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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바일 장비 및 시스템의 발달로 위치정보와 이동 객체에 관련된 많은 서비스들이 연구되고 있다. 궤적은 이동 객체가 시

간에 따라 변하는 위치정보들의 모음이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이동 객체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 논

문에서는 공간 데이터베이스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PostgreSQL/PostGIS 상에서 궤적 데이터의 연산 및 질의 처리가 가능한 

확장형 모듈로써 PostTrajectory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궤적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질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함수

들을 구현하여 궤적 데이터의 효율적인 질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키워드: PostgreSQL, PostGIS, 궤적, 이동 객체

I. 서 론

이동 객체 데이터베이스는 공간상에서 계속 변하는 사용자의 위치

에 맞는 지리정보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 데이터는 

방대하기 때문에 모바일 단말기만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힘들고 

대용량의 공간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저장 및 처리되어야 한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궤적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동 객체의 시간정보와 

위치정보를 각각 저장을 한다. 이 때, 각 이동 객체의 한 순간 위치마다 

테이블의 한 row에 저장을 하게 되고, 각 row마다 이동 객체에 

대한 정보 또한 저장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베이스의 

공간을 낭비하게 된다. 또한 row 수의 많은 증가로 인하여 검색의 

효율성 또한 떨어지게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이동객체 및 궤적에 

대한 데이터모델링과 질의처리에 관한 관련연구를 소개한다. 3장에서

는 이동객체 연산자 구현에 대해 설명하고, 4장에서는 궤적 연산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이 장에서는 이동 객체를 표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간 객체 모델과 

이동객체 모델의 연구에 대해서 알아본다. 

1.1 CHOROCHRONOS

이동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형으로 이동점객체(moving 
point), 이동면객체(moving polygon)등을 정의하고, 각 데이터 형에 

대해 정사영 연산자, 상호연산자, 변화율에 대한 연산자 등을 이동객체 

기본연산자로 정의하였다[1,2,3].

1.2 DOMINO

DOMINO는 DBMS에 이동 객체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DOMINO에서는 이동 객체가 업데이트 되면 

현재 위치뿐 아니라 예상되는 미래 위치도 제공을 하기위해 MOST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FTL(Future Temporal Logic) 질의 언어를 

제안하여 기본 SQL에 시간 연산자와 공간 연산자를 추가하였다[4,5].

1.3 HERMES

HERMES는 Trajectory Database를 위한 최신의 질의 처리 알고리

즘의 완벽한 셋을 나타내는 첫 번째 연구 결과물이다. HERMES는 

오라클 10g의 객체 관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시공간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 확장을 통하여 개발되었다. HERMES의 

주요 목표는 연속적인 이동 객체의 모델링과 질의의 지원이다. 이 

시스템은 이론적인 시간이나 이론적인 공간 시스템을 통해 각각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위해 설계되었고 중요 기능은 연속적인 이동 

객체 질의와 모델링을 지원하는 것이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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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ECONDO

SECONDO는 이동객체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데이터 모델의 구현 

및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플랫폼이다. SECONDO 시스템은 

몇몇 이용 가능한 algebra 모듈들로 확장 가능하다. 또한, SECONDO
는 이동객체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벤치마크 시스템인 BerlinMOD를 

지원한다[8,9,10]. 
본 논문에서는 궤적 데이터의 연산 및 질의 처리를 위하여 

PostgreSQL/PostGIS의 확장형 모듈로써 PostTrajectory를 제안한다.

III. 본 론

1. PostTrajectory 연산자

공간 데이터의 연산 및 질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산자들이 요구된

다. PostTrajectory는 궤적 및 이동 객체의 속성을 고려한 다양한 

연산자들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연산자들은 크게 위상 관계 연산자, 
시간 관계 연산자, 공간 관계 연산자들로 구분된다.

1.1 위상 관계 연산자

먼저, 위상 관계 연산자는 궤적 및 이동 객체의 위치, 그리고 이동 

방향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각각 분리(Disjoint), 접촉(Touch), 진입

(Enter), 내재(Inside), 퇴거(Leave), 통과(Pass)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림 1. 궤적 및 이동 객체의 위상 관계[11]

Fig. 1. Topological Relationship of Trajectory and 

Moving Object[11]

그림 1은 위에서 언급한 6가지 유형 중 통과를 제외한 궤적 및 

이동 객체의 상태를 도식화 한 것이다. 궤적 및 이동 객체가 통과하는 

상태는 단일 상태가 아닌 나머지 5가지 유형이 모두 포함될 때 유효하다. 
그림 2는 위상 관계 연산자 중 진입(Enter)에 대한 알고리즘이다. 

그림 2. 알고리즘 Enter

Fig. 2. Algorithm Enter

1.2 시간 관계 연산자

일반적으로, 궤적은 시간에 따른 이동 객체의 이동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PostTrajectory는 시간을 고려한 연산자들도 정의 되어야 

한다. 
PostTrajectory는 시간 연산을 위해 TT_Equal, TT_Overlaps, 

TT_During, TT_Intersect 등을 구현하였다. 이렇게 구현된 시간 

관계 연산자들은 다른 연산자들과 함께 사용되어 좀 더 효율적인 

질의 성능을 가능하게 한다.

1.3 궤적 관계 및 측정 연산자

PostTrajectory는 기존에 개발된 OGC의 SFG(SFG: OpenGIS 
Simple Feature Geometry) 모델[12]을 기반으로 궤적 관계 및 측정 

연산자들을 구현 하였다. 

그림 3. 알고리즘 Intersect

Fig. 3. Algorithm Intersect

그림 3과 그림 4는 궤적 관계 연산자 중 궤적 및 이동 객체의 

교차 상태를 확인하는 Intersect 연산 알고리즘과 궤적 및 이동 객체와

의 거리를 계산하는 Distance 연산 알고리즘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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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알고리즘 Distance

Fig. 4. Algorithm Distance

PostTrajectory는 이 외에도 궤적 및 이동 객체와의 연산을 수행하

기 위해 다양한 연산자들을 지원한다.

IV. 시스템 구현

PostTrajectory 시스템은 PostgreSQL/PostGIS에 궤적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고 궤적 데이터의 

삽입, 삭제, 갱신,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5는 PostTrajectory 
시스템의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PostTrajectory 시스템 

구조[13]

Fig. 5. PostTrajectory System 

Architecture[13]

PostgreSQL Server는 PostgreSQL에 궤적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궤적 저장 기법을 적용한 데이터베

이스로 HERMES 시스템의 ORDBMS Tier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이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궤적 데이터의 연산 및 질의 처리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PostgreSQL/PostGIS의 확장형 모듈로써 PostTrajectory를 제

안하고 구현하였다. PostTrajectory 시스템은 PostgreSQL/PostGIS
에 궤적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고 

궤적 데이터의 삽입, 삭제, 갱신,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다. 
또한, 궤적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질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함수들을 구현하여 궤적 데이터의 효율적인 질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향후 연구 계획으로는 대용량의 궤적 데이터 환경에서의 

질의 처리 방법 및 빠른 검색을 위한 인덱스 구축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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