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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용량 궤  데이터베이스에서 역 질의를 효과 으로 처리하기 한 인덱싱 기법에 하여 논의한다. 먼 , 기존 인덱싱 

기법의 문제 을 지 하고,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우선 시간 차원을 다수의 시간 구간으로 분

할하고, 인덱싱의 상이 되는 체 라인 세그먼트들을 시간 구간별로 구분한다. 각 시간 구간에 속하는 라인 세그먼트들에 하여 별도의 인

덱스를 구축한다. 한, 디스크에서 리되는 과거 시간 구간에 한 인덱스들과는 달리 최근 시간 구간에 한 인덱스는 메인 메모리상에 

리함으로써 삽입과 검색의 성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각 시간 구간에 속하는 라인 세그먼트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인덱스를 구축한다. 

먼 , 2D-트리를 이용하여 체 공간 차원을 유사한 수의 라인 세그먼트들이 배정되도록 다수의 셀들로 분할한다.  한, 분할된 각 셀마다 시

공간 차원 (x, y, t)에 한 별도의 3차원 R*-트리를 두어 보다 상세한 인덱싱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략을 이용함으로써 기존 기법의 

문제 들을 해결 할 수 있다.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기법의 우수성을 정량 으로 검증한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기존 기법에 비하여 작

은 인덱스 구조를 갖으면서도 검색 성능면에서 3～10배까지의 성능 향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 이동 객체, 궤  데이터, 시공간 인덱스, 역 질의

Trajectory Indexing for Efficient Processing of Range Qu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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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ddresses an indexing scheme capable of efficiently processing range queries in a large-scale trajectory database. After 

discussing the drawbacks of previous indexing schemes, we propose a new scheme that divides the temporal dimension into multiple time 

intervals and then, by this interval, builds an index for the line segments. Additionally, a supplementary index is built for the line 

segments within each time interval. This scheme can make a dramatic improvement in the performance of insert and search operations 

using a main memory index, particularly for the time interval consisting of the segments taken by those objects which are currently 

moving or have just completed their movements, as contrast to the previous schemes that store the index totally on the disk. Each time 

interval index is built as follows: First, the extent of the spatial dimension is divided onto multiple spatial cells to which the line 

segments are assigned evenly. We use a 2D-tree to maintain information on those cells. Then, for each cell, an additional 3D R*-tree is 

created on the spatio-temporal space (x, y, t). Such a multi-level indexing strategy can cure the shortcomings of the legacy schemes. 

Performance results obtained from intensive experiments show that our scheme enhances the performance of retrieve operations by 3～10 

times, with much less storag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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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최근, 휴 폰  PDA 등의 휴 용 이동 단말기의 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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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동하는 객체의 시간 흐름에 

따른 공간  치 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

되고 있다[11]. 시공간 데이터(spatio-temporal data)란 공간

(x, y)과 시간(t)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3차원 공간 (x, 

y, t)상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객체들의 이동 경로는 3차원

의 시공간상에서 라인 세그먼트들의 집합으로 표 할 수 있

으며, 이를 궤 (trajectory)이라 부른다[5, 7, 9, 10, 11]. 이

동 객체의 궤  정보를 잘 분석하면, 단순한 치 추  뿐

만 아니라 도로 정보, 차량 정보 등과 연계하여 이동 객체

와 련된 사람, 행동 패턴 등을 악할 수 있으며, 이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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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다.

이동 객체에 한 사용자 질의는 크게 이동 객체의 미래 

치를 측하여 검색하는 미래 측 질의(future query)와 

이동 객체의 과거에 움직인 치를 검색하는 과거 이력 질

의(historical query)로 구분된다. 미래 측 질의의 경우 이

동 객체의 재 치, 이동 속도, 이동 방향 등을 이용하여 

미래 치를 측하는 것이 일반 이다[14, 11, 17]. 과거 이

력 질의는 역 질의(range query), 궤  질의(trajectory 

query), 복합 질의(complex query)로 구분된다[9]. 역 질의

는 주어진 질의 역 내에 존재하는 이동 객체를 검색하는 

질의이며, 궤  질의는 주어진 시간 간격 동안에 이동 객체

가 움직인 경로를 검색하는 질의이다. 복합 질의는 역 질

의와 궤  질의를 결합한 형태로 주어진 시간 간격 동안에 

특정 역에 있었던 이동 객체의 궤 을 검색하는 질의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역 질의를 연구의 상으로 한다.

이동 객체의 궤  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  치가 지속 으로 변화하므로 

갱신 비용이 크다. (2) 지속 으로 축 되어야 하므로 장 

공간 오버헤드가 매우 크다. (3) 축 된 용량의 궤  정보

를 상으로 하므로 검색 비용이 매우 크다. 이동 객체의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하여 용량 궤  정보를 신속하게 

장, 리, 검색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미래 측 질의를 한 인덱스 구조로는 VCI-트리[14], 

TPR-트리[11], TPR
*-트리[17] 등이 제안된 바 있다. 이  

가장 리 이용되고 있는 TPR
*-트리는 이동 객체들의  

치들에 한 MBR(minimum bound rectangle)과 이동 속

도를 함께 장하는 CBR(conservative bounding rectangle)

을 R
*-트리[1] 내에 장함으로써 이동 객체의 미래 치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과거 이력 질의를 한 인

덱스 구조로는 3DR-트리[13], HR-트리[13], STR-트리[9], 

TB-트리[9], MV3R-트리[15], SETI[4] 등이 있다. 3DR-트

리, HR-트리, SETI는 역 질의, STR-트리, TB-트리, 

MV3R-트리는 궤  질의를 그 주요 상으로 한다. 본 연

구의 상인 역 질의에서는 SETI가 인덱스 크기, 갱신 비

용, 검색 성능 면에서 우수한 구조로 알려져 있다[8, 12].

본 연구에서는 용량 궤  데이터베이스에서 역 질의

를 효과 으로 처리하기 한 새로운 인덱싱 기법을 제안한

다. 제안된 기법은 다음과 같은 이동 객체 데이터베이스의 

두 가지 특성에 한 찰에 기반을 둔다. 첫째, 이동 객체

의 궤 을 구성하는 라인 세그먼트들은 수집된 시간 순서

로 장  인덱싱 된다. 따라서 장되는 라인 세그먼트들

의 시간 차원 t의 값은 단순히 증가되는 특성을 갖는다. 둘

째, 역 질의의 상은 오래 의 과거 세그먼트들 보다는 

최근의 세그먼트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우선 시간 차원을 다수의 시간 구간으

로 분할하고, 인덱싱의 상이 되는 체 라인 세그먼트들

을 구간별로 구분한다. 각 시간 구간에 속하는 라인 세그먼

트들을 상으로 별도의 인덱스를 사용한다. 다수의 최근 

시간 구간과 응되는 인덱스는 메인 메모리 내에서 리되

며, 나머지 시간 구간과 응되는 인덱스들은 디스크 내에

서 리된다. 모든 라인 세그먼트의 삽입은 메인 메모리 내

에서 리되는 최근 시간 구간 인덱스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한, 최근 라인 세그먼트들에 한 

질의 특성상 빠른 질의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각 시간 구간에 속하는 라인 세그먼트들에 한 인덱싱은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먼 , 체 공간 차원을 다수의 셀들

로 분할한다. 체 공간에 한 분할 정보는 2D-트리[2]를 

통하여 리되며, 각각의 셀에 유사한 수의 라인 세그먼트

들이 배정되도록 하는 분할 정책을 사용한다. 이를 통하여 

라인 세그먼트 수에 차이가 없으므로 일정한 검색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한, 분할된 각 셀마다 시공간 차원 (x, y, 

t)에 한 별도의 3차원 R
*-트리를 두어 보다 상세한 인덱

싱을 지원한다.

다양한 실험에 의한 성능 평가를 통하여 제안된 기법의 

우수성을 규명한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제안된 기법은 

SETI에 비하여 작은 인덱스 구조를 갖으면서도 검색 성능

면에서 3～10배까지의 성능 향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련 연구

로서 SETI에 하여 설명하고, 그 장단 을 지 한다. 제 3 

장에서는 새로운 인덱스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질의 처리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제 4 장에서는 실험

을 통하여 제안된 기법의 우수성을 입증한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본 논문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린다.

2. 련 연구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비교 상으로 하는 SETI에 

하여 간략히 요약하고, 그 문제 을 지 한다.

2.1 SETI의 특성

이동 객체의 궤  Ti는 (moId, tId, <seg1, seg2, ..., 

segk>)로 구성된다. 여기서, moId는 이동 객체의 식별자이

며, tId는 궤  식별자이다. segj(0 < j ≤  k) 는 궤  Ti을 

구성하는 라인 세그먼트들이며, (sId, (xstart, ystart, tstart), 

(xend, yend, tend))로 구성된다. 여기서 sId는 세그먼트의 식별

자이며, 해당 객체가 시간 구간 tstart와 tend에서 (xstart, ystart)

으로부터 (xend, yend)로 이동하 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생된 객체의 라인 세그먼트가 인

덱스에 지속 으로 삽입된다고 가정한다.

SETI[4]는 궤 들을 인덱싱하여 주어진 질의 역 내에 

존재하는 이동 객체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SETI에서는 궤 의 시간 차원 값은 지속 으로 증가하는 

반면, 공간 차원 값은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이용

한다. 먼 , 체 공간 역을 논리 인 셀(cell) 단 로 분

할한 후, 각 셀 역마다 희소 시간 인덱스(sparse time 

index)를 개별 으로 구성한다. 즉, 몇 개의 라인 세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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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ETI의 구조

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데이터 페이지에 장하고, 데

이터 페이지 내의 라인 세그먼트들의 시간 차원 값들  최

소 시간과 최  시간을 희소 시간 인덱스의 엔트리로 장

한다. 이때 데이터 페이지에는 (tid, sid, xstart, ystart, tstart, xend, 

yend, tend)의 구조를 갖는 아이템을 장하는 방식을 사용한

다. 희소 시간 인덱스 구조로는 1차원 R*-트리를 사용한다. 

이러한 근 방식은 기존의 3DR-트리의 단 인 사장 역

과 역 첩 문제 을 해결함으로써 인덱스 크기를 감소시

키고, 검색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SETI는 이동 객체의 궤 에 추가되는 새로운 라인 세그

먼트를 인덱스에 보다 빠르게 삽입하기 하여 해쉬 테이블

을 이용한다. 해쉬 테이블에는 이동 객체가 움직인 가장 최

근 치가 장된다. 만약, 삽입하려는 이동 객체의 궤  Ti

의 치가 A(xstart, ystart, tstart)에서 A'(xend, yend, tend)로 변경

되었다면 해쉬 테이블에서 A를 검색 한 후, A와 A'를 이용

하여 새로운 라인 세그먼트를 구성한다. 이 라인 세그먼트

가 속하는 셀 역을 찾은 후, 이와 응되는 희소 시간 인

덱스를 검색하여 해당 데이터 페이지에 이 라인 세그먼트를 

삽입한다. 이때, 해쉬 테이블의 궤  Ti의 치는 A에서 A'

으로 갱신된다. (그림 1)은 SETI의 체 구조를 나타낸 것

이다.

SETI에서의 검색 연산은 여과 단계, 정제 단계, 제거 단

계로 나 어진다. 여과 단계(filtering step)에서는 주어진 질

의 내 공간 조건을 만족하는 셀 역을 검색한 후, 이와 

응되는 희소 시간 인덱스를 검색하여 질의 내 시간 조건을 

만족할 가능성이 큰 후보 라인 세그먼트들이 장되어 있는 

데이터 페이지를 악한다. 정제 단계(refinement step)에서

는 여과 단계에서 얻어진 이 데이터 페이지를 액세스하여 

후보 라인 세그먼트  질의내 시공간 조건을 모두 만족하

는 라인 세그먼트들의 궤  식별자를 얻는다. 제거 단계

(elimination step)에서는 정제 단계에서 얻어진 궤  식별자

들  복되는 식별자들을 제거하여 최종 결과를 얻는다.

2.2 SETI의 문제

본 연구에서는 먼  SETI가 가지는 다음과 같은 문제

을 지 한다. 

(1) 희소 시간 인덱스의 사용

희소 시간 인덱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과 단계에서는 엔

트리가 가리키는 페이지 내의 라인 세그먼트들이 질의 내 

시간 조건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악할 수 없다. 따라서 

정제 단계를 통하여 해당 데이터 페이지 내의 모든 후보 라

인 세그먼트들을 상으로 질의 내 시간 조건의 만족 여부

를 따져야하는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2) 라인 세그먼트 집

이동 객체들은 특정 역에 집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라

인 세그먼트들의 삽입 역시 이동 객체의 궤 이 특정 셀 

역에 집 되는 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라인 

세그먼트들이 집 된 셀과 응되는 희소 시간 인덱스에는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결과, 일정한 검색 성능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공간 인덱스의 미사용

분할된 셀 내부에 하여는 별도의 공간 인덱스를 사용하

지 않으므로 후보 라인 세그먼트의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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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하는 인덱스 구조

다. 를 들어, 주어진 질의 내 공간 조건 역이 셀 역의 

공간 범 보다 매우 작은 경우, 희소 시간 인덱스에 한 탐

색 결과 질의 조건 역 외부에 해당되는 다수의 라인 세그

먼트들이 후보로 추천되며, 이 결과 검색 성능이 하된다.

3. 제안하는 기법

본 장에서는 술한 SETI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새

로운 인덱싱 기법을 제안한다. 제 3.1 에서는 제안하는 기

법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제 3.2 에서는 제안된 인덱스

의 구조를 설명한다. 제 3.3과 제 3.4 에서는 각각 인덱스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삽입 알고리즘과 질의 처리 알고리즘

을 설명한다.

3.1 기본 개념

이동 객체의 궤 을 구성하는 라인 세그먼트들은 수집된 

시간 순서 로 장 장치에 장 된다. 한, 오래 의 과거 

세그먼트보다는 재 이동 인 세그먼트나 최근에 이동이 

완료된 세그먼트가 검색 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

에서는 이동 객체의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라인 세그먼트

를 시간 흐름에 따라 효과 으로 삽입  검색할 수 있는 

인덱싱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SETI와는 반 로 라인 세그먼트들을 

우선 시간 차원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각 시간 구간에 속하

는 라인 세그먼트들을 다시 공간 차원으로 분할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최상단에서 시간 차원을 기반으로 분

할하면 재 이동 인 이동 객체에 한 라인 세그먼트의 

삽입 연산은 마지막 시간 구간에서만 발생하게 된다. 제안

하는 기법에서는 부분의 인덱스는 디스크 내에서 리하

는 반면, 삽입 연산이 발생하는 마지막 시간 구간에 한 

인덱스는 메인 메모리 내에 상주시킨다. 이 결과 SETI에서

와 같이 삽입 연산을 하여 디스크 내의 희소 시간 인덱스

에 한 랜덤 액세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삽입 연산을 담당하는 인덱스는 메인 메모리의 크기를 고

려하여 미리 정해진 k개의 라인 세그먼트만을 삽입할 수 있

도록 제한한다. 즉, 인덱스에 k번째의 라인 세그먼트에 한 

삽입이 이루어지면, 해당 인덱스를 메인 메모리에서 제거하

고 디스크에 장한다. 이후, 이 인덱스에 하여는 검색 연

산만이 발생하게 된다. 이 인덱스는 해당 시간 구간에 하

여 생성된 메인 메모리 내의 인덱스를 공간 차원으로 재분

할하여, 분할된 m개의 공간 역마다 서  인덱스를 갖는 

다단계 다  인덱스 구조(mutilevel multiple indexes)이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분할된 각 셀이⌈⌉개의 라인 세그
먼트를 장하는 비 균일 셀 분할을 지원하며, 체 공간 

역에 한 분할 정보를 2D-트리[2]를 이용하여 리한다. 

이로써 SETI의 라인 세그먼트 집 , 공간 인덱스 미사용 등

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

한, 제안된 기법에서는 검색 성능을 보다 향상시키기 

하여 분할된 공간 셀 역 마다 작은 크기를 갖는 (x, y, 

t)의 3차원 R-트리를 두어 세부 인덱싱을 지원한다. 

3.2 인덱스 구조

(그림 2)는 제안하는 인덱스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먼

, 시간 차원을 분할 한 정보를 리하는 시간 인덱스 테

이블을 구성한다. 시간 인덱스 테이블은 n+1개의 엔트리로 

구성되며, 각 엔트리는 응되는 인덱스의 디스크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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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장한다. 즉, n+1개의 서로 다른 인덱스 I0, I1, ..., In를 

인덱스 테이블과 함께 리한다. 시간 인덱스 테이블은 크기

가 작으므로 메인 메모리에 상주시킬 수 있다. 이때, 각 인덱

스 Ii는 미리 정해진 k개의 라인 세그먼트만을 장한다.

여기서 주의할 은 시간 구간 t0, t1, ..., tn-2과 응되는 

인덱스 I0, I1, ..., In-2은 이동이 완료된 과거 궤 을 리하기 

한 인덱스로 검색 연산만이 지원된다. 인덱스 Ii (0≤i≤

n-2)는 시간 구간 ti를 2차원의 공간 차원을 기반으로 m개

의 작은 셀 역으로 재분할하여 장한 인덱스로, 분할된 

각 셀은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개의 라인 
세그먼트를 장하는 가변 크기를 갖는다. 인덱스 Ii는 해쉬 

테이블이나 2D-트리 구조를 사용하여 구 될 수 있으며, 시

공간 데이터 (x, y, t)에 하여 해당 셀은 해당 역 내에 

존재하는 라인 세그먼트들을 상으로 구축한 3차원 R
*-트

리 인덱스의 장 치를 엔트리로 갖는다. 한, 3차원 R*-

트리는 ⌈⌉개의 라인 세그먼트들에 한 궤  식별자

와 세그먼트 식별자를 엔트리로 갖으며, 하나의 데이터 페

이지에 동일 궤 의 세그먼트가 시간순으로 장되므로 tid

를 데이터 페이지의 헤더에 한번만 장하고, (x, y, t)의 구

조를 갖는 아이템을 장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반면, 시간 구간 tn-1과 tn에 응되는 인덱스 In-1과 In은 

이동 인 객체의 최근 세그먼트에 한 삽입 연산과 검색 

연산을 담당하며, 시공간 데이터 (x, y, t)에 하여 구성된 

3차원 R
*-트리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삽입  검색 연

산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하여 이들 인덱스 In-1과 In를 

미리 정해진 k개의 라인 세그먼트만을 장하도록 하여 메

인 메모리 내에 상주시킨다. 여기서 시간 구간 tn-1의 해당 

인덱스 In-1을 이동이 완료된 과거 궤 을 한 인덱스로 구

성하여 디스크 내에서 리하지 않고 메모리에 상주시켜 

리하는 이유는 시간 간격이 긴 세그먼트가 삽입될 때 세그

먼트가 쪼개져서 일부는 디스크 내의 인덱스로, 나머지 일

부는 메모리에 구성 인 인덱스로 삽입되어 삽입 성능을 

하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함이다.

3.3 삽입 알고리즘

Algorithm 1은 삽입 알고리즘 InsertSegment를 나타낸 

것이다. 알고리즘은 라인 세그먼트 seg와 인덱스에 장될 

수 있는 최  라인 세그먼트의 개수 k개를 입력 받아 3DR
*- 

트리를 이용하여 구성되는 current-index와 prev-index, 그리

고 공간 분할 정보를 리하는 2D-트리, 시간 인덱스 테이블 

IT를 출력한다. 라인 4～7에서 재 시간 구간의 최소 시간

과 최  시간 정보를 유지하기 해 이동 객체의 라인 세그

먼트 seg의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갱신하고 insertToIndex()

함수를 이용하여 해당 인덱스에 삽입한다. 그 후, 인덱스 내

에 존재하는 라인 세그먼트의 개수(numSeg)를 증가시킨다. 

만약, 재 numSeg의 값이 미리 지정된 k보다 크고, n 값

이 2보다 크다면 메인 메모리 내에 구성 인 시간 구간 

tn-1에 해당하는 인덱스 prev-index를 writeToDisk() 함수에 

의하여 디스크에 장한다. 이때, 검색 연산의 효율성을 고

려하여 각 인덱스를 공간 차원으로 분할하여 재구성하고, 

분할된 공간 역에 한 정보를 2D-트리에 장한다(라인

10～11). 다음, add2DIndex()함수를 이용하여 시간 인덱스 

테이블 IT의 엔트리에 디스크에 장된 2D-트리의 장 

치와 삽입된 라인 세그먼트들 내에서의 최소 시간과 최  

시간을 장한다(라인 12). 다음, 시간 구간 tn에 해당하는 

인덱스 current-index를 prev-index로 변경한다. 끝으로, 

재 삽입되지 않은 라인 세그먼트를 삽입하기 하여 메모리 

내에 3DR
*-트리를 새로이 생성하고, 삽입 한다(라인 13～19).

Algorithm 1: InsertSegment

Input: Segment Info seg=(tId, (xstart, ystart, tstart), (xend, yend, tend)), k

Output: prev-index, current-index, 2D-tree, time index table IT

1. n = 1; IT = NULL; numSeg = 1;

2. createEmptyIndex(current-index);

3. if(numSeg < k)

4.     if(numSeg == 1) CurrentMinTime = tstart; CurrentMaxTime = tend;

5.     else(tend >= CurrentMaxTime) CurrentMaxTime = tend;

6.     insertToIndex(current-index, seg);

7.     numSeg++;

8. else

9.     if(n >= 2)

10.        create2DIndex(2D-tree[n-1]);

11.        writeToDisk(prev-index, 2D-tree[n-1]);

12.        add2DIndex(IT, PrevMinTime, PrevMaxTime, 2D-tree[n-1]);

13.     prev-index = current-index;

14.     PrevMinTime = CurrentMinTime;

15.     PrevMaxTime = CurrentMaxTime;

16.     current-index = NULL;

17.     n = n + 1; numSeg = 1;

18.     createEmptyIndex(crrent-index);

19.     insetToIndex(current-index, seg);

20. return;

3.4 검색 알고리즘

Algorithm 2는 역 질의 알고리즘 RangeSearch를 나타

낸 것이다. 알고리즘은 입력으로 3DR*-트리를 사용하여 구

성된 시간 구간 tn에 해당하는 current-index, tn-1에 해당하

는 prev-index, t0부터 tn-2까지에 해당하는 disk-index 그리

고 공간 분할 정보를 장하고 있는 2D-트리와 시간 인덱

스 테이블 IT, 마지막으로 질의 Q가 주어진다. 출력으로는 

주어진 질의 Q를 만족하는 결과 집합 A를 출력한다. 검색은 

먼  시간 인덱스 테이블 IT에서 주어진 질의의 시간 구간

에 해당하는 2D-트리를 선택하고(라인 2), 선별된 |N|개의 

2D-트리에 하여 라인 3～13의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 이 

때, 질의의 시간 구간이 prev-index의 시간 구간에 해당한다

면 메인 메모리상의 prev-index를 검색하고, current-index의 

시간 구간에 해당한다면 current-index를 검색한다(라인 5～

8). 질의 시간 구간이 prev-index 시간 구간의 최소 시간보

다 작다면 다음의 검색 과정을 따른다. 선별된 2D-트리에서 

질의의 공간 역과 첩되는 셀을 getOverlappingCell()함

수를 이용하여 검색한 후, 검색된 셀과 응되는 디스크 상

의 disk-index에 한 탐색을 진행한다. 질의의 공간 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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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k값의 변화에 따른 질의 처리 시간 비교

포함되는 모든 셀에 하여 이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라인 

10～11).

Algorithm 2: RangeSearch

Input: prev-index, current-index, disk-index, 2D-tree, time index table IT, 

      Query Q((xstart, ystart, tstart), (xend, yend, tend))

Output: Set of answers A

1. A = { };

2. N = searchIT(IT, Q(tstart, tend));

3. for(i = 0; i < |N|; i++) do

4.    if(N[i].MinTime > PrevMinTime)

5.         if(N[i].MinTime > CurrentMinTime)

6.             S = searchIndex(current-index, Q((xstart, ystart, tstart), (xend, 

yend, tend))); 

7.         else

8.             S = searchIndex(prev-index, Q((xstart, ystart, tstart), (xend, 

yend, tend))); 

9.    else

10.        while(cid = getOverlappingCell(2D-tree[N[i]])) do

11.            S = searchIndex(disk-index[N[i]][cid], Q((xstart, ystart, tstart), 

(xend, yend, tend))); 

12.   end if

13.   addAnswer(A, S(sId, tId));

14. return A; 

4. 성능 평가

본 장에서는 실험에 의한 성능 분석을 통하여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규명한다. 제 4.1 에서는 실험 환경을 설

명하고, 제 4.2 에서는 실험 결과를 분석한다. 

4.1 실험 환경

실험에서는 객체 유형과 객체들의 분포 유형을 사용자 정

의 라미터로 설정하여 시공간 데이터를 생성하는 GSTD 

(Generate SpatioTemporal Data)[16] 알고리즘의 시나리오 

4(rectangles moving)에 의하여 생성된 [0, 1]사이에서 균일

한 분포를 취하는 1,000개의 궤  데이터를 사용한다. 여기

서 시나리오 4는 기에 이동 객체가 공간상의 앙에 분포

해 있다가 랜덤하게 균일 분포로 이동하는 알고리즘이다. 

다양한 세그먼트 개수에 따른 실험을 수행하기 하여 각 

궤  데이터에 하여 100만개(1M), 200만개(2M), 400만개

(4M), 800만개(8M), 1,600만개(16M)의 세그먼트로 구성된 

다섯 개의 실험 데이터 셋을 사용한다. 

질의 역으로는 실험 데이터로 사용된 궤  데이터로부

터 추출된 임의의 에 하여 0.01%, 0.1%, 1%의 역 허

용 범 를 갖는 질의 역을 각각 1,000개씩 생성하여 사용

한다. 각 실험 데이터와 질의 역에 하여 1,000개의 역 

질의를 수행한 후, 나타난 평균 질의 처리 시간을 성능 평

가 지수로 사용한다. 

성능 평가는 다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기법을 상으로 

한다. Ours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으로 라인 세그먼트

들을 우선 시간 차원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각 시간 구간에 

속하는 라인 세그먼트들을 다시 공간 차원으로 분할하는 방

식이다. 성능 비교를 한 기존의 기법으로서 SETI를 사용

하며, 공간 차원에 한 셀의 개수는 400(20×20)개이다. 이

들 두 방식 모두에서 사용되는 다차원 인덱스는 GIST[3, 6]

에서 제공하는 R*-트리를 사용하며, 데이터 페이지 크기로

는 2KB를 사용한다. 

본 실험을 한 랫폼으로는 Windows 2003 Server를 

운  체제로 사용하고, 3GB의 주기억 장치를 갖는 Intel 

Xeon 노코다 3.0GHz의 Intel Server를 사용한다. 

4.2 실험의 기본 라미터 값 설정

먼 , 시간 차원을 한 k값과 공간 차원을 한 d값을 

결정한다. k는 하나의 시간 구간내에 장되는 세그먼트의 

개수이며, d는 하나의 셀내에 들어가는 세그먼트의 개수이

다. (그림 3)에 400만개의 세그먼트로 구성된 1,000개의 궤  

데이터에 하여 k와 d값을 변화시키면서 질의 처리 시간을 

측정한 결과를 보인다. 이때 질의 역의 허용 범 는 0.1%

이다. 가로축은 k의 크기로 1,000개부터 100,000개까지의 값

을 사용한다. 세로축은 평균 질의 처리 시간을 나타내며 측

정 단 는 msec이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Ours는 체 으

로 k가 커질수록 질의 처리 시간이 증가하 다. 이는 k값의 

증가는 하나의 시간 구간내에 속한 인덱스의 크기를 증가시

키게 되므로 인덱스 검색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 k값이 10,000개 이하에서는 d가 커질수록 질의 처

리 시간이 감소하 다. 이는 d가 커지면 공간 차원에 해당

하는 셀의 개수가 작아지게 되고, 따라서 액세스되는 인덱

스의 개수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k가 증가하는 경우, 

인덱스의 개수는 작아지는 반면에 인덱스의 크기는 오히려 

커지게 되므로 이러한 성능 향상을 보장할 수는 없다. 

SETI는 k와 상 없이 거의 일정한 질의 처리 시간을 보

다. 이는 SETI는 공간 차원에 하여 정  분할 방식을 

사용하므로 셀의 크기만을 라미터로 결정하고, 셀내에 

장되는 세그먼트의 개수 k는 설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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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는 k와 d의 기본 값을 각각 1,000개와 500개로 설

정하여 실험한다.

4.3 실험 결과  분석

[실험 1] 인덱스 크기 비교

실험 1에서는 체 인덱스 크기를 기 으로 하여 각 기법

의 성능을 비교한다. 체 인덱스의 크기는 인덱스 일과 

데이터 페이지 일을 모두 합한 크기이다.

(그림 4)는 데이터의 크기 증가에 따르는 Ours와 SETI의 

인덱스 크기 변화를 나타낸다. 가로축의 실험 데이터 크기

는 궤 내 세그먼트의 개수를 나타낸다. 

실험 결과로부터, 두 방식 모두 데이터의 크기 증가에 따

라 인덱스 크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크기

를 비교했을 때 Ours는 SETI에 비하여 3～4배까지의 장 

공간 감소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ETI가 데이

터 페이지에 (tid, sid, x1, y1, t1, x2, y2, t2)의 구조를 갖는 

아이템을 장하는 것과 달리 Ours는 하나의 데이터 페이지

에 동일 궤 의 세그먼트가 시간순으로 장되므로 tid를 데

이터 페이지의 헤더에 한번만 장하고, (x, y, t)의 구조를 

갖는 아이템을 장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실험 2] 질의 처리 시간 비교

실험 2에서는 질의 처리 시간을 기 으로 각 기법의 성능

을 비교한다. (그림 5)는 데이터의 크기 증가에 따르는 각 

기법의 질의 처리 시간의 변화를 나타낸다. 가로축은 실험 

데이터인 궤 내 세그먼트의 개수를 나타낸다. 질의 역 

허용 범 는 0.1%로 고정하 다. 세로축은 평균 질의 처리 

시간을 나타내며 측정 단 는 msec이다. 실험 결과로부터 

데이터의 크기 증가에 따라 두 방식 모두 질의 처리 시간이 

증가하지만, Ours가 SETI에 비하여 질의 처리 성능이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Ours는 시간 차원 뿐만 아니라 

공간 차원에 한 인덱스를 사용하므로, SETI에 비하여 작

은 크기의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며, 이 결과 인덱스 검색 

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 데이터 페이지도 궤 별로 

시간순으로 클러스터되어 장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버퍼링 효과를 극 화 할 수 있다. (그림 5)의 실험 결과로

부터 Ours는 SETI에 비하여 약 30%～100%까지의 성능 향

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은 질의 역 허용 범 의 변화에 한 각 방식

의 질의 처리 시간의 변화를 나타낸다. 실험에는 세그먼트

의 개수가 400만개(4M)인 데이터를 사용한다. 가로축은 질

의 역 허용 범 를 나타내며, 그 범 로서 0.01%, 0.1%, 

1%의 값을 각각 사용한다. 세로축은 평균 질의 처리 시간을 

나타내며 측정 단 는 msec이다. 실험 결과로부터 질의 

역 허용 범 가 증가함에 따라 두 방식 모두 검색 상이 

되는 인덱스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질의 처리 시간이 증

가한다. 그러나 Ours가 SETI에 비하여 질의 처리 성능이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SETI는 희소 시간 인

덱스를 사용하므로 질의 역이 증가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 

페이지 내의 모든 후보 라인 세그먼트들을 상으로 질의 

내 시간 조건의 만족 여부를 별하는 오버헤드가 속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Ours는 SETI에 비하여 약 50%～120%

까지의 성능 향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3] 최근 질의에 따른 질의 처리 시간 비교

실험 3에서는 최근 질의에 한 질의 처리 시간의 변화를 

비교  평가한다. (그림 7)은 체 질의에 하여 최근 질

의의 비율이 10%부터 90%까지 변화하는 상황에서의 질의 

처리 시간을 나타낸다. 실험에는 세그먼트 개수가 400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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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인 궤  데이터를 사용하며, 질의 역 허용 범 는 

0.1%로 설정한다. 최근 시간 구간내에 존재하는 궤  데이

터로부터 임의 추출하여 최근 질의를 생성한다. 실험 결과

에 의하면, SETI는 최근 질의의 비율에 거의 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질의 처리 시간을 보이는 반면, Ours는 최근 

질의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질의 처리 시간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SETI는 모든 세그먼트들을 디스크상에 

인덱스로 구성하여 장하는 반면, Ours는 최근에 삽입된 

세그먼트들은 최근 시간 구간에 한 인덱스로 구성하여 메

인 메모리상에 리하기 때문이다. (그림 7)의 결과에 따르

면 Ours는 SETI에 비하여 100%～1000%까지의 성능 개선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4] 삽입 시간 비교

실험 4에서는 삽입 시간을 비교, 분석한다. 실험에서는 세

그먼트 개수가 400만개(4M)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성된 인

덱스에 새로이 10,000개의 세그먼트를 삽입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측정한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SETI가 Ours에 

비하여 체 으로는 좋은 삽입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이유는 Ours는 하나의 시간 구간내에 장되는 세

그먼트의 개수인 k=1,000이 될 때마다 메모리에 구성된 인

덱스를 디스크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덱스를 

매번 공간 차원으로 분할하여 재구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버헤드가 체 평균 삽입 시간에 반 되어 성능이 하되

기 때문이다. 반면 SETI는 공간 차원에 한 분할을 인덱스

를 구성하기 에 미리 결정하여 해쉬 테이블로 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세그먼트가 속하는 공간 셀 역의 인덱스를 

액세스하여 삽입하는 방식으로 공간 분할에 한 오버헤드

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림 8)과 같이 k=1,000이 되

는 시 을 제외하면 Ours는 SETI에 비하여 약 60%～590%

까지의 좋은 삽입 성능을 보 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용량 이동 객체의 궤  데이터베이스를 

한 효율 인 인덱스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

는 역 질의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이동 객체의 궤 에 속하는 라인 세그

먼트들이 시간 흐름에 따라 순서 으로 삽입되며,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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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과거 궤 보다는 최근 궤 이 질의의 검색 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삽입과 검색 효율성을 

극 화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략을 사용한다. 먼 , 

라인 세그먼트들을 시간 구간별로 구분함으로써 재와 과

거 라인 세그먼트들을 분리한다. 높은 액세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최근 라인 세그먼트들에 하여는 메인 메모리상

에 인덱스를 리하며, 부분의 과거 라인 세그먼트들에 

해서는 디스크 상에 인덱스들을 리한다. 각 시간 구간

에 속하는 라인 세그먼트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인덱스

를 구축한다. 먼 , 2D-트리를 이용하여 체 공간 차원을 

유사한 수의 라인 세그먼트들이 배정되도록 다수의 셀들로 

분할한다. 한, 분할된 각 셀마다 (x, y, t)에 하여 작은 

크기를 갖는 3차원 R
*-트리를 두어 보다 상세한 인덱싱을 

지원한다. 

다양한 분포와 크기를 갖는 궤  데이터 집합을 상으로 

실험을 통한 성능 평가를 수행하 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다단계 다  인덱스 기법이 기존의 SETI

를 이용한 기법에 비해 작은 크기의 인덱스 구조를 사용하

면서도, 검색 연산면에서 3～10배까지의 성능 향상이 있음

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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