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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한 연속집계질의 수행 시 중복연산 및 메모리의 절약을 위하여 큐
를 공유하는 자원공유기법이 연구되었다. 기존의 자원공유 기법들은 질의의 프리디킷이 일치할 때
만 처리하기 때문에, 질의의 프리디킷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 다중공간 집계질의가 자주 요청

되는 u-GIS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중복영역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공유 기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

서는 공간영역을 효율적으로 그룹화하는 R-tree 의 특징을 이용하여 질의간의 중복영역을 그룹화하

고 중복영역의 자원을 패인(Pane)구조를 이용하여 공유한다. 노드 수에 제한이 없고 레벨을 1 로 하
는 R-tree 로 유사한 위치의 질의들을 그룹화 한 후, 그 질의들의 영역이 겹쳐지는 부분을 패인을 이
용해 집계 값을 공유하여 중복계산을 피하는 방법이다. 제안 기법은 공간 집계질의를 처리할 수 있
고, 기존의 계층구조의 자원공유 기법을 사용할 때에 비해 자원을 적게 사용하고 질의 처리 시간을 
단축시켰다. 성능평가를 통하여 제안기법이 메모리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였으며, 질의 처리 
속도가 증가하였다.  

 

1. 서론1 

최근 센서 네트워크 및 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데
이터 스트림(Data Stream)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1]. 특히,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가 사람, 사물, 
환경 속으로 스며들고, 이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

되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도래와 더불어 공간 및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정보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기존의 GIS 는 건물, 도로, 하천과 같은 2 차원 
또는 3 차원상의 정적인 지형지물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u-GIS 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기반

으로 시간에 따라 공간적인 위치가 포함된 동적인 공
간정보의 활용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2,3]. 또한, 
GeoSensor 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스트림과 GIS 데이터, 
그리고 공간질의를 융합하여 처리하는 u-GIS 공간기

술이 연구되고 있다. 
u-GIS 에서는 GeoSensor 로부터 유입되는 위치를 포

함한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해 공간 연속질의

(Continuous Query Language)[1,4]를 사용한다. 데이터 
스트림이 매우 빠르게 발생하고 시스템에 다수의 질
의가 등록되면 질의들이 소유하고 있는 독립적인 큐
를 유지하기 위한 메모리 비용이 증가하고 동일한 연

                                                           
본 연구는 건설교통부 첨단도시기술개발사업 -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 사업과제의 연구

비지원(07 국토정보 C05)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산을 반복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비용들을 줄이고

자 집계질의 처리 시 큐를 공유하는 자원공유 기법이 
연구되었다[5].  

DSMS 에서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기법으로 BINT, 
LINT 그리고 패인기법이 제안되었다. BINT 는 입력된 
튜플들을 최하 단부터 계산하여 집계정보를 저장해 
놓는 방법으로, 질의 별로 큐를 유지하지 않는 장점

이 있지만, 계층별 집계정보의 저장으로 인해 메모리 
유지비용 증가와 집계정보 검색 시간이 증가한다. 
LINT 는 집계정보를 좌우 대칭으로 저장하여 질의범

위의 검색시간을 감소시켰지만, 좌우 대칭구조를 사
용하여 메모리 비용이 BINT 보다 많이 든다. 마지막

으로 패인(Pane)구조를 이용한 방법은 질의들의 질의

범위의 최대공약수 크기만큼 집계정보를 저장하여 동
일한 튜플이 등록된 질의에 의해 반복적으로 계산되

는 것을 방지해 집계정보 생성시간을 단축시켰다. 
이러한 기존의 자원공유 기법들은 비공간 데이터스

트림의 처리만을 고려한 방법들이다. 기존의 자원 공
유 기법을 공간 집계 질의에 적용할 경우, 각 질의의 
모든 영역에 대해 BINT 를 구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
생한다. 방대한 데이터 양을 다루는 공간 집계 질의

의 특성 때문에, BINT 를 사용한 방법은 메모리 유지

비용과 질의처리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또한, 패
인을 적용하였을 경우, 패인의 집계 값의 저장단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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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범위와 갱신범위의 최대공약수(GCD)가 1 이 되는 
경우에는 튜플을 하나씩 계산하는 경우와 질의처리 
효율이 같게 된다. 그러므로, 다중 공간 집계질의가 
자주 요청되는 u-GIS 환경에서 중복된 영역을 최대한

으로 공유하여 질의를 처리할 수 있는 자원공유기법

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영역을 효율적으로 그룹화하는 

R-tree 의 특징을 이용하여 질의간의 중복영역을 찾고, 
중복영역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확장된 패인 기법

을 제안한다. 기존 R-tree 의 한 노드 당 저장할 수 있
는 데이터 수의 제한은 공간적으로 거의 유사한 영역

을 분할할 수 밖에 없게 한다. 그러한 R-tree 의 제약

을 완화하여 각 노드가 갖는 데이터 수의 제한을 없
애고, 영역 확장을 최소화하는 분할 기법인 Quadratic 
Split 을 이용하여 그룹화를 함으로써 질의간의 최대 
공유부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룹내의 중복영역들

에 패인을 적용하여 자원을 공유한다. 중복되는 질의

영역에 대해서만 패인을 구성하여 자원을 공유함으로

써 모든 질의영역에 대해 BINT 를 적용해야 하는 문
제가 해결되고, 패인의 단위를 구성하는 GCD 가 1 이 
되는 확률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질의처리 속도가 
향상되고 메모리의 사용량도 줄어든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u-GIS 
공간 정보 기술과 기존의 자원공유 기법들에 대해 알
아보고, 3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다중 공간 집
계질의의 중복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원공유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4 장에서는 제안한 기법의 성
능 측정 결과를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 및 향후 연구를 보인다.  

 
2. 관련연구 

본 장에서는 본 논문의 기반이 되는 u-GIS 공간 정
보 기술과 자원공유를 이용한 연속 집계질의 처리 기
법인 BINT, LINT 그리고 패인구조에 대해 기술한다.  

 
2.1 u-GIS 공간 정보 기술 

u-GIS 공간정보 기술은 기존 GIS 인 건물, 도로, 하
천, 지하시설물과 같은 2 차원 또는 3 차원상의 정적

인 지형 지물 정보와 유비쿼터스 환경을 기반으로 시
간에 따라 공간적인 위치가 포함된 동적인 GeoSensor
정보의 융합 처리를 요구한다. GeoSensor 는 고정된 지
역이 아니라 넓은 지역에 산발적으로 분포될 수 있으

며, 자신의 위치인식 장치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 
장소를 이동할 수 있는 이동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GeoSensor 는 데이터 스트림의 특성과 GIS 의 특성

을 동시에 갖는다. GeoSensor 는 넓은 지역에서 실시간

으로 발생하는 대용량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 
스트림 처리 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GIS 공간 정보와

의 융합 처리를 위해 공간 연산 처리가 요구된다.[2,3] 
 

2.2 자원공유기법 
 스트림 환경에서 다중 집계질의 처리를 위한 자원공

유 기법으로 BINT(Base-Interval), LINT(Landmark-
Interval) 그리고 패인(Pane)기법이 있다[6,7]. BINT 는 

범위(Interval)와 계층(level)을 사용한다. 범위는 집계정

보를 갖는 단위를 의미하며 계층은 각 계층마다 포함

하고 있는 집계 값의 튜플 개수를 의미한다. 집계정

보 생성은 튜플이 입력될 때 마다 발생하는데, 먼저 
입력된 튜플들을 최하위 계층에 저장한다. 그리고 입
력된 두 개의 튜플들로 집계정보를 계산하고 그것을 
상위 계층에 저장한다. 이렇게 상위 계층에 생성된 
집계정보 두 개를 가지고 하나의 집계정보를 계산하

여 다시 상위 계층에 저장한다. 이런 방법으로 집계

정보를 점차 상위계층으로 저장하여 계층구조의 자료

구조를 생성한다. 자료구조 생성 후, BINT 는 질의처

리를 위하여 질의 범위를 만족하는 집계정보를 검색

하고, 각 집계정보에 저장된 집계 값들을 계산하여 
질의 결과를 반환한다. BINT 는 질의 처리 시 집계 값
을 중복 계산 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튜플을 기본 
단위로 집계정보를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집계정보를 
생성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질의처리 시간 또한 
늘어난다. 
유사한 기법인 LINT 는 집계정보를 저장한 계층구

조를 좌우로 구축하여 두 개의 영역만 검색하면 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BINT 의 단점인 질의 
범위를 만족하는 범위를 검색하는 속도를 향상시켰다. 
그러나 두 개의 계층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계층구

조 구축시간과 공간 낭비가 BINT 보다 크다.  
마지막으로 패인(Pane)구조가 있다. 슬라이딩 윈도

우는 질의범위가 갱신범위보다 크기 때문에 질의처리

를 위해 스트림의 버퍼를 이동할 때 중복된 영역을 
포함하게 된다. 이 중복된 영역을 반복 계산 하지 않
기 위해 패인구조가 제안되었다. 패인은 갱신범위와 
질의범위의 최대공약수를 계산하여 그것을 단위로 입
력 데이터들을 분할하고, 분할 된 튜플들의 집계 값
을 저장한다. 질의 처리 시에 분할 저장된 패인의 집
계 값을 이용하여 질의 결과를 반환하기 때문에 튜플

에서 집계 값을 구하는 연산은 패인을 생성할 때 한 
번만 수행된다.  
위와 같은 기존의 자원공유 기법들은 비공간 데이

터 스트림을 다루는 연속질의 처리만을 고려한 방법

이다. 기존의 자원공유 기법으로는 공간 질의를 처리

할 때 질의영역이 겹쳐지는 부분에 대한 자원공유를 
할 수가 없다. 또한,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공간 질
의의 특성 때문에, 모든 튜플들의 집계정보를 계층적

으로 저장하는 BINT 는 메모리의 비용이 많이 소요되

기 때문에 공간질의의 자원공유 기법으로 부적합하다. 
공간정보를 지닌 공간질의에서 중복된 영역을 최소화

하고, 중복영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3. 공간 집계질의에서의 자원공유 기법 

본 장에서는 공간영역을 효율적으로 그룹화하는 R-
tree[8]의 특징을 이용하여 질의간의 중복영역을 찾고, 
중복영역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확장된 패인기법

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안기법은 다중 공간 집계질의

의 중복영역을 확장된 R-tree 를 이용해 그룹화 한 후, 
그룹화 한 영역에서 질의가 겹쳐지는 영역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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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인을 구성하여 자원을 공유하는 기법이다. 본 장 
3.1 절에서는 확장된 R-tree 를 이용한 다중 공간 집계

질의의 그룹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3.2 절에서는 그룹

화한 영역에서 공간 집계질의들이 중복되는 영역에 
대해 패인을 이용해 자원을 공유하는 방법을 보인다.  
 
3.1 omR-tree를 이용한 그룹화 

R-tree 는 B-tree 와 유사한 공간 인덱스 기법이다. R-
tree 의 장점은 각 공간을 MBR 로 구성, 분할하여 그
룹화함으로써 노드의 중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
한, 노드의 최대 차수는 3~4 레벨을 유지하며 좌우노

드의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검색시간이 빠른 특징

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 공간 집계질의들의 중복된 영

역을 찾아내기 위해 omR-tree(One Level Multi node R-
tree)를 사용한다. omR-tree 는 R-tree 를 기반으로 질의

의 중복 영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R-tree 의 Quadratic 
Split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또한, 데이터의 빠른 삽입

을 위해 omR-tree 높이를 1 레벨로 제한하고 중복된 
영역의 더 많은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각 노드가 저
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음의 (그림 1)은 omR-tree 를 이용해 다중 공간집

계질의의 그룹화의 한 예를 보여준다.  
 

 
(그림 1) omR-tree 를 이용한 다중 공간집계질의의 

그룹화의 예 

3.2 패인을 이용한 공유방법 
 omR-tree 를 이용하여 그룹화 된 노드의 중복된 영역

에 대한 공유된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패인기반의 자
원 공유 기법을 사용한다. 우선 그룹화 된 한 영역에

서 각 질의들이 겹쳐지는 영역을 식별한다. 질의가 
중복되는 각 영역에 ID 를 부여하고, 각 중복된 영역

마다 메모리 큐를 할당한다. 중복되는 영역이 D1~Dn

이라 할 때, 각 중복된 영역마다 메모리 큐를 Q1~Qn

까지 할당한다. 그리고 중복된 영역의 집계질의 정보

와 중복영역의 ID 를 포함하는 테이블로 큐의 정보를 
관리한다. 

할당된 메모리 큐는 패인기반의 S-패인(Spatial Pane)
을 적용한다. S-패인은 질의들의 갱신범위(Slide)와 질
의범위(Range)들의 최대공약수를 단위로 입력데이터

를 분할하고, 분할 된 튜플들의 집계 값을 저장한다. 
S-패인은 GCDs-pane(GCDqi(Rangeqi, Slideqi), ···

GCDqj(Rangeqj, Slideqj))으로 계산하여 데이터 분할 단
위를 결정한다. 데이터는 유입되면서 해당 공간영역

에 따라 각 큐에 쌓이게 되고 S-패인을 이용해 미리 
집계 값을 계산한다. 질의 처리시에는 분할 저장된 
패인의 집계 값을 공유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중복 계
산을 감소시켜 질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다.  
 

 

(그림 2) 그룹화된 영역에서 S-패인을 이용해 중복 

영역에 대해 자원을 공유하는 예 

(그림 2)는 omR-tree 를 이용하여 공간집계 질의들

을 그룹화 한 후, 그룹화된 영역에서 질의들의 중복 
영역을 S-패인을 이용하여 공유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질의가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ID 를 부
여하고 질의들의 정보를 테이블에 저장한다. 그리고 
중복되는 영역마다 메모리 큐를 할당한다. 그림에서

는 네 곳의 중복영역이 있으므로 큐를 4 개 할당하게 
된다. 그 다음 큐를 S-pane 구조로 만들기 위해 데이

터를 분할할 단위를 만든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질
의 1 과 질의 5 가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 S-패인을 구
성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GCDs-pane(GCDQ1(12, 4), 
GCD(Q5(16, 8) ) = 4 이므로, S-패인의 데이터 분할 단
위는 4 가 된다. 
 
4. 성능평가 

성능평가는 공간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는 환경에서 공간 집계질의를 그냥 처리했을 
경우와 공유되는 부분을 BINT 로 구성해 처리했을 때, 
그리고 제안기법을 사용할 때를 서로 비교 분석하였

다. 모든 실험은 2GB 메모리와 Intel Xeon 1.86GHz 
CPU 를 가진 HP ProLiant DL380 G5 서버에서 Window 
2003 Server 운영체제 하에서 수행되었으며 알고리즘 
구현은 Microsoft Visual Studio 2005 에서 C++로 구현하

였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250,000 개 이
고 튜플 스키마는 <ts, area, temperature> 이며, ts 는 
8byte, area 16byte, temperature 4byte 로 총 28byte 의 크기

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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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어진 튜플에서 집계질의 처리 시간 

(그림 3)은 주어진 튜플에서 집계질의를 처리하는 
시간의 비교이다. Normal 은 튜플 자체를 공유하기 때
문에 슬라이딩 윈도우가 이동하면서, 동일한 튜플을 
재계산하게 되므로 처리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그리

고 BINT 는 계층구조로 집계 정보를 저장하여, 질의 
수행영역을 만족하는 집계 정보를 찾는 비용이 비교

적 크다. 마지막 S-패인은 중복된 영역을 한 번만 집
계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림 4) 튜플의 수에 따른 메모리 사용량 

(그림 4)는 튜플의 수에 따른 메모리 사용량을 보여

준다. 메모리 사용량은 Normal 일 때 가장 큰 사용량

을 보인다. BINT 는 계층구조로 집계정보를 저장해야 
하는 비용 때문에 S-패인 보다 메모리비용이 더 들고, 
S-패인은 중복된 영역을 한 번만 계산하므로 메모리 
사용량이 제일 적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은 u-GIS 환경의 공간정보를 갖는 연속집계

질의간 중복되는 영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자원

공유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기법은 공간 데이터 스
트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노드 수의 제
한이 없고 레벨을 1 로 하는 확장된 R-tree 를 이용하

여 공간 집계질의들의 중복되는 영역을 찾는다. 그리

고 중복되는 영역을 S-패인 구조로 저장하여 계층별

로 모두 집계 값을 유지하는 기존의 기법보다 집계질

의 계산의 중복을 줄이고 메모리의 사용량 또한 감소

시켰다.  
 향후 연구로는 R-tree 를 이용하여 중복영역을 줄이

는 최소 중복영역 그룹화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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