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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arth mover's distance(EMD)는 내용 기반 데이터 검색을 한 거리 함수로서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검색 결과를 가져오지만, 계산 복잡도가 높아 용량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다차원 인덱스인 M-트리를 사용하여 데이터 비교 횟수를 크게 일 수 

있다. 그러나 고차원의 데이터에 인덱스를 사용하면 차원의 주 문제로 인해 검색 성능이 크게 하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정량 으로 검증하기 하여 고차원 데이터를 상으로 

EMD 기반 M-트리를 구축한 후 다양한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 결과, 고차원 데이터에서도 차원의 

주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헌은 EMD의 검색 성능 개선을 한 정책을 고안하는

데, 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최근 들어,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기기의 보  

확산으로 동 상, 이미지와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폭

발 으로 증가하고 있다. 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주기 해서는 멀티

미디어 데이터를 질의로 던져 그 데이터의 색 분포나 형

태, 그리고 질감 등을 분석하여 유사한 데이터를 검색하는 

기술인 내용 기반 데이터 검색(content-based data 

retrieval)이 요구된다[1]. 

 내용 기반 데이터 검색을 수행하기 해서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간에 거리를 측정하기 한 거리 함수가 필

요하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주로 고차원 히스토그램으로 

표 되는데 이러한 히스토그램 데이터 간에 거리를 측정

하기 한 표 인 거리 함수로서 EMD가 존재한다. 

EMD는 하나의 히스토그램을 비교하고자 하는 다른 히스

토그램으로 옮기는데 들어가는 최소 비용을 계산하는 거

리 함수이다[1]. EMD는 뛰어난 검색 정확도를 보이지만 

계산 시간이 매우 크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각 데이터 

비교 시 마다 거리 계산 시간이 매우 크다면 그 거리 함

수는 용량 데이터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다차원 인덱스

를 사용하여 데이터 비교 횟수를 일 수 있다. 그러나 멀

티미디어 데이터는 고차원 히스토그램이기 때문에 차원의 

주 문제가 발생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데이터와 거

리를 계산하는 선형 검색 (linear scan)보다 느릴 가능성

이 있다[2]. 이러한 이유로 EMD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자들이 아는 한 다차원 인덱스

를 용하여 EMD의 계산 횟수를 이고자 한 연구는 없

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차원 인덱스인 M-트리를 기반으로 

이러한 문제를 검증하고자 한다. M-트리는 각 데이터 간

의 거리를 기반으로 다차원 인덱스를 구성하는 트리로서 

고차원 데이터의 인덱싱에 효과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본 논문에서는 실제 고차원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

한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EMD를 기반으로 한 M-트리의 

검색 성능을 검증한다.

2. Earth Mover's Distance

  본 장에서는 EMD를 설명하기 해 두 이미지의 색상 

간 거리 측정을 로 든다. 두 이미지 P={(p1, wp1), ..... 

,(pm, wpm)}, Q={(q1, wq1), ... ,(q1, wqn)}가 있을 때 pi와 qj

는 이미지의 색을, wpi와 wqj는 각 색의 비율을 의미한다. 

P와 Q의 비율 총합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때, EMD

는 P와 Q의 거리를 측정하기 해 minimum work를 계

산한다. minimum work는 P의 색-비율 분포를 Q의 분포

로 옮기는데 들어가는 최소 work의 양을 의미한다. work

는 한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옮겨진 색들의 양 f와 

ground distance d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ground 

distance란 색 간의 거리를 측정하기 해 사용된 

Euclidean distance나 L1 distance와 같은 기본 거리를 의

미한다[1]. work를 공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WORK(P,Q,F) = ∑
m

i=1
∑
n

j=1
d ijf ij

F=[fij]는 pi에서 qj로 옮겨진 색의 양을 의미하고 

D=[dij]는 옮겨진 색의 거리를 의미한다. EMD는 뛰어난 

검색 정확도를 자랑하지만 계산 복잡도가 n 차원의 히스

토그램이 존재할 때 O(n3logn)이다. 각 데이터 간 거리 계

산마다 이와 같은 계산복잡도가 필요하다면 그 거리 함수

는 용량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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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동기 

  용량 데이터베이스에서 EMD를 기반으로 내용 기반 

데이터 검색을 수행하기 해서는 다차원 인덱스를 이용

하여 데이터 비교 횟수를 여야 한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주로 고차원 히스토그램으로 표 된다. 고차원 

데이터에서 인덱스를 사용하면 차원의 주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차원의 주란 차원의 수가 증가할수록 최근

 이웃 데이터 간 거리와 가장 멀리 떨어진 데이터 간 

거리가 상 으로 가까워지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인덱

스 구축 시 다차원 인덱스의 많은 노드들이 서로 겹치게 

되어 선형 검색보다 느린 검색 성능을 보일 수 있다. 

  다차원 인덱스의 종류는 데이터의  좌표를 이용하

여 인덱싱하는 공간 기반 방법 (spatial-based method)과  

데이터 간의 거리를 기반으로 인덱싱하는 거리 기반 방법

(distance-based method)으로 나  수 있다[3]. 공간 기반 

방법의 표 인 방법으로는 R-트리를 들 수 있고, 거리 

기반 방법의 표 인 방법으로는 M-트리를 들 수 있다. 

R-트리는 데이터의 치를 기반으로 최소 포함 사각형

(minimum bounding rectangle) 형태의 노드를 이용하여 

인덱스를 구축한다. 이에 비해, M-트리는 데이터들의 거

리를 기반으로 구(sphere) 형태의 노드를 이용하여 인덱스

를 구축한다. 기존 논문의 실험 결과, R-트리의 검색 성능

은 고차원 데이터일수록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M-트리는 50차원 이상의 고차원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 즉, M-트리를 이용하면 EMD

의 계산 횟수를 여 선형 검색보다 더 좋은 성능을 발휘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M-트리의 검색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EMD를 기반으로 M-트리를 구축한 후 다양한 실험을 수

행한다. 이에 더해, 선형 검색과 M-트리의 검색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고차원 데이터 인덱싱 시 차원의 주 문제

가 발생하는지 검증한다. 

4. 실험

4.1. 실험 환경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 집합은 3,932개로 구성된 

RETINA 데이터와 49,973개로 구성된 DBLP 데이터이다

[4]. RETINA 데이터는 96차원의 히스토그램 데이터이고 

각 히스토그램의 빈(bin)은 2차원 특성 벡터이다. DBLP 

데이터는 8차원의 히스토그램 데이터이고, 각 히스토그램

의 빈은 3차원 특성 벡터이다. 

  각 데이터 집합을 상으로 EMD 기반 M-트리를 구축

한 후 데이터베이스 안의 모든 데이터와 거리를 측정하는 

선형 검색 방법과 k-최근  검색 성능을 비교하 다. k-

최근  검색의 k 값은 10, 30, 그리고 50으로 설정하 다. 

검색의 성능을 평가하기 한 척도로는 일 근 시간을 

제외한 검색 시간, M-트리의 I/O 횟수, 그리고 거리 계산 

수를 사용하 다. 정확한 성능 평가를 하여 동일한 유형

의 임의 질의 100개를 던져 그 결과들의 평균을 측정하

다. 모든 실험은 도우즈7에서 4GH의 메모리 크기와 

Intel Core 3.10GHZ PC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4.2 실험결과

  표 1은 RETINA 데이터에 해 k-최근  검색을 수행

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형 검색보다 M-트

리의 검색 시간이 약 1/14 정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M-트리에서는 검색 시 추가 인 I/O 횟수가 들어가지만 

EMD 계산 수가 크게 어들기 때문에 선형 검색보다 검

색 시간이 감소하는 것이다.

  표 2는 DBLP 데이터를 상으로 k-최근  검색을 수

행한 결과이다. 선형 검색보다 약 1/2 정도 검색 시간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DBLP 데이터는 8차원 데이터이

기 때문에 각 데이터 비교 시 EMD의 계산 속도가 매우 

빠를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M-트리에서는 검색에 따른 

추가 인 I/O 시간이 필요하므로 RETINA 데이터에 비해 

검색 성능 향상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거리 계산 

수가 선형 검색에 비해 크게 어들기 때문에 M-트리를 

사용함에 따른 기본 인 성능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간(s) I/O reads 거리 계산 수

k=10
Linear+EMD 68.3096 - 3932
Mtree+EMD 4.13188 63.43 489.09

k=30
Linear+EMD 68.3058 - 3932
Mtree+EMD 5.04131 70.88 640.79

k=50
Linear+EMD 68.3308 - 3932
Mtree+EMD 5.88435 72.66 708.1

<표 1> RETINA 데이터의 k-최근  검색 결과

시간(s) I/O reads 거리 계산 수

k=10
Linear+EMD 0.86147 - 49973
Mtree+EMD 0.4037 97.9 3024.62

k=30
Linear+EMD 0.86606 - 49973
Mtree+EMD 0.45108 107.54 3735.74

k=50
Linear+EMD 0.87003 - 49973
Mtree+EMD 0.41486 100.59 3819.94

<표 2> DBLP 데이터의 k-최근  검색 결과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고차원 데이터에서 EMD를 기반으로 한 

M-트리의 검색 성능을 검증하기 해 다양한 실험을 수

행하 다. 실험 결과, 고차원 데이터에서도 M-트리를 사

용하는 것이 선형 검색보다 빠른 검색 시간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로서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EMD의 계산 속도를 이기 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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