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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 데이터 응용을 위한 제약 데이터 모델링*

정 훈 조**ㆍ우 성 구***

Constraint Data Modeling for Spatiotemporal Data Application

Jung, Hun JoㆍWoo, Sung Koo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constraint data modeling based on constraint data presentation

techniques to perform complex spatial database operation naturally.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limitation of extendibility of dimension and non-equal framework via relevant research

for former schema of spatial database and query processing.

Therefore we described generalized tuple of spatial data and the definition of suggested

constraint data modeling. Also we selected MLPQ/PReSTO tool among constraint database

prototype and compare standard functionality of ARC/VIEW. Then we design scenario for

spatial operation using MLPQ/PReSTO and we suggested application effect after query

processing. Based on above explanation, we were able to identify that we can process spatial

data naturally and effectively using simple constraint routine on same framework via

constraint data modeling.

Key Words : Constraint Databases, Constraint Spatiotemporal Data, Constraint Data Model, Constraint 
Query Language, GIS Application

Ⅰ. 서 론
1)

최근 몇 년 동안 공간 데이터베이스는 지리 정보 시스

템(GIS), VLSI 디자인, 기기나 빌딩설계의 기하 모델링을

위한 CAD와 같은 다양한 응용 환경에 관심을 두는 분야

로 발전했으며, 이런 상이한 환경에서 적당한 공간 데이

터를 표현할 수 있는 모델과 관련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대부분 제안된 공간 데이터 모델은 충분히 일반적이

　*이 논문은 2010년도 한서대학교 교비 학술연구 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서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과 정교수

*** 한서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과 겸임조교수(교신저자)

지 못하고 고정된 차원의 공간 영역의 표현만이 허용되

었다. 그러나 제약 데이터베이스(Constraint Database,

CDB)1)는 공간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일반적인 프레임 워

크로 제안되었으며[1], 이것은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검색

하는데 있어서 논리적 제약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데이

터 레벨에서 논리적 제약식을 사용함으로 관계 투플의

무한집합을 유한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

다[2].

1) CDB는 1990년 Kanellakis, Kuper, Revesz가 쓴 논문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DATALOG와 CLP(constraint logic

progrmming)의 두 영역을 결합함에 그 동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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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두 개의 직사각형

예를 들면, 제약식 2000≤t≤2020은 2000년부터 2020

년 사이의 구간을 표현하며, 제약식 0≤X≤3 ∧ 0≤Y≤3

은 모서리 (0, 0), (0, 3), (3, 3), (3, 0)의 사각형을, 그리고

제약식 X
2
+Y

2
≤9 ∧ X≥0은 중심점(0, 0)과 반지름 3으로

된 양의 반원을 나타낸다. 즉, 무한집합의 점을 유한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약 표현은 데이터 모델링에 있어서 이질적인

데이터를 표현함에 있어서 데이터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접근의 예는 공간 및 시간데이터의

복합적인 정보의 표현이나 지명이나 설명이 필요한 비공

간 속성정보의 결합 혹은 점, 선, 면의 다른 차원으로 구

성된 공간객체의 형태를 용이하게 표현할 수 있다.

제약 질의 언어는 수학적 계산식을 허용함으로서 표

현방법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관계대수는 제약 릴레이션

을 다루는데 확장되어졌고, 그 새로운 대수를 일반화된

관계대수(Generalized Relational Algebra, GRA)라고 칭

한다[3].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공간 데이터베이스의 대표적

응용 분야인 GIS 시스템을 위주로 전개되었으며, 제약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그 정의와 공간데이터의 일반화된

투플 표현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약 질의 언어를 사용하

여 질의처리의 예를 표현해 본다.

우리는 제약 데이터 모델링 프로토타입 중에서 순수

한 제약 데이터 모델인 MLPQ 도구를 선택하여

ARC/VIEW와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비교해 보

고, 그 도구를 이용하여 공간연산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

약 데이터로 입력하여 질의처리 하고 응용효과를 제시한

다. 공간데이터를 제약 데이터 모델링을 통하여 동일 프

레임워크를 사용함에 따라 처리의 효율성과 공간 연산을

간결하고도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 2장에서는 제약 공간 데이터의 표현, 제약 공간 데이

터모델 및 제약 시공간 데이터 모델을 고찰한다. 3장에

서는 현재 연구되고 있는 제약 데이터 표현 도구에 대해

서 살펴보고, 이 논문에서 사용한 MLPQ 도구에 대해서

고찰한다. 4장은 이들 제약 데이터 표현의 응용을 제시

하고, 그 제약데이터 모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5장

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다.

Ⅱ. 제약 공간 및 시공간 데이터 모델
2.1 제약 공간 데이터의 표현
기존의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공간데이터를 표현함

에 있어서는 무한 릴레이션을 다루는 능력이 원만하지

못하기 떄문에 그러한 무한 릴레이션을 다루기에 적합한

것이 제약 공간 데이터의 표현이다. 그 결과 기존 공간

데이터의 표현을 순수한 관계 언어를 이용하여 공간 질

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통일된 프레임워

크에 임의 차원의 데이터를 표현하고 다루는 능력이 가

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그림 1>과 같이 두 개의 직사각형의 도형

이 일부 겹쳐져 있다고 가정할 때, 전형적인 질의는 “도

형 속에 점 (x, y)가 존재하는가?”를 관계해석 질의로서

표현하면,

Q1 ≡ ∃n∃a∃b∃c∃d (R(n, a, b, c, d) ∧ a<x<c ∧

b<y<d)로 표현할 수 있다.

또 다른 질의의 예는 “내부가 꽉 찬 사각형의 교차 연

산을 하여서 그 구분되는 사각형의 모든 쌍(n, n')을 출

력하라”는 질의를 했을 때, 해석질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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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두 직사각형 릴레이션 표현 (유한 VS. 무한)
n x, y의 무한표현 제약식에 의한 유한표현x y

n1

x

x'

...

y

y'

...

x>=a1 ∧ x<=c1

∧ y>=b1 ∧ y<=d1

n2

x1

x1'

...

y1

y1'

...

x>=a2 ∧ x<=c2

∧ y>=b2 ∧ y<=d2

<그림 2> 임의의 공간 도형

Q2≡{(n, n')∃a∃b∃c∃d∃a'∃b'∃c'∃d'(n 〓／ n'

∧ R(n, a, b, c, d) ∧ R(n', a', b', c', d')

∧ intersects(a, b, c, d, a', b', c', d')}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4-6].

여기서 intersects(a, b, c, d, a', b', c', d')는 n과 n'의

교차된 사각형에 해당되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데 이 교차(intersect)되는 프레디키트(predicate)를 다음

같이 ∃x∃y(a<x<c ∧ b<y<c ∧ a'<x<c' ∧ b'<y<d') 로

표현하면, 이 식은 작동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관계데이

터베이스 모델의 정량자의 값 x, y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이다. 그래서 한 사각형 모서리가 다른 사각형 내에 있다

는 필요충분조건이 되도록 두 사각형의 교차 연산을 다

음과 같이 표기해야만 그 해가 가능하다.

(a<a'<c ∧ b<d'<d) ∨ (a<a'<c ∧ b<b'<d)

∨ (a<c'<c ∧ b<b'<d) ∨ (a<c'<c ∧ b<d'<d)

∨ (a'<a<c' ∧ b'<d<d') ∨ (a'<a<c' ∧ b'<b<d')

∨ (a'<a<c' ∧ b'<b<d') ∨ (a'<c<c' ∧ b'<d<d')

질의 언어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좀 더 복잡한 지리객체를 고려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는 사각형내의 모든 점의 좌표를 포함하는 개

념이다. 즉 R(n, x, y)의 릴레이션으로 <표 1>의 좌측 x,

y의 무한 표현으로 구성한다면, 앞에서의 Q1과 Q2의 표

현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4-6].

Q1≡ R(x, y)

Q2≡{(n1, n2)|n1〓／n2∧∃x∃y(R(n1, x, y)∧R(n2, x, y))}

만약 공간상의 무한한 점들을 다룰 수 있는 모델을 갖

는다면, 간단하게 공간 데이터의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며,

무한 점 좌표에 대한 유한한 표현을 할 수 있다.

제약 데이터(constraint data)는 데이터의 처리방식이나

표현방식에 제한을 가하는 조건으로 그 표현방식은 주로

일차술어논리(first order logic, FOL)이며, 식은

DNF(Disjunctive Normal Form, 선언표준형)로 표기한다.

<그림 2>의 하나의 선, 두 개의 삼각형, 그리고 직사

각형의 도형을 제약 데이터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6]

Line(1, x, y) :- x >= 4 ∧ x <= 6 ∧ x - y = 1

Line(1, x, y) :- x >= 6 ∧ x <= 8 ∧ 3x + 2y = 28

Line(1, x, y) :- x >= 8 ∧ x <= 10 ∧ 3x - 2y = 20

Triangle(2, x, y) :- x - y >= 0 ∧ y >= 1

∧ x + 3y <= 16 ∧ 3x - 2y <= 15

Triangle(2, x, y) :- x <= 9 ∧ y >= 1

∧ 3x - 2y >= 15

rectangle(3, x, y) :- y >= 4 ∧ y <= 7

∧ x >= 6 ∧ x <=10

2.2 제약 공간 데이터 모델
<그림 3>은 기존의 관계 데이터베이스(RDB) 계층구

조와 제약 데이터베이스(CDB)의 계층구조 간에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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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B to CDB: from two 

<그림 3> RDB와 CDB간의 계층 구조[7]

제약DB(D) 제약릴레이션(R)

관계DB(d) 릴레이션(r)

σ σ

질의 Q

질의 q

<그림 4> σ(Q(D)) = q(σ(D))의 관계

<표 2> 내포된 점집합을 가진 Land_Use 릴레이션의 예
region_na

me
land_use_ 

type geometry

R1 forest
{(1, 1), (1, 1.0001), (1, 1.0002),... (3, 2),

(3, 2.0001),... (4, 4)... }

R2 grass
{(12, 3), (12, 3.0001), (12, 3.0002),...

(15, 6),... (15, 6.0006),... }

나타낸 것이다. RDB에서는 논리계층과 물리계층으로 분

류되지만, CDB의 경우는 3개의 계층, 즉 추상적 논리계

층, 구체적 논리계층2), 물리계층으로 분류된다[8].

RDB의 논리계층은 데이터베이스의 필수 특성인 독립

성을 가지고 구현할 수 있으며, 유한한 점집합의 의미를

지닌 테이블 기반의 표현이라고 본다. 최종사용자에게

단순한 구조와 질의 언어를 제안한다. 데이터 저장장치

와 관련된 물리계층 역시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DB나 CDB 공히 데이터를 접근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메커니즘이다. 그 물리계층은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고 물리적으로 질의처리 작업이 실행되는 곳이다.

CDB의 추상적 논리계층은 유한하거나 무한성이 있는

추상 릴레이션이며, 사용자는 릴레이션의 크기에 대한 한

계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를 투

플들(points)이 저장된 테이블들의 집합처럼 볼 수 있다.

그리고 CDB의 구체적 논리계층은 무한 릴레이션을 유한

하게 표현하도록 지원한다. 이 계층에서는 더 이상 사용

자와는 무관한 계층이다. 즉, 그것은 데이터를 표현하고

다루는 기술적인 의미를 제공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이다.

일반화된 데이터베이스모델에서의 질의는 일반화된

2) 추상적 논리계층, 구체적 논리계층을 각각 추상적 수준

(Abstract level)과 상징적 수준(Symbolic level)[8]로 분류하기

도 한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동일 형태의 제약을 사용한 일반화

된 데이터베이스로의 기능이 있다. 제약데이터베이스의

닫힌 형태(closed-form)는 기존 관계데이터베이스에서의

개념과 같이 릴레이션을 이용한 질의의 출력물도 역시

릴레이션이란 것이다.

<그림 4>는 제약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일반 관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같이 닫힌 형태(closed-form)가

되며, 또한 제약모델 역시 관계모델과 같이 계층을 두어

서 각 단계는 독립성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지리적 개체를 간략하게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내포된

(nested) 비정규화 형태의 릴레이션 구조가 필요로 한다.

지리적 개체는 점의 집합으로 대응되기에 해당 개체를

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 관계 모델에서의

속성 값은 집합이 아닌 원자 값이기에 한 점은 한 투플

과 동등하게 대응되므로 릴레이션에 나타내기는 매우 어

려운 현실이다.

<표 2>는 점집합이 내포된 형태의 릴레이션의 예를

표현해 본 것이다. <표 2>의 geometry 좌표에 나타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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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점집합을 가진 Land_Use의 제약 릴레이션 표현
region_na

me
land_use_ 

type geometry

R1 forest
{x≤1 ⋀ x≥-1 ⋀ y≤1

⋀ y≥-1}

R2 grass {x≥1 ⋀ y≥-1 ⋀ x+y-2≤0 }

<그림 5> 산호세에 주거지역 검색 질의 내용

집합들을 제약식에 의해서 <표 3>과 같이 제약식으로 표

현하였다. 이것은 개념적으로 표현하면, 무한한 점집합들

을 제약식에 의해서 유한하게 표현된 것이다.

<표 3>의 스키마를 데이터 정의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Create Table Land_Use

(region_name varchar(30),

land_use_type varchar(30),

geometry R(x, y),

Primary key (region_name))

제약 데이터에 대한 질의 처리 예는 다음과 같다,

<질의 1> 산호세 지역(San Jose County)의 모든 주거

지역 검색하라.

Select p1

From c in County, l in Land_Use,

p1 in c. geometry, p2 in l. geometry

where county_name = 'San Jose'

and land_use_type = 'living area'

and p1. x = p2. x and p1. y = p2. y

이 질의의 결과는 County와 Land_Use의 지리객체 사

이의 공통되는 모든 점을 의미하며 Select 절에는 내포된

릴레이션 상의 범위를 갖는 변수 중 하나인 p1을 단순하

게 기술했으며, <그림 5>는 그 질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본 것이다.

<질의 2> 화면상에 주어진 사각형 안에 있는 해당 지

역 부분을 검색하라

Select {p}

From c in County, p in c. geometry

Where p. x = @rect. x and p. y = @rect. y

이 질의문은 SQL 첫 번째 행 {p}는 중첩(overlay)된

기하좌표를 표현하기 위하여 내포된 점집합(nested

point set)들을 나타낸 것이다.

<질의 3> 화면상에 지시한 점 지역에 대해 기술하라

Select section_name, number_lanes

From s in Section, p in s. geometry

Where p. x = @point. x and p. y = @point. y

이 질의문은 지시한 점 좌표를 Section 릴레이션에서

도출하여 결과를 나타내는 질의문이다.

2.3 제약 시공간 데이터 모델
시공간 데이터 모델에서의 기존 자료표현 방법은 매

우 복잡하다. 그러나 제약 모델로 표현하면 아주 간단하

게 표현할 수 있다[9].

<그림 6>은 점, 선, 면이 연도에 따라 변화되는 상태

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을 x, y의 공간 좌표와 t 라는 시

간 변수를 이용하여 제약 투플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Object(P1, x, y, t) : - x=10, y=4, 1990≤t, t≤1996.

Object(L1, x, y, t) : - 5≤x, x≤9, y=-x+15, 2005≤t,

t≤2006.

Object(L1, x, y, t) : - x=9, 3≤y, y≤6, 2005≤t,

t≤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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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공간 객체의 예

Object(T1, x, y, t) : - 2≤x, x≤6, y=-x+9, 3≤y, y≤7,

1985≤t, t≤2000.

Object(R1, x, y, t) : - 1≤x, x≤11.5, 2≤y, y≤11,

2004≤t, t≤2006.

Object(P2, x, y, t) : - 3≤x, 5≤y, x≤y+1, y≤x+5,

y≤-x+13, 2001≤t, t≤2006.

위의 객체 중에 P2라는 다각형 객체의 제약식

Object(P2, x, y, t) :- 3≤x, 5≤y, x≤y+1, y≤x+5, y≤

-x+13, 2001≤t, t≤2006. 에 대한 내역은 각 변의 제약식

이 그림 3.14과 같이 구성되었으며, 2001년부터 2006년까

지의 형태이다.

Ⅲ. 제약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3.1 제약 데이터 표현 도구
제약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연구 개발

된 프로토타입은 선형제약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가장

최초로 구현한 DEDALE이 있다. GIS와 시공간 데이터베

이스의 다양한 영역을 다루도록 시도되었고, O2 데이터

베이스 관리시스템 상에서 구현되었다. 그리고 DISCO

(Datalog with Integer Set COnstraints)는 DATALOG

(Database Logic Program)로 구현했으며, 정량자 제거

기술을 이 시스템에서 사용했다. 또한 기존 SQL에 시간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여 확장한 SQL/TP가 있으며, 상

업용 DBMS로 제안되었으나 복잡하고 분명치 못한 구문

등의 이유로, 그 제안은 실패되었다[4]. 또한

DOAS(Drought Online Analysis System)는 시공간 데이

터베이스의 표현과, SQL 및 순환연산이 가능한 시스템

이다[10]. 순수한 제약데이터베이스 모델에는 대수질의를

응용한 CDB/CQA와 논리 프로그래밍을 위주로 한

MLPQ/PReSTO가 있다[4].

특히 제약 순수모델인 MLPQ/PReSTO(Management

of Linear Programming Queries and Parametric

Rectangles Spatio-Temporal Objects) 시스템은 미국

Nebraska-Lincoln 대학에서 개발되었으며, 제약데이터베

이스로서 GIS 및 웹 응용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토록 한

시스템이다[11].

기존 지리정보시스템의 도구에는 중에는 ESRI사에서

보급한 ARC/VIEW시스템이 비교적 널리 보급되어서 사

용되어 왔었다. 시뮬레이션으로 개발된 MLPQ/PReSTO

도구가 공간정보 기본 조작기능과 함께 공간검색 및 측

정기능과 공간 분석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MLPQ/

PReSTO 도구는 시공간데이터 및 동적객체와 관련하여

애니메이션 관련 기능, 회귀분석 관련 기능을 가진 GUI

버튼을 가지고 있는 도구이다.

3.2 MLPQ/PReSTO 도구
제약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MLPQ/PReSTO 도구는

공간 정보 기본 조작기능이 갖추고 있으며, 기존 상용 시

스템인 ARC/VIEW의 기본기능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시공간 데이터 및 동적객체와 관련하여 애니메이션 관련

기능, 회귀분석 관련 기능을 가진 GUI버튼들이 있다.



시공간 데이터 응용을 위한 제약 데이터 모델링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51

<그림 7> MLPQ/PReSTO 도구메뉴 좌측부분

<그림 8> MLPQ/PReSTO 도구메뉴 우측부분

Buffer

현 위

치

인 근

공원

대전IC

<그림 9> 공간질의의 연산결과

<그림 7>과 <그림 8>은 MLPQ/PReSTO 도구의 메뉴

를 상세하게 표시한 것이다.

Ⅳ. 제약 데이터의 응용 및 효과 분석
4.1 제약 데이터베이스의 응용

<그림 9>는 MLPQ/PReSTO 도구를 이용하여 제약

데이터베이스 응용을 한 것이다. 가상의 관광지도는 3개

의 매트릭스로 구성된 고속도로(폴리라인)와 서울(21),

수원(22), 대전(23), 영동(24), 대구(25), 경주(26), 부산(27)

등 7개의 인터체인지인 점좌표를 표시했다. 도시에 있는

괄호 속의 번호는 id를 지칭하며, 지도에서 시각적으로

쉽게 인식하도록 짧은 라인으로 표시했다. 지도상에는 8

곳에 분포된 국공립공원인 폴리곤을 각각 31~38번 id로

표시하였다.

가상의 시나리오와 질의를 해 보자. 고속도로 상의 승

용차는 지금 부산을 향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대전을 떠

난 현재의 위치를 GPS (Global Point System)로 받은 결

과 x = 105.58, y = 222.09 지점이란 것을 인식했다. 이제

가까운 인터체인지가 있으면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인근

30km주위에 있는 국공립 공원이 있는가를 검색하려고

한다. 가장 가까운 IC에 대한 질의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

다.

Nearest_IC(id, MIN(x), y):- x - x0 >= 0,

Current_Pos(id2, x0, y0), IC(id, x, y).

그 결과는 Nearest_IC(id, MIN601, y) :- id = 24, x =

151.10, y=212.99. 이며, 그것은 24번 영동인터체인지가 가

장 가까운 인터체인지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 지점에서 인근 30km Buffer연산 결과는 점으로부

터 30km의 8각형의 폴리곤이 만들어진다. 형성된 버퍼

폴리곤 Buf_Nearest_IC와 공원 Park 개체와의 동일지점

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질의문은 다음과 같다.

Nearest_Park(id, x, y) :- Park(id, x, y),

Buf_Nearest_IC(id1, x, y).

질의결과는 id = 36, x >= 152.61, x <= 158.76, y >=

238.76, y <= 243.68 폴리곤의 인근공원을 찾았다.

질의결과의 내부적인 제약식은 <표 4>와 같다. 즉 인

근공원 Nearest_Park(id, x, y)는 8각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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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가상의 조류독감 시공간 데이터

<표 4> 인근공원에 대한 제약식
Nearest_Park(id, x, y) :- id = 36,

x >= 152.61, x <= 158.76,

y >= 238.76, y <= 243.68,

x + 0.41y <= 269.32, x + 2.41y <= 737.73,

-x + 2.41y <= 435.53, -x + 0.41y <= -32.88,

-x - 0.41y <= -209.32, -x - 2.41y <= -592.88,

x - 2.41y <= -290.68, x - 0.41y <= 92.88.

Buf_Nearest_IC와 Park의 교집합(intersection)연산을 지

칭한 것이므로 2개의 제약식의 합집합으로 표현된 것임

을 알 수 있다[12].

시공간 데이터의 응용의 다른 예를 살펴보자. 가상의

조류독감이 서울과 인천지역에 확산된다고 가정할 때 공

간정보와 시간정보를 다음과 같이 MLPQ에 적용했을때

종래의 시공간 데이터 조작보다는 훨씬 간결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조류독감(avian influenza)의 확산지역 관찰 */

begin %Influenza%

Seoul(i, x, y):- i=1,

-35 x -126 y >= -62370,

-195 x +26 y >= -49010,

+5 x +10 y >= 3550,

+127 x +106 y >= 57610,

+98 x -16 y >= 10520.

Inchun(i, x, y):- i=2,

-15 x -72 y >= -34110,

-35 x +8 y >= -10070,

-115 x +86 y >= -11590,

+165 x -22 y >= 41470.

Avian(i, x, y, t):- i=0,

-85 x <= -28900,

-15 x -18 y -13t <= -10770,

+100 x +18 y <= 41200,

t >= 0,

t <= 20.

Avian(i, x, y, t):- i=0,

-85 x <= -28900,

-15 x -18 y +19t <= -10130,

+100 x +18 y <= 41200,

t >= 21,

t <= 40.

Avian(i, x, y, t):- i=0,

-85 x <= -28900,

-15 x -18 y -48t <= -12810,

+100 x +18 y <= 41200,

t >= 41,

t <= 60.

end %Influenza%

MPLPQ프로그램에서 Avian(i, x, y, t)의 매개변수 t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양을 보여주며, <그

림 10>은 임의 t시점에 MLPQ에 적용한 시공간 데이터

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MLPQ 프로그램을 연구되고

있는 XML 스타일시트[13]에 응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4.2 제약 데이터베이스 응용 효과 분석
공간 데이터 구축에 있어서 기존 ARC/INFO에서는

커버리지(coverage)라는 구분된 디렉터리 작업영역에 파

일형태로 표현되었으며, ARC/VIEW에서는 shape유형에

따라 정해진 지리유형의 점, 선, 면 공간자료가 구축될

수 있다. 그러나 제약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점, 선,

면에 상관없이 동일 프레임워크에 제약식의 표현으로 간

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공간연산도 아주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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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MLPQ/PReSTO의 공간연산 응용 효과
구    분 ARC/VIEW MLPQ/PReSTO

- 점: 7개의 인터체인지

* 현재위치: input

* 연산결과: 인접 IC

* 연산결과: 인접 공원

- 선: 고속도로(3개 변곡점)

- 면: 8개의 공원

- 공간데이터 지리유형(shape)에 따라 point,

polyline, polygon으로 각각 구성됨

- 속성은 별도의 파일로 구성하여 식별자로 연계시

킴

- 각 하나의 프레임워크에 각 객체별 제약식으로

구성된 투플로 구성됨 (총 18-row, 각 3-arity)

- 제약식 투플내에 속성 표시 가능함

- 현점에서 최근거리 IC검색

- 해당 IC에서 버퍼 생성

- 버퍼에 포함한 공원검색

- view의 팔레트를 이용하여 근접한 요소를 찾음

- Theme메뉴에서 버퍼생성 대화상자를 통한 3단계

작업

- 교집합을 이용하여 중첩된 요소를 추출함 (내부 복

잡한 공간 알고리즘)

- Min함수를 응용한 논리식

- 버퍼 연산자가 제약식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

음

- 공원과 교집합 결과를 논리연산으로 추출하여

결과를 제공함 (간단한 논리식으로 연산)

처리할 수 있다.

<표 5>는 공간 데이터의 응용에 있어서 MLPQ/

PReSTO와 ARC/VIEW 도구 사이에 객체구성 및 공간연

산 조작과 관련하여 개괄적으로 상호 비교하였다. 제약

데이터 모델은 간단한 제약 논리식으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으나, 기존 ARC/VIEW에서는 공간 연산을 위한

내부적인 복잡한 알고리즘들을 거쳐서 수행한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었다.

제약데이터 모델은 현재까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완전한 상용제품은 출시되지 않았지만, 그 이론이 제안

된 이후 그간 꾸준히 연구되고 이론적인 체계가 정립되

어 왔다. 제약 데이터 모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 기대

효과가 있다고 본다.

첫째, 대량의 데이터를 간결하게 다룰 수 있다. 공간

객체가 무한의 점들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면, 공간검색

및 공간분석 연산도 한결 용이해 질 것이다. 무한 점집합

을 유한한 제약 표현으로 간결하게 데이터를 표현하고

조작할 수 있다. 비록 공간좌표를 단순하게 넣는 스파게

티 모델보다는 제약 모델이 제약식의 연산자들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자료공간을 차지하지만, 공간연산을 처리

하는 시간은 스파게티 모델보다 제약 데이터 모델이 훨

씬 빠르다.

둘째, 확장성이 용이하다. 공간데이터에 시간개념을

추가할 경우에 기존 시스템은 새로운 구조를 추가해야

하지만, 제약데이터 모델은 고차원 자료처리의 확장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점차 u-GIS3) 공간정보기술 환경으로 발전함에 따라

지리정보에 실시간 이력정보 및 실시간 이동물체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단순 2차원에서 3차원, 4차

원으로 쉽게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제약 데이터 모델은 기존 관계 데이터모델을 확

장하는 개념으로 응용할 수 있다. 제약 모델도 제약 릴레

이션의 연산 결과는 제약 릴레이션으로 닫혀있다. 추상

논리 계층을 두어서 기존 표준 SQL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복잡한 논리언어나 논리식을

인식하지 않고 고급언어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약식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매번 처리할 때

마다 수식을 토큰으로 분할하여 제약식으로 만든다는 것

은 대량일 경우에 그 처리시간이 문제가 될 것이다. 제약

데이터베이스 구성에서 제약식의 빠른 처리를 위한 방법

이 연구되어야 한다.

MLPQ/PReSTO를 사용하는 경우에 <표 6>과 같이

데이터를 준비하는 CPU 평균소요시간은 투플의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각 공간 연산시간

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역시 평균소요시간 못지않게

3) u-GIS(유비쿼터스-지리정보시스템) 공간정보 기술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양한 개인에 맞는 맞춤형 공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u-City, u-국토, u-전자정부 등

발전된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실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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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데이터 증가에 따른 처리시간
tuple cpu(sec) avg(msec)

48 0.047 0.9792

100 0.079 0.7900

200 0.141 0.7050

400 0.281 0.7025

800 0.578 0.7225

1600 1.109 0.6931

3200 2.219 0.6934

6400 4.454 0.6959

12800 9.265 0.7238

<그림 11> 데이터증가와 평균 처리시간 관계

많이 걸린다. 실험환경은 펜티엄-4, 3GHz PC 환경에서

테스트한 것이다.

<그림 11>은 데이터가 무한히 증가하여도 투플 단위

당 일정한 처리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준비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포맷된 제약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의와 상황에 따른 병행처리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Ⅴ. 결 론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공간 데이터에 대한 벡터표현

방법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및 질의처리에 관

한 사항을 고찰하고, 기존 공간 데이터 시스템의 한계점

을 도출했다. 제약 데이터 모델링은 그러한 한계점을 해

결할 수 있는 대안 시스템으로 등장한 것이다.

제약 데이터는 데이터의 처리방식이나 표현방식에 제

한을 가하는 조건으로 그 표현방식은 주로 일차술어논리

이며, 제약식은 DNF로 표기되었다.

제약데이터 모델은 기존의 공간데이터 모델에 비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간결하고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고 또

한 시스템의 확장성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졌다. 공간객체

가 무한한 점들로 구성되었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공

간검색 및 공간분석 연산도 한결 용이해 질 것이다. 무한

점집합을 유한한 제약 표현으로 데이터를 표현하고 조작

할 수 있다.

또한 공간데이터에 시간개념을 추가하거나 애니메이

션 혹은 동적객체를 고려할 경우에 기존의 시스템은 공

간데이터 구조에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추가해야 하겠지

만, 제약데이터 모델은 간단하게 확장시킬 수 있다.

제약 데이터 모델은 기존 공간 데이터에서 그 표현이

가능하고 순수한 관계 언어를 이용하여 공간 질의 표현

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하나의 강점은 통일된 프레임워

크에 임의 차원의 데이터를 표현하고 다루는 능력이 가

능하도록 했다. 제약 모델도 기존 관계모델과 같이 릴레

이션의 연산 결과는 릴레이션으로 닫혀있는 개념이며,

추상 논리 계층에서 기존 표준 SQL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복잡한 논리 언어 및 논리식을

인식하지 않고 고급언어로 표현이 가능하게 구성되었다.

다양한 제약 데이터 모델링 프로토타입 중에 순수한

제약 데이터 모델인 MLPQ/PReSTO 도구를 선택하여

ARC/VIEW와의 비교 결과 기본 기능은 갖추고 있었으

며, 그 도구를 이용하여 공간연산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

약 데이터로 입력하여 질의처리를 수행한 결과 기존 공

간 데이터 연산처리보다 간결하고 자연스럽게 처리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제약식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매번 처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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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수식을 토큰으로 분할하여 제약식으로 만든다는 것

은 대량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 그 처리시간이 문제가

될 것이다. 기 연구되고 있는 위치 추적 시스템[15]에서

와 같은 공간 데이터베이스의 신속한 처리의 적용이나

제약식의 빠른 처리를 위한 저장 및 최적화 방법은 향후

연구과제로 한다. 그리고 지리적인 변화상태 및 예상 경

로 추적과 같은 실세계의 시공간 데이터를 적용했을 때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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