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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로 네트워크 공간에서 이동 객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올 수 있는 질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동 객체 질의들을 처리하기 한 효과 인 인덱스 구성 기법이 

요구된다. 기존에 연구되었던 인덱스들은 처리할 수 있는 질의의 종류가 매우 한정 이었

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 네트워크 공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동 객체 질의들을 정의하고 

이를 처리하기 한 인덱싱 임워크를 제안한다. 이러한 인덱싱 임워크를 기반으로 

도로 네트워크 상의 다양한 이동 객체 질의들을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서론

최근 들어, 이동 객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사용

자에게 여러 가지 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 객체 데이터

베이스에 들어오는 사용자의 다양한 이동 객체 질의를 처

리하기 한 인덱스의 요성이 차 커지고 있다. 

   기존 부분의 인덱스 연구들은 이동 객체가 움직이는 

공간에 제약이  없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다양한 이동 

객체 질의를 처리하기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실제 환경에서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도로 네트워크 공간

과 같이 이동의 제약이 있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많은 연구들을 실제 환경에 용하기는 어렵다. 최

근, 도로 네트워크에서 이동 객체 질의를 처리하기 해 

FNR-트리, MON-트리등의 여러 가지 인덱스들이 연구되

어 왔다[1][2]. 그러나 이 연구들은 처리할 수 있는 질의의 

종류가 매우 한정 이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사용자 질의

를 처리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 네트워크 공간에서 사용될 수 있

는 다양한 이동 객체 질의를 정의하고, 이를 처리하기 

한 효과 인 인덱싱 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구

조는 이동 객체의 궤 을 리하는 장 구조를 고안하여 

기존의 도로 네트워크 기반의 연구에서 처리하지 못하던 

궤  기반 질의를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 도로 

네트워크 공간에 기반한 다양한 종류의 이동 객체 질의를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 유용하게 

용될 수 있다.

2. 이동 객체 질의의 종류

본 장에서는 도로 네트워크 공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이동 객체 질의들을 정의한다. 이동 객체 질의는 

크게 좌표 기반 질의, 궤  기반 질의, 복합 질의, 그리고 

비공간 질의로 나  수 있다[3]. 

   첫 번째로 좌표 기반 질의는 시공간 삼차원으로 이루

어진 공간상에서 좌표 조건을 만족하는 이동 객체들을 검

색하는 질의이다. 이 좌표 조건에 따라  질의와 역 질

의로 세분화된다.  질의는 시공간상에서 주어진 하나의 

과 련된 이동 객체의 유무를 검색한다. 역 질의는 

특정 역 내에 이동 객체의 유무를 검색한다. 

   두 번째로 궤  기반 질의는 상 질의와 항해 질의로 

나  수 있다. 상 질의는 이동 객체 궤 의 움직임을 추

하는 질의로서 시간에 따라 이동 객체가 어느 도로 세

그먼트를 이동했는지 검색한다. 항해 질의는 이동 객체의 

궤  정보를 통하여 속도나 방향 등을 계산한다. 

   세 번째로 복합 질의는 역 질의를 통하여 검색된 이

동 객체를 상으로 궤  기반 질의를 수행하는 질의이다. 

역 질의를 수행하기 하여 질의 역이 주어 졌을 때, 

질의 역에 해당하는 이동 객체를 검색하고 검색된 이동 

객체에 궤  기반 질의를 수행하여 질의 역 이후의 일

정 시간 동안에 하여 궤 의 움직임을 추 하는 질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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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양한 사용자 질의를 처리하기 한 인덱싱 임워크

다. 마지막으로 비공간 질의는 특정 이동 객체에 한 움

직임  과거 는 재 치를 물어보는 질의이다. 

3. 제안하는 구조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언 한 이동 객체 질의들을 효

과 으로 처리하기 한 인덱싱 임워크에 하여 자

세히 설명한다. 제안하는 구조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 째로 도로 네트워크를 리하는 R*-트리[4], 두 

번째로 이동 객체의 궤  정보를 장하는 블록, 세 번째

로 도로 세그먼트와 궤  정보 장 블록을 연결하는 1차

원 R*-트리, 그리고 네 번째로 이동 객체의 정보를 리하

는 B+-트리[5]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체 인 인덱싱 임워크를 나타내고 있다.

   도로 네트워크를 리하는 R*-트리는 세그먼트 단 로 

도로 네트워크를 리한다. 이 인덱스의 단말 노드는 

<seg_id, MBR, orientation, ptr>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seg_id는 도로 네트워크 세그먼트의 ID를 나타내고, MBR

은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최소포함사각형(minimum 

bounding rectangle)의 좌표를 나태난다. 한, orientation

은 세그먼트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0 는 1을 가

진다. 마지막으로 ptr은 궤  정보를 리하는 1차원 R*-

트리를 가리키는 포인터이다. 

   이 1차원 R*-트리는 도로 네트워크의 각 세그먼트마다 

하나씩 존재한다. 이 인덱스는 이동 객체가 해당 세그먼트

에 들어온 시간을 키로 가지는 인덱스로 <entrance_time, 

exit_time, mo_id, block_offset>으로 구성되어 있다. 

entrance_time은 이동 객체가 해당 세그먼트에 들어온 시

간을 의미하며 exit_time은 이동 객체가 해당 세그먼트를 

나간 시간을 의미한다. mo_id는 그 시간에 해당 세그먼트

에 존재한 이동 객체의 궤  ID이다. block_offset은 궤  

정보가 장되어 있는 블록에서 해당 세그먼트의 치를 

찾기 한 offset을 의미한다. 이 1차원 R*-트리는 이 

offset을 통하여 궤  정보를 장하는 블록에 근한다. 

   이동 객체의 궤  정보를 장하는 블록은 다음과 같

다. 하나의 궤 은 여러 블록으로 장될 수 있다. 하나의 

블록은 <prev_block, next_block, seg_info>로 구성된다. 

여기서 prev_block은 하나의 이동 객체의 궤 이 여러 개

의 블록으로 장되었을 때 궤 의 이  블록을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next_block은 궤 이 장되어 있는 다음 블

록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seg_info는 이동 객체의 궤

을 구성하는 세그먼트들의 정보를 나타낸다. 이 seg_info

는 <seg_id, entrance_time, exit_time, speed, direction>으

로 구성되어 있다. seg_id는 도로 세그먼트의 ID를 나타내

고, entrance_time은 이동 객체가 해당 세그먼트에 들어온 

시간, exit_time은 이동 객체가 해당 세그먼트를 나간 시

간을 의미한다. speed는 이동 객체의 해당 세그먼트에서

의 속도를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direction은 이동 객체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 는지에 한 정보를 나타낸다.

   마지막 구조로 이동 객체의 정보를 리하는 B+-트리

의 단말 노드는 <mo_id, ptr> 형태로 구성된다. mo_id는 

이동 객체의 ID를 의미하고, ptr은 해당 이동 객체의 궤

을 검색하기 하여 해당 이동 객체의 궤 이 장되어 

있는 블록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의미한다. 이 포인터를 통

하여 궤  장 구조에 근하여 비공간 질의들을 처리한

다. 이와 같은 인덱싱 임워크를 용함으로써 기존 기

법으로 처리하지 못하던 다양한 사용자 질의를 효과 으

로 처리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도로 네트워크 공간에서 사용 가능한 

다양한 이동 객체 질의를 정의하 으며 그 이동 객체 질

의를 효과 으로 처리하기 한 인덱싱 임워크를 제

안하 다. 제안하는 구조는 기존에 처리하지 못하던 궤  

기반 질의를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제안

하는 구조를 용함으로써 도로 네트워크 공간에 기반한 

다양한 종류의 이동 객체 질의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 유용하게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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