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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도에서 특별한 지형지물에 이름이나 설명문에 해당하는 레이블을 붙이는 것을 지도 레이블링(map labeling)이
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직선상에 개의 점들이 주어지고 점들에 대한 직사각형의 레이블을 위치시키는 문제를 다

룬다. 특별히 레이블들의 높이는 모두 같고, 점들이 위치한 직선의 위쪽에 아래 변들이 모두 동일 선 위에 위치하도록 

놓는다. 그리고 점과 레이블을 꺾은선으로 연결하고 이것을 지시선이라 부른다. 지시선은 수직선만으로 구성된 직

선 지시선과 수직선, 수평선, 수직선으로 구성된 꺾인 지시선으로 나뉜다. 문제는 꺾인 지시선의 수를 최소화하도록 

레이블을 위치시키는 것이고, 우리는 log 시간 알고리즘을 제안함으로서 [13]에서 제안한 시간 알고

리즘을 개선한다. 

ABSTRACT 

In a map, placing the labels, corresponding to names or explanations of specific features, is called map labeling. In this 
paper,  points on a line are given, and placing rectangular labels for the points is considered. Particularly, the labels 
have a same height and their lower sides lie on a straight line in the upper of the line on which the given points are. 
The points and the labels are connected by polygonal lines, which are called leader lines. The leader lines are classified 
into straight leader lines and bended leader lines, where the straight leader line consists of only the vertical line and the 
bended leader line consists of vertical, horizontal, vertical lines. The problem is placing the labels to minimize the number 
of bended leader lines, and we propose an log -time algorithm, which improves the  -time algorithm 
previously provided in [13]. 

키워드 : 지도 레이블링, 레이블, 꺾은선, 지시선, 꺾인 지시선

Key word : map labeling, label, polygonal line, leader line, bended leader line

Received 10 July 2020, Revised 23 July 2020, Accepted 3 August 2020
* Corresponding Author Jae-Hoon Kim(E-mail: jhoon@bufs.ac.kr, Tel:+82-51-509-6226)
Professor, Division of Computer Softwar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usan, 46234 Korea

Open Access  http://doi.org/10.6109/jkiice.2020.24.10.1355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4, No. 10: 1355-1360, Oct. 2020

1356

Ⅰ. 서  론

지도나 도표 안에서 이름이나 설명문을 붙이는 작업

은 이러한 것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작

업이다. 여기서 이름이나 설명문을 레이블(label)이라고 

부르고, 지도나 도표 안에서 레이블의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를 레이블 놓기(label placement) 또는 레이블링

(labeling)이라고 한다. 레이블 놓기 문제는 여러 공학 분

야의 정보 시각화(information visualization) 응용문제

에서 나타난다. 특별히, 다이어그램(diagram)이나 지도

(map) 그리기(drawing)에서 다각형, 선분, 점들로 표현

된 지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레이블이 사

용된다. 
레이블 놓기 문제를 다룬 초기 논문들 중 하나인 [1]

에서 저자는 지도의 질을 측정하는 기준들을 소개했다. 
이전에 지도 제작자들은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지도

에서 레이블이 잘 놓여 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한다. 
[2]에서 저자는 레이블링 과정의 자동화를 최초로 시도

하였다. 이후로 레이블링 문제는 계산 기하학(computational 
geometry)이나 그래프 드로잉(graph drawing) 과 같은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는 주제이다[3-9].
레이블링 문제는 나타내는 지형지물(feature)에 따라

서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도시

와 같이 작은 지역의 위치를 나타내는 점(point) 지형지

물의 레이블을 놓는 문제이다. 두 번째는 지도에서 강, 
도로, 철로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선(line) 지형지물의 

레이블링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산, 호수, 섬과 같

은 지역(area) 지형지물에 대한 레이블링이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종류의 지형지물의 레이블링은 지도의 스케

일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작은 스케일의 지도에서는 

섬들은 점 지형지물로 다루어 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룰 지도 레이블링(map labeling)은 점 

지형지물에 대한 레이블링이다. 지도안의 위치들을 평

면 상의 점들로 표현할 것이고, 사각형 안에 포함된 

개의 점들로 나타낸다. 특별히 본 논문에서는 점들이 같

은 수평선 상에 위치하는 경우를 다룰 것이다.
지도 레이블링에서 일반적으로 위치들에 대한 레이

블들은 서로 겹치지 않고, 가급적 자신의 위치에 가깝게 

놓여야 한다. 하지만 위치들이 서로 너무 밀집되어 있으

면, 레이블들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들의 레이블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면 

위치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경우를 다룰 것이다. 
위치들의 레이블은 모두 같은 높이를 가진 직사각형들

로 표현하고 위치들이 놓여 있는 직선의 위쪽에 아랫변

이 모두 같은 수평선 위에 있도록 놓는다고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지도상의 위치들을 점으로 표현하고 

개의 점들 는 직선 위에 놓여있다. 각 점 는 레이블 

를 가지고, 레이블 는 너비 와 동일한 높이 1인 위, 

아래 변이 직선 과 평행한 직각 사각형이다. 레이블들

은 서로 겹치지 않도록 놓여야 하고 아래 변이 모두 직

선 의 위쪽으로 일정한 수직 거리 가 되도록 놓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직선 의 위쪽으로 수직 거리 인 

직선 ′에 모든 레이블들의 아래 변이 놓여 있어야 한다

(그림 1). 

Fig. 1 Map labeling

각 레이블 은 점 에 꺾은선(polygonal line)으로 연

결되어야 한다. 이 꺾은선을 지시선(leader line)이라고 

한다. 지시선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수직선

만으로 구성된 직선 지시선(straight leader line) 이고 두 

번째는 수직선, 수평선, 수직선으로 구성된 꺾인 지시선

(bended leader line)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시선이 단지 

이 두 종류뿐이라고 가정한다. 물론, 지시선들은 서로 

교차하지 않아야 한다. 위 그림 1의 레이블링에서 직선 

지시선 1개와 꺾인 지시선 2개가 사용되었다. 
본 논문에서 레이블 놓기 문제의 최적화 목적 함수는 

꺾인 지시선의 개수이다. 우리는 꺾인 지시선들의 개수

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레이블을 놓는 위치를 결정할 것

이다. 아래 그림 2에서 위 그림 1의 점들에 대해서 꺾인 

지시선의 개수를 최소화한 레이블링을 보여준다. 

Fig. 2 Minimizing the number of bended leader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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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연구

[10]에서는 점에 대한 사각형 레이블을 레이블의 2개
또는 4개 모서리에 점이 위치하도록 놓는 문제를 다루

었다. 각각 2-position 또는 4-position 이라고 부른다(그
림 3). 2-position 문제에 대해서 저자들은 2-SAT문제로

의 변형을 이용해서 log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들은 4-position에 대해서는 결정문제가 

NP-complete 임을 증명한다. 따라서 4-position 문제에 

대해서 저자들은 모든 레이블이 같은 크기일 때, 최적에 

적어도 반 크기의 레이블을 보장하는 log알고리

즘을 제안한다. 

Fig. 3 Fixed-position models

[11]에서는 점들에 대해 놓을 수 있는 레이블의 수를 

최대화하는 문제를 다룬다. 저자들은 log에 동

작하는 log의 근사비를 갖는 근사 알고리즘

(approximation algorithm)을 제안한다. 특별히, 모든 레

이블의 높이가 동일할 때, 저자들은 근사비 1/2의 근사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또한 이런 결과들을 확장해서, 임
의의 정수 ≥ 에 대해서, 근사비 인 

log    시간 근사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12]에서는 점이 그것의 레이블의 테두리에 닿으면 

충분한 경우에 아래 그림 4와 같은 3가지 모델을 다룬

다. 저자들은 1-slider 모델의 경우 레이블 놓기의 결정

문제가 NP-complete 임을 증명한다.

Fig. 4 Slider models

본 논문에서처럼 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상대적

으로 큰 레이블들을 놓기 위해서 레이블을 점들과 떨어

져 놓는 대신에 지시선으로 연결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

들이 있었다[13, 14].

[13]에서 저자들은 변형 가능한 레이블을 다룬다. 이 

레이블은 정해진 넓이를 가지면서 높이와 너비를 바꿀 

수 있는 레이블을 말한다. 저자들은 직사각형의 테두리

에 개의 점들이 존재할 때, 이 직사각형 안에 변형 가

능한 레이블을 놓는 문제에 대한   시간 결정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14]에서는 본 논문에서와 같이 사각형 안에 점들이 

존재하고 레이블들을 이 사각형 밖의 네 구역, 위쪽, 아
래쪽, 왼쪽, 오른쪽 구역에 레이블을 놓고 직선 지시선 

또는 꺾인 지시선으로 연결하는 문제를 다룬다. 특별히, 
우리 문제에서처럼 점들이 동일 직선 위에 있을 때, 꺾
인 지시선 개수를 최소화하는 문제를 다룬다.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시간 복잡도를 개선하는 새로운 알고리

즘을 제안할 것이다. 

Ⅲ. 문제의 변형

직선 위의 개의 점 는 각각 레이블 을 가지고, 

레이블 는 너비 에 동일한 높이를 가지고 있어서 편

의상 높이 1로 가정한다. 레이블들은 아랫변이 직선 

의 위쪽에 수직거리 의 직선 ′위에 있도록 놓여야 한

다. 또한 레이블 과 점 사이에는 직선 지시선 또는 꺾

인 지시선으로 연결한다. 꺾인 지시선은 점 로부터 수

직, 수평, 수직 선분으로 레이블과 연결한다. 

Fig. 5 Constraint for straight leader line

점 는 직선 상의 점의 위치를 나타내고,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레이블 를 놓을 위치를 라고 하면, 

는 레이블 의 왼쪽 변의 좌표이다. 레이블들은 서

로 겹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

립한다: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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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제에서 꺾인 지시선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은 

직선 지시선을 최대화하는 것과 같고, 이것은 다음 식을 

만족하는 의 개수를 최대화하는 것이다(그림 5):

  ≤  ≤  . (2)

문제를 변형하기 위해서 와 에 대해서 다음을 만

족하는 ′와 ′를 생각할 것이다:

′  
 



, ′  
 



. (3)

′와 ′에 대해서 위 식 (1)은 다음 식과 동치이다:

′≤ ′ ∀    . (4)

또한 위 식 (2)는 다음 식과 동치이다:

′ ≤ ′≤ ′ . (5)

우리 문제가 위 식 (1)과 (2)를 만족하는 들의 최대 

개수를 구하는 것이므로, 동치 식 (4)과 (5)에 대해서, 두 

식을 만족하는 ′들의 최대 개수를 구하는 문제로 변형

할 수 있다. 위 식 (5)를 만족하는 는 직선 지시선을 가

진 레이블을 나타낸다. 앞으로 변형된 문제의 ′과 ′
에 대해서 문제를 풀 것이다. 

Ⅳ. 알고리즘

본 장에서 우리는 문제에 대한 동적계획법(DP, 
dynamic programming) 알고리즘을 고안할 것이다. 동
적계획법 알고리즘에서 답을 찾기 위한 배열 의 값들

을 재귀식을 이용해서 구한다. 

′ ,     , 만을 레이블링 한다고 할 때, 배열 

의 값은 ′≤ 일 때, 꺾인 지시선의 최소 개수

로 정의한다. 그러면 ∀,   이고 우리의 답은 

∞임을 알 수 있다. 

정리 4. 1 위에서 정의된 배열 는 다음 식을 만족 한다:

   if ′ ≤  ≤ 

 
(6)

여기서, 는 ′   ,  ≥ ′를 

만족하는 최댓값 이다. 

증명. 배열 를 ′ ,     , 만을 레이블링 

할 때, ′  인 경우, 꺾인 지시선의 최소 개수로 정의

한다. 그러면 배열 는 다음과 같이 로부터 구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min ≤ . (7)

′가 위 식 (5)를 만족하면 는 직선 지시선을 가지

고 이외의 경우는 꺾인 지시선을 가지므로 다음 식을 얻

을 수 있다:

   if ′ ≤  ≤ ′
 

(8)

우선 우리는 임의의 에 대해서,   는 배

열 의 정의에 의해서 는 단조 감소 함수임에 주목

한다.

위 식 (7)에 의해서, 는 , ..., , 
의 최솟값이다. 그런데 ′ ≤  ≤ ′이면, 

  . 따라서 는 , 
..., ′, ′, ..., 

의 최솟값이다. 그런데 가 단조 감소하므로 

  . 

′≤  ≤ 이면, 는 , ..., 

′,..., ′ , ′, 

..., +1 의 최솟값인데, 가 단조 감소하므로 

최솟값은 ′ 이다. 따라서 는 

′   와 같다.

  또는   ′인 경우는, 가 단조 감소하

므로   .

함수 를   로 정의하면, 위 정리 

4.1에 의해서 는 로부터 구할 수 있다. 특별히, 

′ ≤  ≤ 이면, 는 와 일치하고, 

  ′ 또는   이면, 는 와 

같다. 이 식에 따라 로부터 순서대로 만들어 가면, 함

수 는 점들 ′, , ..., ′,  에서만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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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계단함수(step function)가 됨을 알 수 있다. 또
한 위 정리의 증명에서 언급한 것처럼 는 단조감소이

다 (그림 6). 

우리의 답은 ∞의 값이기 때문에, 계단함수 들

을 생성하고 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구조를 

활용할 것이다. 계단함수 는 점들   에서만 값

이 변화하고, 구간   에서는 일정한 값을 가진다. 

우리가 생성할 자료구조는 각 구간   에서의 함

수 의 값을 효율적으로 계산할 것이다. 

Fig. 6 Transformation of  to 

우리는 구간들   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

해서 구간 트리(range tree) 을 생성할 것이다 (그림 7). 
또한 구간 트리 의 각 노드에 노드가 나타내는 구간의 

누적 합을 저장할 것이다. 정리 4.1에 의해서, 함수 

로부터 를 생성할 때, 세 가지 연산을 구간 트리 에

서 수행한다. 우선 구간 ∞에 대해서 +1을 수행한

다. 다음으로 구간 ′∞에 -1을 수행한다. 마지

막으로 구간 ∞∞에 +1을 수행한다. 그러면 정리 

4.1의 식을 만족시키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 연산

은 각각 구간트리 에서 log시간에 수행할 수 있

다. 결과적으로 함수 을 계산하고 ∞을 답하는데 

log 에 수행할 수 있다.

Fig. 7 Range tree   

정리 4. 2 직선 위의 개 점들에 대한 동일 높이의 직

사각형 레이블을 놓을 때, 꺾인 지시선의 수를 최소화하

는 log시간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직선 상의 개의 점들에 대해 높이가 

일정한 직사각형 레이블을 위치시킬 때, 점과 레이블을 

연결하는 꺾인 지시선의 수를 최소화하는 문제를 연구

하였다. [14]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 알고

리즘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이전 연구의 시간 복잡

도를 개선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 알고리

즘의 시간 복잡도는 log 으로 이전 연구의 

을 개선하였다. 향후에 레이블들을 점들의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에 위치시킬 수 있고 꺾인 지시선

들의 수를 최소화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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