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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다차원 공간색인 방법의 성능 향상을 위해 근사법을 사용하여 노드의 팬아웃을 증가시키려는
시도가 많이 행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색인 구조의 정확성이 떨어져 불필요한 노드를 방문할 확
률을 높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적 데이터에 대하여 노드의 팬아웃을 증가시키기 위해 하향
식 STR 공간분할방법을 사용한 새로운 색인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공간분할방법을 사용하
므로 근사법을 이용한 방법에 비해 정확성이 높을 뿐 아니라 하향식 계층 STR을 제안하여 STR 공간
분할방법을 효율적으로 트리 구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이중분할 방법을 제안하여 점
데이터 및 사각형 데이터의 색인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장 공간을 줄여 불필요한 노드의 방문을
막아 성능을 향상시켰다.
1. 서론
대부분의 공간 데이터는 대용량의 데이터이다. 이러한 대용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질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
데이터를 위한 적절한 색인이 필요하다.
공간 데이터의 색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R-tree[1] 계열의 데이터분배 방
법을 이용한 공간 색인이다. R-tree 계열의 색인에서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 특히, 디스크 효율을
높이기 위해 R*-tree[3]와 같이 노드의 최소경계사각형의 넓
이와 둘레를 최소화하여 디스크 참조를 줄이기 위한 연구 등
이 있었고, Hilbert R-tree[5]나 STR[2] 방법을 이용한 패킹
R-tree와 같이 디스크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디스크
참조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있었다. 또한 근사법을 이용하여
노드의 팬아웃을 증가시킨 A-tree[6]와 같은 연구도 있었다.
R-tree외에도 공간을 분할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의 색
인도 연구되어 왔다[3]. 본 논문에서는 공간 분할 방법을 응
용한 정적 공간 데이터의 색인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에서
는 디스크 참조 수를 줄이기 위해 노드의 팬아웃을 증가시킨
다. 팬 아웃을 증가시키기 위해 하향식 계층 STR 공간분할
방법을 적용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제안하는
STR-tree의 전체적인 특징과 공간 분할 방법을 설명하고 있
다. 3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확장하여 사각형 데이터에 적용
한 방법을 살펴본 후, 4장에서는 제안한 색인과 R-tree[1]계
열인 R*-tree[3]와의 성능을 비교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결
론과 향후 연구에 대해서 살펴본다.
2. STR tree
본 논문에서 제안한 STR-tree에서는 R-tree 패킹에 사용되
는 STR[2] 방법을 공간 분할에 적용한다. STR[2] 공간분할
방법은 주어진 영역에 대하여 데이터의 개수를 일정하게 분배
하며 효과적으로 공간을 분할하는 방법이지만, 이를 그대로
트리 구조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전체 트
리에 적용할 경우 상위 노드의 영역들이 서로 겹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STR 공간분할 방법을 하향식(top-down) 계층적으로 적용한
다. 그림 1은 하향식으로 STR 공간분할을 적용한 그림이다.
그림 1의 왼쪽 그림은 공간을 x축 2개, y축 2개로 분할한 것
이다. 왼쪽 노드를 다시 하향식으로 분할한 것이 오른쪽 그림
이다. 오른쪽의 공간 분할은 대칭추가분할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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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향식 계층 STR 분할(높이=3)
하향식으로 STR-tree를 구축할 때 트리의 전체 높이를 추
정하여 적절하게 공간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1. 트리의 높이 계산
아래의 식 1은 STR-tree의 전체 트리의 높이를 추정한 식이
다. N은 데이터의 수이고 Bfnon-leaf, Bfleaf는 각각 중간노드와
단말노드의 팬아웃이다. STR-tree는 전체 트리의 높이를 정
한 후에 루트 노드부터 공간분할을 시작한다. 중간 노드의 팬
아웃을 이용하여 다시 하위 노드의 공간분할 적용하게 된다.
상위 노드부터 하위노드로 순환적으로 해당노드의 팬아웃을
이용한 공간분할을 적용한다.
 MAX (log N − log Bf leaf ,0) 
tree _ depth( N ) = 
 +1
log Bf non −leaf



K식1

2.2 공간 분할 방법
STR-tree는 하향식 공간분할을 이용한 색인으로 공간을 분

할하는 방법에 의해 색인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절에서는 STR-tree에서 사용하는 공간분할방법을 개량한
새로운 공간분할을 제안한다.
STR-tree에서 사용하는 공간분할 방법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C는 축별로 분할한 공간 분할 수를
의미한다.
1) 대칭 분할 방법
 c2
2) 비대칭 분할 방법  c1×c2
3) 대칭추가 분할 방법  c2+α
대칭 분할 방법은 공간을 대칭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예를 들
어 필요한 분할 수가 13일 때, x축과 y축에 대해 모두 4개의
영역으로 공간분할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3개의 셀은 실제
사용되지 않으므로 낭비되고 있다. 같은 경우 비대칭 분할 방
법을 적용하면 x축으로 7, y축으로 2의 공간으로 분할하게 되
면 1개의 셀이 낭비되게 된다. 반면 대칭 추가 분할 방법을
적용하여 분할할 경우 x축과 y축 모두 3개의 셀이 분할되고
추가로 4개의 셀이 더 나눠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아무런 셀
도 낭비되지 않아 디스크 참조 수를 줄이게 되므로 가장 효율
적이다. 따라서 대칭 분할 방법과 비대칭 분할 방법은 중간노
드의 최대 팬아웃을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대
칭추가 분할 방법은 대칭 분할을 한 후 중간 노드의 최대 팬
아웃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 트리의 높이를 줄이는데 큰 역할
을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간분할방법으로 대칭추가
분할 방법을 사용한다.
대칭추가 분할 방법은 필요한 분할을 할 때, 일단 대칭으로
분할한 후 부족한 분할을 추가로 분할하는 방법이다. 아래의
그림 2와 그림 3은 점 데이터에 기존의 STR[2]의 공간 분할
방법과 STR-tree의 공간 분할 방법인 대칭추가 분할 방법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에서 회색 격자는 그림 3의 회
색 격자보다 둘레길이가 큼을 알 수 있다.

2의 노드보다 그림 3의 노드가 디스크 참조를 줄인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2.3. 트리 구조
STR-tree의 노드는 크게 단말 노드와 중간 노드의 두 가지
로 구분된다. 또 각각의 노드는 단일 분할일 경우와 이중 분
할인 경우 저장하는 정보의 양이 달라진다.
STR-tree의 중간 노드는 셀 분할 정보와 자식 노드로의
포인터를 가지고 있다. 중간 노드를 R-tree와 비교할 때, 유
지하는 정보의 양이 공간 분할 정보만 가지게 되므로 최소경
계사각형을 가지는 경우보다 더 높은 팬아웃을 가지게 된다.
그림 4는 STR-tree의 중간 노드 구조이다. c는 각 축의 분할
수이며, α는 대칭추가분할에서 사용하는 추가되는 셀의 수로
0≤α ≤2c을 조건을 만족한다.
x 분할정보
(2c-2개)

α

C

STR-tree는 각 노드별로 STR 분할을 적용하여 색인 구조
로 만든 것이다. STR-tree에 영역 질의가 주어질 경우, 방문
한 노드의 STR 분할에 대하여 영역 질의와 겹치는 격자에
대하여 자식 노드를 방문하게 되는데, 한 레벨에서 STR-tree
색인 방법의 디스크 참조 수는 식 2[7]과 같다.
n

DiskAccess( R 2 ) =

∑ (w + R)⋅ (h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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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주소
(c2+α개)

그림 4은 x축에 대하여 c개, y축에 대하여 c개로 영역을 이중
분할할 경우 x 분할정보는 2c-2개 필요하며, y 분할정보는
2c2-2c개 필요하다. 이때 α개의 추가분할정보가 필요할 경우
추가분할정보는 추가 분할 정보영역에 기록하게 된다. 그림 5
에서의 추가분할정보는 0 ≤ α ≤ c 일 때 y분할정보 α개로 이
루어지며, c < α ≤ 2c 일 때 x분할정보 1개와 y분할정보 α-1
개로 이루어진다.
STR-tree의 단말노드 구조는 R-tree의 노드 구조와 같다.
즉, 데이터와 데이터의 디스크 주소를 저장하고 있다. STRtree에서 특징적인 구조는 중간노드의 구조이다. 이 경우 단
일분할과 이중 분할에서 저장하는 정보의 양이 다르다. 아래
의 식 2와 식 3은 STR-tree와 R-tree의 중간노드 팬아웃을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fanout R −tree =

그림 3. 대칭추가분할 방법

추가
분할정보

그림 4. 점 및 사각형 데이터를 위한 중간노드 구조

fanout STR −tree =

그림 2. 기존의 STR 공간분할

y 분할정보
(2c2-2c개)

BlockSize − NodeHeadSize + FloatSize
⋯ 식 2
FloatSize + DiskAddressSize

BlockSize − NodeHeadSize
⋯ 식 3
2 ⋅ FloatSize ⋅ Dimension + DiskAddressSize

FloatSize=4, DiskAddressSize=4 일 때 STR-tree의 팬아웃
은 R-tree의 팬아웃의 2.5배이다. STR-tree의 중간노드는 분
할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팬아웃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식 2에서 주목할 점은 STR-tree의 팬아웃이 차
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래의 그림 5는 그림 1의 STR-tree를 도식화한 것이다.
높이 3인 트리는 중간 노드와 단말 노드의 두 가지 노드가
있으며, 각각의 노드에는 공간 분할 정보와 디스크 주소를 저
장하고 있다. 데이터는 0에서 1사이로 정규화 되어있다. 루트
노드는 x축으로 한 개의 분할 정보, y축으로 2개의 분할 정보
를 가지고 있다. 또한 루트의 하위 노드는 다시 22+1의 대칭
추가분할이 이루어져 있다.

L 식2

식 2에서 wi와 hi는 i번째 격자의 너비와 높이를 의미하고,
R은 영역질의의 한 변의 길이를 의미한다. p는 STR 분할로
생긴 모든 격자들의 둘레길이 1/2을 의미하고, n은 격자의 개
수를 의미하는데, 디스크 참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격자의
개수를 최소화해야 하고, 또한 격자들의 둘레길이를 줄여야
한다. 둘레길이가 큰 노드가 작은 노드에 비해 디스크 참조
횟수에 약점을 가지게 됨을 식2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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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TR-tree 예시 (높이 = 3)

3. 사각형 데이터의 처리
STR-tree에서는 단순분할과 이중분할의 두 가지 셀 분할 정
보 저장 구조를 가진다. 점 데이터일 경우에는 그림 3와 같은
형태로 셀을 분할한다. 사각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그림 6과
같이 데이터의 최소 값과 최대 값의 경계 값을 저장하는 이중
분할 저장구조를 사용한다.

한함으로 디스크 참조를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성
능을 보이는 것이다.
STR-tree는 크게 두 가지의 장점을 갖는다. 첫째, 팬아웃
을 늘려 트리의 높이를 줄여 디스크 참조 수를 줄인다는 것이
다. 또, 식 2에서 알 수 있듯이 차원에 관계 없이 중간 노드
의 팬아웃이 일정하다는 것이다. 아래의 표 3는 차원이 증가
함에 따라 STR-tree와 R-tree의 중간노드 팬아웃을 비교한
것이다.
표 3. STR-tree와 R-tree의 중간노드 팬아웃 비교

그림 6. 사각형 데이터의 셀 이중분할 정보( 3 2 + 1 분할)
이중 분할인 경우 단순 분할 정보를 저장할 경우보다 저장해
야 하는 셀 분할 정보가 두 배가 되지만 사장공간을 줄여 디
스크 참조 수를 줄일 수 있다. 중간 노드의 팬아웃을 비교할
때, R-tree[1] 계열에서 사용하는 최소경계사각형에서 사용하
는 x의 최소값과 최대값과 y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저장하는
방법에 비해 절반의 정보를 저장하므로 상대적으로 노드의 저
장 효율이 높다.
4. 실험
본 장에서는 STR-tree의 색인 방법과 R*-tree[3]의 방법을
비교하여 성능 향상 정도를 알아 본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
는 그림 7의 서울 지역 점 데이터(68,736개)와 그림 8의 미
국 몽고메리카운티 지역의 점 데이터(27,282개)이다. 사용한
디스크 블록의 크기는 4Kbytes이며 이중공간분할 방법을 사
용하였다.

그림 7. 서울 데이터

그림 8. 몽고메리카운티 데이터

표 1과 표 2는 R*-tree와 STR-tree의 노드 접근 수를 비교
하여 두 색인간의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표 1. 몽고메리카운티의 R*-tree STR-tree의 노드 참조 수
질의크기
(한 변의 길이)
1/10
1/100
1/1000

데이터분포
R*-tree
81056
16546
5869

STR-tree
21228
5917
2994

균일분포
R*-tree
34,737
7,343
5,902

STR-tree
12,709
3,345
3,047

표 2. 서울데이터의 R*-tree STR-tree의 노드 참조 수
질의크기
(한 변의 길이)
1/10
1/100
1/1000

데이터분포
R*-tree
115,659
25,788
8,308

STR-tree
62,311
19,674
9,964

균일분포
R*-tree
61,892
11,065
4,879

STR-tree
39,806
12,422
9,731

표 1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의 크기가 클 경우 월등
한 성능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질의 크기가 작아질 경우 성
능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R*-tree의 경우 최소경계사
각형을 사용하므로 중간노드에서 불필요한 노드의 방문을 제

차원

R-tree

STR-tree

(블록크기=1024bytes)
비율

2

51

128

2.510

4

28

128

4.571

6

19

128

6.737

8

15

128

8.533

10

12

128

10.667

12

10

128

12.800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STR-tree라는 정적 데이터를 위한 효율적인
공간색인을 제안하였다. 사용한 공간분할 방법은 대칭 추가분
할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점 데이터와 정적 사각형 데이터 모
두 적용 가능하다. 또한, 제시한 방법과 R*-tree와의 성능을
비교하여 노드의 저장 효율 향상을 알아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2차원 데이터로 데이터 수가 10만개 이하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본 색인을 좀더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다차원 데이터에 적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 색인의 성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요
소에 관한 추가적인 구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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