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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지속 으로 치가 변화하는 시공간 오 젝트의 치 정보는 다양한 어 리 이

션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시공간 오 젝트는 많은 치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오 젝트의 모든 궤  정보를 

장한다는 것은 비효율 이다. 이것은 장 매체의 장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장 공간에서 효율 으로 궤 을 분할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개선된 분할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MBR들의 

면 을 최소로 하는 궤 들을 분할하는  split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실험의 결과로 제시하는 분할 방법이 다른 알

고리즘보다 더 효율 인 것을 알 수 있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wireless network technology, the location information of a spatiotemporal object which changes their location is 

used in various application. Each spatiotemporal object has many location information, hence it is inefficient to search all trajectory 

information of spatiotemporal objects for a range query.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method which divides a trajectory and stores its  

division data on restricted storage space. Using suboptimal split algorithm, an extended split algorithm that minimizes the volume of 

EMBRs(Extended Minimum Bounding Box) is designed and simulated. Our experimental evaluation confirms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our proposed splitt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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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이동통신, 무선 네트워크, GPS(Global Position 

System)의 기술 인 발 으로 인하여 다양한 공간상에

서 움직이는 객체들의 치 정보를 수집하여 실시간으

로 정보를 제공하는 치 기반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이는 객체들의 

치 정보를 수집하고 장하고 리하기 한 이동 객체 

데이터베이스(Moving Object Database)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이동 객체를 효율 으로 찾기 

한 이동 객체를 한 인덱스 기법에 한 연구도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까지 부분의 색인 방법들

은 최소 경계 사각형(Minimum Bounding Rectangle)과 

같이 실제 데이터에 한 근사치 역을 사용하여 색인

을 구성한다. 

이동 객체의 색인을 한 기존의 방법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질의의 종류에 따라 이동 객체의 이력정보를 

검색하기 한 방법[2, 4-6] 두 번째로 이동 객체의 궤

을 검색하기 한 방법[1, 3, 8, 9, 13] 세번째로 이동 객체

의 궤 을 분석하여 미래를 측하기 한 색인 방법

[10, 11] 이 게 크게 3가지로 나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두 번째 방법인 이동 객체의 궤 을 검색하기 한 방

법에 을 맞춘다. 이동 객체의 궤 이란 공간상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객체의 이동경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포인터의 순서라고 할 수 있다. 규칙 인 시

간 혹은 불규칙 인 시간동안 움직인 포인터와 포인터 

사이를 하나의 역으로 확장을 하는데 이것이 최소 경

계 사각형이 된다. 이러한 궤  기반의 데이터를 검색하

기 한 질의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좌표 기반 질의

와 궤  기반 질의가 있다.[1] 첫 번째 좌표 기반 질의는 

주어진 시간 간격 동안 어떠한 공간을 지나가는 궤 의 

객체 식별자와 궤 의 객체의 포인트들을 반환한다. 이

게 반환된 궤 의 객체의 포인트들을 최소 경계 사각

형으로 변환하여 입력된 공간 질의에 포함이 되는지를 

찾게 된다. 두 번째 궤  기반 질의는 궤 들이 서로 복

잡하게 교차하는 상 인 계 혹은 주어진 시간 간격 

동안 어느 공간 안에서의 속도변화와 이동방향등의 정

보를 반환하게 된다. 

이 역시 상 인 계나 속도변화와 이동방향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최소 경계 사각형으로 구성하여 공

간 질의에 포함되는지를 찾게 된다. 이처럼 궤  기반

의 데이터를 검색하기 한 방법에서는 공간 질의를 

처리하기 해서 궤 을 분할하여 MBR들을 생성하

고 이를 이용하여 색인을 생성하는 것이 공간 질의를 

처리하기기 해서는 아주 요하다. 하지만 어떤 시

공간상의 궤 들과 그 궤 이 갖는 객체의 포인트들

은 무수히 많다. 이러한 궤 의 모든 정보를 찾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검색 시

간을 단축하기 한 효율 인 색인을 생성하기 해 

장 공간상의 궤 의 분할의 개수를 제한하는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이 에 제안한 분할과정에서 질의

범 의 크기를 고려한 확장된 최소경계사각형(EMBR 

: Extended MRR)의 면 을 최 에 가깝게 최소화는 알

고리즘인 개선된 분할(Improved Split) 알고리즘[14]을 

용하여 분할의 개수가 개로 제한할 경우 EMBR의 

총면 이 가장 최소에 가까운 분할을 만들어 내어 색인 

구성 후 질의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탐색 공간을 감

소시킬 수 있는 효율 인 분할 알고리즘인  split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성능 평가 결과로 병합분할방법

(MergeSplit)[12]보다 EMBR의 총합에 있어서 더 최

의 분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할의 치를 찾

는데 우선 순  큐(Priority-Queue)[12]를 사용하여 계산

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켰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방법은 궤 의 수가 많을 경우에 분할의 수가 제한

일 경우에도 확장이 용이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서는 이동객체

의 시공간 색인에 한 련 연구와 본 논문에서 사용된 

개선된 분할 알고리즘에 한 설명하고 3 에서는 개

선된 분할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MBR의 집합을 분

할의 개수를 k로 제한하여 색인 검색 시간을 단축하기

해 비교검색 역을 최소가 되게 하는 k  알고리즘에 

해 제안한다. 4 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우수

성을 입증하기 해 기존의 알고리즘과의 성능 평가를 

비교 분석한다. 5 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 과제에 

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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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련 연구

1. EMBR

본 연구에서는 이동 객체 궤 의 치 정보를 간단

하게 나타내기 해서 치 정보를 1차원 좌표로 표

하고 시간 정보를 고려해서 궤 을 2차원 공간으로 나

타낸다. 

EMBR면 의 계산은 그림 1과 같이 범 질의의 가로 

 , 세로 만큼 MBR에서 확장된 사각형 면 을 

계산하면 된다. EMBR은 MBR의 질의 수행 과정에서 범

 질의가 주어졌을 때 질의가 근사치 역 MBR과 첩

하는지 여부를 찾아내기 하여 비교 검색해야 하는 부

분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질의의 심 에서 각 면

까지의 길이만큼 MBR의 각 면에서부터 확장시킨 역

을 나타낸다. 

그림 1. 범 질의의 크기를 고려하여 확장된 MBR
Fig 1. Size of range query considered 

extended MBR

2. 개선된 궤  분할 알고리즘

개선된 궤  분할 알고리즘(Improved split algorithm)

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5의 알고리즘을 간략히 설명하면 

우선 에서 까지 치 포인트들로 이루어진 궤

과  평균 인 질의의 크기가 주어진다. 첫 번째 과정 1)에

서 그림 2와 같이 체 분할 MBR집합을 만들고 두 번째 

과정 2)에서 키 값을 계산해서 차례 로 우선순  큐에 

삽입한다. 다음 세 번째 과정 3)에서 정렬된 우선순  큐

에서 첫 번째로 반환되는 키 값  을 이용해 

MBR집합을 갱신하고 우선순  큐를 재구성한다. 음의 

수를 가지는 키 값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3)의 

과정을 반복 수행한 후 그림 3과 같이 최종 인 MBR집

합을 만들어 낸다.

그림 2. 인 한 두 개의 MBR을 병합하여 만든 
새로운 MBR

Fig 2. New MBR combined close two MBR

그림 3. 개선된 궤  분할 방법으로 구성된 
최종 MBR의 집합

Fig 3. Set of MBR constituted the improved split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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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Algorithm-1의 시간 복잡도는  이다.

증명.

1)에서 체 분할 MBR집합을 만들기 한 연산 횟

수는 이고, 2)에서 하나의 키 값을 계산하여 우선순  

큐에 삽입하는 연산 횟수는  이며 총 번 수

행이 되므로 이다. 3)에서 MBR집합의 갱신

과 우선순  큐의 재구성을 한 연산 횟수는 

이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총 연산 횟수는 

 이다. 그러므로 이 알고리즘

의 시간 복잡도는  이다. 

그림 4. 개선된 궤  분할 알고리즘
Fig 4. Improved spilt algorithm

Ⅲ. 분할의 개수를 k로 제한하는 

궤 분할 알고리즘

본 에서는 제한된 장 공간상에서 이동 객체의 궤

에 한 색인 과정에서 한 분할 치를 찾아 MBR

들을 만들기 한  분할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1. 분할의 개수를 k개로 제한하는 알고리즘의 분할 

과정

공간을 나타내는 평면상에 ~까지 이동 객체 

치 포인트들로 이루어진 궤 이 기록되어 있다. 첫 번

째 과정에서 이 궤 에 개선된 분할 알고리즘을 용하

면 최 에 가까운 분할을 만들어 낸다. 두 번째 과정으로 

치 포인트의 개수를 개로 이는 분할을 하기 해

서 우선순  큐에 제일 상 에 랭크된 키 값을 반환하여 

키 값에 들어있는 두 개의 치 정보 와 를 가져온다. 

단 우선순  큐에 있는 음의 수를 가지는 키 값은 개선된 

분할 알고리즘에 의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양

의 수를 가지는 키 값들 에 제일 작은 값을 사용한다. 

그리고 와 로 만들어지는    를 사용하여 분할 

개수가 하나 어든 새로운     으로 갱신

한다. 그리고 반복문의 다음 루 에서 갱신에 사용될 합

병된 MBR을 찾기 해 우선순  큐를 재구성한다. 재구

성 과정은 개선된 분할 방법과 같다. 두 번째 과정은 

치 포인트의 개수 이 개가 될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한 번의 수행 과정이 진행될 때마다 MBR의 총면 이 최

로 감소하는 합병된 MBR이 선택되어 MBR집합의 갱

신에 사용된다.

2. 분할의 개수를 k로 제한하는 알고리즘의 궤  분

할 알고리즘

분할의 개수를 개로 제한하는 궤  분할 알고리즘

은 그림 5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그림 5와 같이 간단

히 설계할 수 있다. 그림 4의 알고리즘을 통해 구성된 

개의 분할이 개보다 더 작다면 그림 5의 알고리즘이 

수행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림 4를 통해 만들어진 분

할의 개수 이 보다 많다면 우선순  큐에 정렬된 첫 

번째 요소의 키 값을 이용하여 MBR집합의 갱신과 우

선순  큐의 재구성 작업을 가 가 될 때까지 계속 수

행한다. 이 과정에선 MBR의 합병으로 인한 EMBR 면

의 변화가 최소로 증가되는 MBR묶음을 갱신작업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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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분할 개수를 k개로 제한하는 궤  
분할 알고리즘

Fig 5. k split algorithm

[정리 2] Algorithm-2의 시간복잡도는 이다.

증명.

첫 번째 단계 1)에서 Algorithm-1의 연산 횟수는 

 이다. 두 번째 단게 2)에서 분할 개수 이 

가 될 때까지의 MBR집합의 갱신과 우선순  큐의 재

구성을 한 연산 횟수는 이다. 그래서 총 연산 

횟수는  이다. 그러므로 이 알고리즘의 시

간복잡도는  이다.

Ⅳ. 실험  성능 비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한정된 장공간상에서 이동 

객체 궤 들에 한 개선된 분할 방법의 성능실험은 펜

티엄-IV 3.2GHz 로세서와 메모리 1.5Gbyte, Windows 

XP 운 체제를 사용하는 사스템상에서 수행했으며, 알

고리즘의 구 을 해서 C++ 언어를 사용하 다. 그리

고 성능 비교 평가를 하여 기존의 합병 분할 방법과  

split 알고리즘을 구 하여 실험을 하 다. 본 실험에서

는 측정 시간과 치 정보로 표 된 2차원의 좌표 상에

서 치 축의 총범 는 0에서 1500으로 가정하 고 포인

트의 개수는 1000에서 2000으로 가정하 다. 그리고 실

험 데이터의 객 성을 하여 한계 조건내의 각 데이터

를 임의 생성하여 실험에 용하 다. 

첫 번째 실험에서 규칙 인 시간의 간격에 따라 변

화는 이동 객체의 치 정보를 1000개에서 2000개까지 

200개 단 로 생성하 다. 생성 과정에서 치 변화의 

정도는 각각 15, 30, 45로 한계를 설정하고, 평균 범  

질의의 크기를 30으로 고정하고 치 포인트의 장 공

간을 700개로 한정하여 각 분할 방법을 통해 어드는  

MBR집합의 EMBR 총면 (Sum of EMBR)을 계산하여 

비교하 다. 

그림 6-8은 이동 객체의 치 변화 정도를 다양하게 

하며 실험한 각 궤  분할의 결과이다. 성능 비교 결과를 

보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한정된 장 공간상의 개선

된 분할 방법을 통해 만들어지는 MBR집합의 EMBR 총

면 이 합병 분할 방법을 통해 만들어지는 MBR집합의 

EMBR 총면 보다 더 효율 으로 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치변화 정도 15이내, 측정시간 구간 35) 
그림 6. 치정보에 한 측정시간이 규칙 인 경우
(location change within 15, measurement time 

interval 35) 
Fig 6. The regular case of measurement time of 

loc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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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변화 정도 30이내, 측정시간 구간 35)
그림 7. 치정보에 한 측정시간이 규칙 인 경우
(location change within 30, measurement time interval 35) 
Fig 7. The regular case of measurement time of 

location information 

( 치변화 정도 45이내, 측정시간 구간 35)
그림 8. 치정보에 한 측정시간이 규칙 인 경우 
(location change within 45, measurement time interval 35) 
Fig 8. The regular case of measurement time of 

location information

두 번째 실험에서는 시간 구간을 10에서 35 사이에서 

변화를 주어가며 불규칙 으로 이동 객체의 치 정보

를 생성하여 실험에 용하 다. 그 외의 조건은 첫 번째 

실험과 같은 조건을 주었다.

그림 9-11는 두 번째 실험을 통한 각 궤  분할 방법

의 성능 비교 결과이다. 첫 번째 실험과 마찬가지로 제

한하는 궤  분할 방법을 통해 만들어지는 MBR집합

의 EMBR의 총면 이 합병 분할 방법의 MBR집합의 

EMBR의 총면 보다 더 효율 으로 어듦을 알 수 

있다.

( 치변화 정도 15이내, 측정시간 구간 10-35)
그림 9. 치정보에 한 측정시간이 불규칙 인 경우
(location change within 15, measurement time 

interval 10-35) 
Fig 9. The irregular case of measurement time of 

location information

( 치변화 정도 30이내, 측정시간 구간 10-35)
그림 10. 치정보에 한 측정시간이 불규칙 인 경우
(location change within 30, measurement time 

interval 10-35) 
Fig 10. The irregular case of measurement time of 

loc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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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변화 정도 45이내, 측정시간 구간 10-35)
그림 11. 치정보에 한 측정시간이 불규칙 인 경우
(location change within 45, measurement time i

nterval 10-35) 
Fig 11. The irregular case of measurement time of 

location information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동 객체의 궤  정보가 장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궤  정보를 효율 으로 이

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궤  분할 알고리

즘은 평균 인 질의의 크기를 이용한 EMBR 면 을 우

선 고려하여 궤 의 한 분할 치를 찾는다. 성능 비

교 결과 제안하는 궤  분할 방법이 기존의 병합 분할 방

법보다 EMBR 면 을 여 으로서  더 효율 으로 궤

을 분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를 보면 제안하

는 궤  분할 방법을 이용하여 이동 객체의 궤 에 한 

색인을 구성해 둔다면 장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

에서 더 효율 으로 색인을 사용할 수 있고 질의 수행 과

정에서 불필요한 탐색 공간을 임으로서 처리하는 데

이터의 양을 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논문 과제는 더욱 다양한 궤 들에 하여 색인 

구성 과정에서 제한된 장 공간상에서 분할 개수를 한

계를 두어 이동 객체 궤 을 정보를 효율 으로 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에 한 실험을 수행할 정이

다. 더 나아가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의 궤 의 길이가 긴 

궤 을 효율 으로 분할하는 알고리즘에 한 연구을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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