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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격자 방식의 공간 색인 방법은 간단한 구조와 단순한 색인 과정, 구현의 용이성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데이터의 분포에 영향을 많이 받아 밀집된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특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정 격자 색인 방법에 합병 정책을 적용하여 고정 격자 색인 방법의 성능을 향상
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방법에 따르면 공간 효율성이 매우 증가하고 다른 공간 색인 방법
에 비해 색인 과정이 단순해 지며, 공간 색인의 성능이 다른 색인 방법에 비해 증가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서론
대부분의 공간색인 방법들은 공간객체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
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졌다. 실제로 이 가정은 대부분의 응용
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R-tree 계열의 공간
색인 방법은 공간객체의 분포에 상관없이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1]. 그러나 공간 객체의 분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색인 구조가 복잡해지게 되었다. 반
면에 격자 파일[2]이나 고정 격자 파일과 같은 공간 색인 방
법은 비균등 분포의 공간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이 떨어지지
만, 균등분포의 공간 데이터에 대해서는 좋은 성능을 보인다.
또한 이들 공간 색인 방법은 간단한 구조와 단순한 색인 과정,
구현의 용이성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응용 분야
에서 주어지는 실제 공간 객체의 분포는 비균등하기 때문에
이들 방법은 사용되기 곤란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정 격
자 색인 방법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밀집된 데이터에 대해 디
스크 저장 효율은 높이기 위해서 합병 정책을 고정 격자 색인
방법에 적용해 보았다.

2. 고정 격자 색인 방법의 장단점
고정 격자 색인 방법은 전체 데이터 영역을 일정 간격으로 나
누어 하나의 격자를 하나의 디스크 블록에 저장하는 구조이다.
하나의 격자는 하나의 디스크 블록에 해당 되므로, 질의 영역
과 겹치는 격자에 해당되는 디스크 블록을 읽으면 되므로 다
른 공간 색인 방법과 같이 색인 과정의 디스크 접근이 불필요
하다.
이렇듯 구조가 간단하여 색인 방법이 간단한 데도 불구하고
고정 격자 색인 방법이 널리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성 때문이다. 고정 격자 색인 방법은
균등 분포의 데이터에는 좋은 성능을 보이는 반면, 비균등 분
포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밀집되어 있을수록 급격히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하나의 격자가 하나의 디스크 블록에
해당되게 되므로, 하나의 격자에 포함된 데이터의 개수가 하
나의 디스크 블록에 저장될 수 있는 최대의 데이터 개수보다
작아야 한다. 그런데 밀집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면 격자가
잘게 나누어지게 되고 이 때, 사장공간(Dead Space)이 증가
하게 된다. 사장공간이 증가하게 되면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색인의 성능이 저하되게 된다.
몇 개의 격자를 짝지어 하나의 디스크 블록에 저장하면 저
장 공간의 효율성이 증가되며 색인의 성능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합병을 이용한 고정 격자 색인 방법의
성능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3. 합병(Merge) 방법
합병 방법은 크게 이웃 합병 방법과 Linear Clustering 방법
으로 나눌 수 있다. 이웃 합병 방법은 기준이 되는 격자를
중심으로 주변의 격자를 병합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이웃
합병 방법으로는 Tree구조를 이용하는 Buddy System이 있
고[1],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4-Neighbor Merge, 8Neighbor Merge방법이 있다. Linear Clustering 방법은 전
체 격자들을 Linear Ordering한 뒤 그 순서대로 병합하는 방
법이다. Linear Clustering 방법에는 Column-wise Scan,
Column-wise snake Scan, Z-curve, Gray-code, Hilbert
Order 방법이 있다[2].
3.1 이웃 합병 방법(Neighbor Merge)
이웃 합병 방법에는 기존에 소개된 방법으로는 그림 1에서
나타낸 Buddy System과 Neighbor System이 있다[1]. 이 방
법은 Grid File에 사용되는데 트리 구조의 색인을 보조 장치
로 사용하여 트리의 데이터 노드의 이웃하는 격자를 합병하는
방법이다. Buddy System은 같은 부모를 가지는 노드를 합병
하고, Neighbor System은 이웃하는 부모의 노드까지 합병한

다.

(a) Buddy System
(b) Neighbor System
그림 1. 이웃 합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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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이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 합병하는 방법이다. 실 그림 2. 8-Neighbor 합병 방법
험 결과 8-Neighbor방법을
이용한 것이 성능이 조금 더 나았기 때문에 본 논문의 4장의
실험에서는 8-Neighbor 합병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웃 합병 정책을 이용하는 경우 중심이 되는 격자를 어떻
게 이동시키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3.2에
서 다루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합병을 이용한 고정 격자 색인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된다. 먼저 전체 데이터 영역을 고
정 격자 색인 방법으로 나눈다. 그리고 합병 정책에 따라 각
격자들을 합병하되, 합병된 격자들의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디스크 블록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데이터 개수를 넘지 않
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각 합병된 격자들을 하나의 디스크 블
록에 저장한다. 그러면 영역질의가 주어졌을 때, 각 격자들이
어느 디스크 블록에 할당되어 있는지를 알아와서 질의를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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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영역질의 처리
본 연구에서는 실험 데이터로 서울 데이터와 몽고메리카운
티 데이터, 그리고 균등 분포의 합성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각
각 100,914개, 27,282개와 100,000개의 점 데이터로 이루어
져 있는 데이터이며 실제 데이터는 그림 5와 같다.

3.2 Linear Clustering을 이용한 합병 방법
Linear Clustering을 이용한 합병 방법은 전체 격자를 순서를
매긴 뒤, 순서대로 하나의 디스크 블록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데이터를 넘지 않도록 합병해 가는 방법이다. 전체 격자
를 순서를 매기는 방법에는 Column-wise Scan 방법,
Column-wise Snake Scan 방법, Z-Order 방법, Gray-code
방법, Hilbert Order 방법이 있다[2]. 본 연구에서는 Linear
Clustering 방법으로는 성능이 가장 좋다고 알려진 Hilbert
Order 방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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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lumn-wise Scan

(a) 서울 데이터

(b) 몽고메리카운티 데이터

그림 5. 데이터
실제 데이터를 고정 격자 방식으로 나누어 각 합병 방법을
이용하여 합병한 결과는 아래 그림 6과 같다. 아래 그림은 몽
고메리카운티 데이터를 고정 격자 방식으로 변환한 뒤에, 8Neighbor 이웃 합병 방법을 이용하여 합병하고, 각 격자가
묶여진 모양을 같은 색으로 나타낸 것이다. 같은 색으로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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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ilbert Ordering

그림 3. Linear Ordering
앞 절에서 말한 이웃 합병 방법의 기준이 되는 격자의 이동
방법은 가장 간단한 Linear Clustering 방법인 Column-wise
Scan 방법과 가장 좋은 Linear Clustering 방법인 Hilbert
Order 방법을 이용하였다.

4. 실험
본 연구에서는 서울 데이터, 몽고메리카운티 데이터, 합성 데
이터에 대해서 각 데이터를 고정 격자 방법으로 나누어 이웃
합병 방법, Linear Clustering 합병 방법으로 합병한 뒤 메모
리 사용량과 질의 처리 성능을 평가해 보았다.
4.1 합병을 이용한 고정 격자 색인 방법

(a) NM_C

(b) NM_H

(c) LC_H

그림 6. 합병 결과
진 영역은 같은 디스크 블록에 저장되게 된다.
그림 6(a)는 중심이 되는 격자를 Column-wise Scan 방법
으로 이동시키면서 8-Neighbor를 합병한 것이고(NM_C), (b)
는 중심이 되는 격자를 Hilbert Order 방법으로 이동시키면서
8-Neighbor를 합병한 것이다(NM_H). 그리고 (c)는 Linear
Clustering의 Hilbert Order대로 전체격자의 순서를 정해 순
서대로 합병한 것이다(LC_H).
디스크 공간 활용도는 (a)가 85.11%, (b)가 90.91%, (c)가
89.89%로 기준이 되는 격자가 Hilbert Ordering된 이웃합병

방법이 디스크 공간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나 대체
적으로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4.2 메모리 사용량 비교
표 1에서 R*-tree와 합병 정책을 적용한 고정 격자 색인 방
법의 메모리 사용량을 비교해 보았다. R*-tree의 메모리 사용
량은 트리 구조의 색인의 중간노드와 데이터노드의 크기를 합
한 것이고, 고정 격자 색인 방법의 메모리 사용량은 각 격자
내부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2차원 배열
이다.
[표 1] 메모리 사용량

서울
몽고메리
합성

중간노드
28,672
12,288
24,576

R*-tree
NM_C NM_H LC_H
데이터노드
전체
격자
격자
격자
3,129,344 3,158,016 16,384 16,384 16,384
1,015,808 1,028,096
1,024
1,024 1,024
2,830,336 2,854,912
1,024
1,024 1,024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R*-tree는 색인에 서울 데이터는
약 3M, 데이터의 객체 수가 가장 작은 몽고메리카운티 데이
터에 대해서도 약 1M의 메모리가 필요하지만 고정 격자 색인
방법을 이용하는 NM_C, NM_H, LC_H 같은 방법은 가장 많
은 서울데이터와 같은 경우에도 16K 정도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R*-tree의 메모리 사용량은 데이터의 분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나, 고정 격자 색인 방법의 메모리 사용량은 데이터
가 밀집되어 있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100,914개의 비균등 분
포의 데이터를 가지는 서울 데이터가 100,000개의 균등 분포
의 데이터를 가지는 합성 데이터에 비해서 16배의 메모리 사
용량을 보이게 된다.
4.3 질의 처리 성능 비교

성능비(R*-tree)

아래 그림 7은 질의처리 성능비교 그림이다. R*-tree를 기준
으로 하고 질의 크기에 따라 각 색인 방법들의 성능비를 나타
내었다.

림 7은 R*-tree가 1000개의 질의를 처리할 때의 디스크 접
근 횟수를 1로 보고 나머지 색인 방법의 질의를 처리할 때의
디스크 접근 횟수의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NM_C
방법은 R*-tree에 대해 평균 83.57%, NM_H는 평균 85.13%,
LC_H는 평균 84.07%, STR 방법은 평균 89.6%의 디스크 접
근 횟수를 보였다. 그래서 고정 격자 색인 방법에 합병을 적
용한 것이 가장 좋은 질의처리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고정 격자 색인 방법에 여러 합병을 적용한 것들을
비교해 볼 때,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이지만 그래도 NM_C
방법이 NM_H, LC_H방법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과 STR을 비교해 볼 때는, 몽고메
리카운티 데이터와 같이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 영역이 분포되
어 있지 않고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좋은 성능
을 보이는 것 같지만,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 영역에 퍼져 있
고 밀집되어 있는 서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본
논문의 방법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데이터가 균등분포
를 이루는 경우에도 역시 본 논문의 방법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고정 격자 방법의 단순하고 효율적인 특성을
비균일 분포의 데이터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고정 격자 방법
으로 전체 데이터 영역을 나눈 뒤, 격자를 합병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다른 종류의 공간색인 방법과 달리,
색인 구조를 위한 디스크 접근이 필요 없고, 단순히 데이터를
읽기 위한 디스크 접근 만이 필요하므로 성능이 매우 향상되
었다. 또한 색인 방법이 단순하여 쉽게 다른 응용 분야에 적
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은 단순히 합병만을 고려하여 합병된 디스크 블록들
의 디스크 저장위치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후의 연구에서는
합병된 디스크 블록의 저장위치가 지역성을 보장하도록 하여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고정 격자 공간 색
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점 객체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아직까지는 2차원 객체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
였다. 따라서 이를 비점객체와 3차원 이상의 다차원 공간의
객체에 적용하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2.000
1.500

R*-t r e e

1.000

NM_ C

0.500

NM_ H

0.000

6. 참고 문헌

LC_H
0.500

0.333

0.200

0.100

0.010

0.001

STR

Q u e r y Size

[1]

(a) 서울 데이터
성능비(R*-tree)

1.500

R*-t r e e

1.000

[2]

NM_ C
0.500

NM_ H

LC_H

0.000
0. 500

0. 333

0. 200

0. 100

0. 010

0. 001

STR

Q u e r ySize

[3]

(b) 몽고메리카운티 데이터
성능비(R*-tree)

2.000
1.500

R*-t r e e

1.000

NM_ C

0.500

NM_ H

0.000

LC_H
0.500

0.333

0.200

0.100

0.010

0.001

[4]

STR

Q u e r ySize

(c) 합성 데이터

그림 7. 질의처리 성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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