 형식을 가진다. 따라서 기존 구조적인 데이터와
는 추출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GML의 특징에 맞는 공간 데이터 추출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GML 기반의 공간 데이터 소스를 추출할 때, 중복

되는 공간 객체를 하나의 표현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적재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는 GQuery
를 이용하여 GML 데이터를 추출한 후, GML 스키마를 메타데이터에서 관리하는 스키마 정보와  
비교하여 공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통합된 공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법이다. 성능평가에서는 
기존의 GML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법과 제안기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제안 기법의 기존 기법에 비
해 평균적으로 약 9.95%의 성능향상을 보였다. 

 

1. 서론 

웹의 발전과 기업의 의사결정시스템의 발전으로   
GIS 분야에서는 기존의 단일 사용자 환경에서 다양한 
지리 정보 데이터 형식이 지원 가능한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1].1 
이런 요구사항으로 인해 웹에서 지리정보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리 정보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리정보 데이터 교환의 표준으로 OGC 에 의
해 GML 이 제안되었다[2]. 또한, 공간 데이터를 포함
하는 의사결정과 효과적인 OLAP 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에서도 GML 데이터의 
분석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간 데이터 

                                                           
1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대학 IT
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웨어하우스에서 GML 데이터의 효율적인 추출 및 적
재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GML 
데이터의 효율적인 적재를 위해 여러 GML 데이터 소
스로부터 GML Query Language인 GQuery를 이용하여 
공간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적재하는 과정에서 
GML Mediator 를 이용하여 GML 데이터를 Relational 
Data 로 효율적이고 통합된 형태의 적재 기법을 제안
한다[3].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 관련 연구

에서는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존연구에 대해 살펴
본다. 제 3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공간 데이
터 웨어하우스에서 효율적인 GML 데이터의 통합 기
법에 대해서 서술한다. 제 4 장에서는 본 기법의 성능
평가를 한 뒤, 마지막 제 5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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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논한다. 
 

2. 관련 연구 

기존연구는 XML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통합기법이 있다. 이 기법은 XQuery 를 이용하여 여러 
소스데이터로부터 XML 추출하여 통합된 XML 데이
터를 생성하는 기법이다[4]. 

GML 은 XML 의 응용 언어이기 때문에 GML 데이
터 통합에서도 XQuery 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
지만 XQuery 를 사용하게 되면, 공간 데이터 앨리먼트
도 다른 앨리먼트와 동등한 처리를 수행하게 된다. 즉, 
공간 데이터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GML 의 공간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GML 간의 통합 처리가 가능하다면, 공간 데이터 통합
에 보다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XQuery Specification 의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의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공간 연산자를 추
가한 GQuery가 있다. GQuery를 사용하면, GML의 데
이터의 공간 앨리먼트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공간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GML 데이터 통합 

 

 
(그림 1) 공간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시스템 구조 

위의 (그림 1)은 공간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시스템 
구조이다. 공간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의 GML 데
이터 통합은 GML Mediator에서 수행된다. 
소스 데이터 중 GML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요청되

면, GML Mediator에서는 메타데이터의 소스 데이터를 
참조하여 GML 의 소스 데이터에 알맞게 질의를 분할
한다. 분할된 질의를 통하여 데이터를 추출하고 데이
터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을 수행한다. GML Mediator
는 Global Mediator의 부하를 줄여주고, GML데이터를 
중복 없이 통합하고 적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 (그림 2)는 GML Mediator에서의 GML의 통합

단계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그림 2) GML Mediator의 GML의 통합 단계 

 
제안하는 GML 데이터의 통합 단계는 전체적으로  

4단계를 흐름을 거친다.  
처음 단계는 메타정보의 소스정보를 이용하여

GQuery 를 분할하고, 그 질의를 이용하여 소스데이터
를 추출한다.  
두 번째 단계는 추출된 GML 문서를 맵핑 테이블과 
여러 가지 정제 알고리즘을 통하여 메타데이터의 전
역적인 표현으로 변환된다. 그리고 정제 작업에서 생
기는 문서에 대한 스키마를 작성한다. 
위의 두 단계를 통한 데이터들을 통하여 얻어진 

GML 데이터는 공간 객체의 중복을 판단을 하여 공간 
데이터의 중복제거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세 번째 단
계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통합된 GML 문서의 스키마를 
통합하여 통합된 GML 문서의 유효성을 보장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에서 통합하는 기법을 서술하는 것이다. 3.1
절은 제안기법의 통합과정에 대해서 서술한다. 
 
3. 1. 소스 데이터들의 공간 데이터 중복 제거 기법 
여러 소스로부터 데이터가 추출되면, 그 데이터들간
에는 공간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한다. 이런 공간 객체
의 중복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 번째로는 저장공간의 낭비가 발생한다. 공간 데

이터는 상대적으로 표현이 복잡하기 때문에 중복되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시스템의 많은 오버헤드를 
발생시키고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또한 데이터의 중복은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생성하는 데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하다.  동
일한 객체를 다른 객체로 인식을 하게 될 것이기 때
문이다. 
아래의 (그림 3)는 GML 공간 앨리먼트를 가지는 

MapA 와 MapB 라는 GML 데이터의 예이다. 두 그림
에서 University, RailRoad, Road2가 소스 데이터에 동시
에 표현이 되어 있다. 이 두 데이터들이 통합이 이루
어지지 않는다면 공간 앨리먼트와 데이터와 더불어 
공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는 비공간 앨리먼트의 중
복이 발생하게 되므로, 공간에 대한 낭비가 발생한다. 
또한 데이터 분석에서 다른 객체로 판단을 하게 되어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도출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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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ML파일 MapA와 MapB의 공간 데이터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lobal 
Mediator 가 공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처리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고,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한다. 
하지만 GML 데이터 통합은 Global Mediator 에게 많은 
부하가 예상되므로 GML데이터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
고 Global Mediator 의 부하를 줄이기 위하여 GML 소
스는 GML Mediator에서 통합을 수행한다. 
아래의 [알고리즘 1]은 여러 GML 데이터 소스에서 
공간 객체가 중복되었을 때, 중복된 GML 데이터를 
하나의 객체로 통합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 1] GML Integration 알고리즘 

 
위의 [알고리즘 1]에서는 추출과 정제 작업을 마친 
데이터를 Storage Manager에서 임시 저장하므로 
질의를 Storage Manager에게 API를 통하여 전송한다. 

또한 일정한 영역r에 포함되는 공간 객체를 추출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기능은 [알고리즘 2]이 
수행한다. 

[알고리즘 2]  SendGQuery 알고리즘 

 
 
[알고리즘 3]은 공간 Element 를 통합하고, 기존 앨리
먼트는 삭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알고리즘 3]  IntegrateElement 알고리즘 

 
 
[알고리즘 4]는 Element 들이 통합과정을 수행 후의 변
경된 구조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키마를 통
합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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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4]  IntegrateSchema 알고리즘 

 
 
위의 알고리즘들을 통해 여러 소스 데이터로부터 중
복된 앨리먼트가 존재하게 되면, 하나의 앨리먼트로 
통합이 된다. 아래의 (그림 4)는 중복된 영역에 공간 
데이터가 통합된 모습을 나타낸다. 
 

 
(그림 4) 통합된 지리정보 IntegrateMapAnB 

 

4. 성능평가 

본 장에서는 제안 기법의 성능을 평가한다. 평가 
방법은 기존의 기법인 XQuery 를 통한 GML 데이터를 
추출하고 통합하는 기법과 GQuery 의 공간 연산자를 
이용해 추출하고 통합하는 제안기법의 성능 비교를 
수행한다. 방법은 데이터 통합을 수행한 후 저장공간
의 크기를 비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실험환경은 <
표 2>와 같다.  

<표 2> 실험환경 
기종 IBM PC 호환 

중앙처리장치 Pentium4 2.6 Ghz 
주 기억장치 2GB 
보조 기억장치 120GB, 7200RPM, ATA방식 
운영체제 Windows XP Professional 
개발 언어 C/C++ 

 
이 실험의 평가환경은 공간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

에서 많이 사용되는 TIGER/Line File 을 2 개의 소스에 
공간 객체의 중복률을 증가시키며 생성하였다[7]. 생
성된 파일은 각각 100,000 개의 레코드에 250MB 의 데
이터이다. (그림 5)는 두 통합기법을 공간 객체 중복률
에 따라 결과물의 저장공간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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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통합기법에 의한 데이터의 저장 공간 비교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여러 GML 데이터들간의 공간 데이
터 중복이 발생할 때, 통합을 하여 저장공간의 효율성
을 높이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공간 데이터는 저장공
간을 많이 차지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GQuery 의 공간 
연산자를 통하여 GML 데이터에서 공간 데이터를 통
합하여 저장공간의 효율성이 평균적으로 약 9.95% 향
상됨을 볼 수가 있다.. 
성능평가에서 수행시간은 XML 데이터 통합기법보

다는 길지만, 저장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향후 연구는 중복되는 공간 객체 발생시 속성정보를 
통한 효과적인 중복제거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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