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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부분의 지리정보 시스템들은 유클리디안 공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셀룰러 공간 역
시 많은 지리정보 시스템 응용을 위한 기반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 셀룰러 공간에 존재하
는 이동객체의 이동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클리디안 공간과 분명히 다른 특징을 갖
는 셀룰러 공간상에 존재하는 이동객체들의 유사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본 논
문에서는 셀룰러 공간에 존재하는 이동객체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셀룰러
공간에 존재하는 궤적들 간의 유사도를 정의할 수 있는 2가지의 비교지수를 제시하고, 실험
을 통해 제시한 비교 지수들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요어 : 이동객체 궤적, 유사도, 셀룰러 공간
ABSTRACT : While most GIS are based on Euclidean space, cellular space can be used as an
alternative type of space for a large number of GIS applications. In order to analyze the pattern
of moving objects in cellular space, we need new definitions of similarity between their
trajectories since the trajectory in cellular space significantly differs from those in Euclidean
space. In this paper, we study the properties of moving objects in cellular space. Based on these
observations, we propose several similarity measures between trajectories in cellular space. We
analyze the difference of the proposed measures by experiments.
Keywords : moving objects trajectory, similarity, cellula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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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부분의 유사성을 검색하는 방법은 유클리
디안 공간을 기반으로 하거나 도로 네트워

최근 몇 년 사이, 이동 컴퓨팅과 센서,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기술의 발달에 따
라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대용량의
시공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게 되었다(정지
안 외, 2006). 이러한 기술들에 의해 수집된
대용량의 시공간 데이터들은 다양한 응용분
야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분석할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데이터 마이닝은 이러한 데이터들의 주요
응용 분야중 하나로써, 데이터 마이닝 분야
에서 유사성 검색은 다른 객체들을 유사한
그룹으로 클러스터링하거나 혹은 기준 값에
따라 객체를 분류하기 위한 중요한 연산중
의 하나이다(이병길, 2003). 예를 들어, 대형
쇼핑몰에서 유사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거나,
특정한 행동 패턴을 따르는 고객들의 공통
되는 행동 양식을 발견하는 것은 쇼핑센터
의 고객의 성향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며, 마
케팅 계획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이동객체의 궤적의 특정한 패턴을 발
견하기 위해서는 유사도 기준이 정의되어야
하고, 유사성 검색이 필요하다.
유사한 이동객체를 찾는 대부분의 연구들
이 유클리디안 공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
나, 실세계에서 사람이나 차량과 같은 대부
분의 이동 객체들은 도로 상이나 실내 공간
에 존재한다. 이러한 이동 객체들의 움직임
은 궤적으로 표현되고, 그것들 간의 유사성
을 검색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실내 공간과 같은 셀룰러 공간에 존재
하는 이동 객체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연
구가 최근에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크 공간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기존의 대
부분의 방법에서 유클리디안 공간이나 도로
네트워크 공간의 이동 객체들의 궤적은 (x,
y, t)의 집합으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실세계
에서의 위치는 (x, y, t)와 같은 좌표보다는
셀에 의해 참조된다. 예를 들어, “422호에는
누가 있는가?”라는 공간 질의를 처리하기 위
해서는 방번호로 참조되는 위치가 (x, y, t)좌
표보다 더 유용하다.
셀룰러 공간에서의 공간 표현방법은 유클
리디안 공간에서의 공간 표현방법과 확연히
다르며, 셀룰러 공간에 존재하는 이동객체의
궤적 역시 다르게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클리디안 공간이나 도로 네트워크 공간에
존재하는 이동 객체들의 궤적들 간의 유사
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셀룰러 공간의 이동
객체들의 궤적에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셀룰러 공간에서 이
동하는 객체들의 궤적간의 유사성에 관심을
둔다. 우리는 셀룰러 공간이라는 새로운 공
간을 정의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이동 객
체의 궤적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
한다. 또한, 셀룰러 공간에서 이동 객체의 궤
적이 가지는 특징을 반영하여, 이동 객체의
궤적들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는 관련연구와 연구 동기에 대하여 소개한
다. 3장에서는 셀룰러 공간에 존재하는 이동
객체의 궤적 표현방법과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결과는 4장에서 보이
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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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로 네트워크 공간이나 셀룰러 공간 등에서
움직이고 있다. 도로 네트워크 상의 이동 객체

이동 객체의 궤적을 다루는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슈를 가진다.

들의 궤적에 대한 다양한 표현 방법과 질의 처리
방법들은 많이 연구되어온 반면(Michalis, Ouri,
2001; Nirvana, Rolf, 2003), 실내 공간과 같은
셀룰러 공간에 존재하는 이동 객체의 궤적에

ㆍ이동 객체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
ㆍ이동 객체의 궤적을 표현하는 방법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셀룰러 공간에

ㆍ이동 객체 궤적들에 대한 유사성 측정 방법
이동 객체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서 이동 객체 추적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

존재하는 이동 객체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하
여 몇몇 방법들이 제안되었다(Christian ․Frank,
2005). 이 연구에서는 실내 공간에서의 위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심볼릭 위치 모델들

어지고 있다. 끊임없이 바뀌는 이동 객체의
위치정보를 매순간마다 유지하는 것은 통신
부하를 가중시키고, 위치 정보 획득을 위한

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한 3가지 위

자원의 사용이 증가되어 비효율적이다(정재
승 외, 2006). 이에, 이동 객체의 위치를 추적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둘째로, 이동 객체들의 궤적에 대한 유사

치 모델은 모두 개념적인 것으로, 실제의 기
술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없다.
성은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다. 이동 객체
궤적들 간의 유사성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이동 객체의 위치 정보가 이
미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유사성 측정
방법을 제시하므로, 이동 객체의 추적에 관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함수 있다. 기존의 많

한 것은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존의 관련 연구 중에서 이동 객체의 궤적
을 표현하는 방법과 유사성 측정 방법에 대

(Rakesh 외 1993; Kin, Ada, 1999). 이러한 방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이동 객체의 궤적을 표현하는 방법
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기존
의 이동 객체의 궤적을 표현하는 방법은 대
부분 유클리디언 공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
다(Ralf 외, 2000; Ludger 외, 2004). 유클리디

은 연구들이 이러한 민콥스키 거리의 L2거리
인 유클리디안 거리 함수를 사용하고 있다
법들은 각각의 값들을 벡터로 맵핑한 후, 각
점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하여 유사성
을 측정하는 것이다. 유클리디안 거리 함수
를 사용하여 계산이 용의한 장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길이의 궤적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 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동 객체들의 궤적에 대한 유사성을 측
정함에 있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시간정합

언 공간에서 이동 객체의 위치는 (x,y) 혹은
(x,y,time)으로 표현되며, 그 궤적의 정보는
TR ={(x1,y1,t1), (x2,y2,t2), ... , (xn,yn,tn)}과 같은

(time wraping)을 이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

형태로 표현된다.
그러나 실세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이동

정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Yasushi 외

객체들은 단순히 유클리디안 공간보다는 도

하한거리로 사용하는, 동적 시간 정합(Dynamic

었다. Eamonn과 Michael(2000)은 서로 다른
길이를 갖는 시계열 데이터들 간의 유사성을
(2005)는 시간 정합 거리의 근사값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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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Wraping)을 위한 빠른 검색 방법을 제
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대부분 두
궤적간의 유사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샘플
링된 위치의 순서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인 차이점은 셀룰러 공간은 공간적 속성의
기하적 표현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이다. 본 논문에서는 단순성을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속성들을 가정한다.

이것은 시간 차원은 궤적간의 유사성을 판별
하는데 있어서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에, Nikos 외(2007)는 궤적 데이터 베이
스에서의 궤적간의 유사성 검색을 크게 시공
간 유사성과 공간 유사성으로 분류하고, 각각
에 대한 유사성 검색 방법을 제시하였다.

ㆍ이동 객체가 존재하는 전체 공간은 셀들
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ㆍ셀들 간의 겹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ㆍ모든 이동 객체들은 반드시 하나의 셀 안
에 존재한다.

실제로 셀룰러 공간에 존재하는 이동 객
체의 궤적들 간의 유사성을 비교한 연구는
없으나, 궤적의 모양에 따른 유사성 비교 연
구 가운데, Bin과 Jianwen(2008)이 제시한 그

이러한 가정에 따라, 이동 객체의 위치는
이동 객체가 위치한 셀 아이디에 의해 참조
된다. 셀룰러 공간의 셀과 유사한 개념이 액

리드 표현방법을 이용한 유사성 비교 방법
은 셀룰러 공간에서의 그것과 비슷한 형태
를 보인다. Bin과 Jianwen은 기존의 선형적

티브 뱃지 위치 시스템에 의하여 소개되기
도 하였다(Roy 외, 1992).
이동 객체의 위치를 셀 아이디로 표현한

표현 방법을 이용한 궤적들 간의 유사성 비
교의 계산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점에 착안
하여, 궤적을 그리드로 표현하였다.

다면, 이동 객체의 궤적은 이동 객체가 방문
한 셀의 순서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셀
룰러 공간에 존재하는 이동 객체 m의 궤적
TR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 셀룰러 공간의 이동 객체 궤적과
유사성

TR(m) = {(c,I) | c∈C, I = [tin, tout)}

본 장에서는 셀룰러 공간의 기본 개념과 궤

여기서, tin과 tout은 객체 m이 셀 c에 진입
한 시간과 탈출한 시간을 의미하며, c는 이

적의 표현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궤
적의 시공간적 속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장
공통 부분열(Longest Common SubSequence)방

동 객체 m이 시간 구간 I동안 존재한 셀을
의미한다. 그림 1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셀룰러 공간에 존재하는 이동 객체의 궤

법을 확장하여 궤적간의 유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제안한다.

적의 예를 보인다. 서로 다른 이동 객체 a, b,
c가 각각 주어진 그림과 같이 움직였을 때,
이동 객체들의 위치는 그림 1과 같이 단순히

3.1 셀룰러 공간의 이동객체 궤적
셀룰러 공간과 유클리디안 공간의 기본적

이동 객체가 존재했던 셀의 아이디와 해당
셀에 머무른 시간 구간으로 표현된다. 그림
2는 그림 1에서 표현된 이동 객체의 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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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현한 그림이다.
따라서 두 궤적간의 유사성은 이러한 궤

장되어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장 공통 부분열 방법을 셀룰러 공간에 존

적의 표현을 기반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비
록, 이러한 방법에 따라 셀룰러 공간에서의
궤적들 간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없

재하는 궤적들 간의 유사성 측정에 사용하
기에는 2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지만, 이와 유사한 접근 방법으로 문자열간
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있다. 예를 들
어, 최장 공통 부분열(LCSS)을 통하여 두 문

ㆍ문자열 비교에서는 시간적 측면이 고려되
지 않는다.
ㆍ문자열의 출현 순서와 달리, 셀들의 출현

자열간의 유사성을 정의하는 방법이 제안되
었고(Daniel, 1977), 문자열은 셀룰러 공간의
궤적을 표현하는 셀의 순서열과 동일한 형

순서에는 셀들 간의 위상과 같은 공간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태로 표현된다(Lasse 외, 2000). 이것은 최장
공통 부분열 방법이 셀룰러 공간의 이동 객
체의 궤적들 간의 유사성을 정의하는데 확

이에, 본 논문에서는 셀룰러 공간에서의
궤적들 간의 유사성 측정에 LCSS를 확장하
여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LCSS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궤적들 간
의 공간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시간적 측면
을 반영하고자 한다.

3.2 최장 공통 부분열(Longest Common
Subsequenc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동 객체 궤적간
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Daniel(1977)에
의해 제안된 LCSS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동 객체 a, b가 각각 n, m개의 셀을 차례대
로 방문하였을 경우, 두 이동 객체의 궤적들
간의 유사성을 LCSS의 정의를 이용하여 재
[그림 1] Example of trajectories in cellular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space

정의 1. LCSS

정의 1에서, ai와 bj는 객체 a와 b가 각각 i
[그림 2] Visiting time intervals at each cell

번째와 j번째 방문한 셀을 의미한다. LCSSa,b
(i, j)는 이동 객체 a의 i번째 셀과 이동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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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j번째 셀까지의 최장 공통 부분열의 길
이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재귀적 정의에 의

궤적이 공통된 셀을 많이 지났음을 의미한
다. 이것은 두 궤적의 이동 패턴이 유사함을

해, 그림 1에서 보았던 이동 객체 궤적 TR(a)
와 TR(b)간의 LCSS값을 표 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표 1에서 i는 이동 객체 a의 방문 셀의

나타낸다. 그러나, LCSS방법에서는 시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예를 들어, 그림 1에
서 이동객체 a와 c는 공통적으로 c9를 지나

색인이고, j는 이동 객체 b의 방문 셀의 색인
이며 표의 각 값은 a객체의 i번째 셀과 b객
체의 j번째 셀까지의 최장 공통 부분열의 길

지만, 이동 객체 a와 c가 c9를 방문하는 시간
구간은 서로 다르다.

이를 나타낸다.
예들 들어, 이동 객체 궤적 TR(a)와 TR(b)
의 최장 공통 부분열의 길이는 4이고, 최장

3.2 공통 방문시간 (Common Visit Time
Interval)

공통 부분열은 {(c2,(1,1)), (c3,(2,2)), (c6,(3,3)),
(c8,(5,5))}, {(c2,(1,1)), (c3,(2,2)), (c6,(3,3)), (c9,
(6,4))}로 2개이다. 그림 3은 TR(a)와 TR(b)의

정의 1에서 제시한 LCSS방법은 시간에 대

최장 공통 부분열의 예를 나타낸다. 최장 공
통 부분열의 표현에서 원소 (c,(i,j))는 이동
객체 궤적 a의 i번째 셀과 b의 j번째 셀이 c
로 동일함을 의미한다.
두 궤적간의 LCSS값이 크다는 것은, 두

<표 1> An example of LCSS table
j

1

2

3

4

5

1

1

1

1

1

1

2

1

2

2

2

2

3

1

2

3

3

3

4

1

2

3

3

3

5

1

2

3

3

4

6

1

2

3

4

4

i

한 고려가 전혀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두 이동객체가 동일한 셀에 머문 시간의 크
기를 유사도의 정의에 반영하고자 한다. 만
약, 두 객체가 서로 동일한 시간구간 동안
동일한 셀에 머물렀다면, 두 객체의 궤적은
시간구간의 겹침이 없는 경우보다 더 유사
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이동객체 a와 b의 궤적간의 공
통 방문시간(CVTI)을 통한 유사성을 정의한
다. n과 m이 각각 이동 객체 a와 b가 방문한
셀의 개수를 나타낸다고 할 때, 공통 방문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정의 2. 공통 방문 시간(CVTI)


  



 ∩     

     

정의 2에 따라, CVTI는 두 이동 객체 a와
b의 전체 궤적에서 동일한 셀에 머문 시간
구간의 합을 의미한다. 그림 1에서 나타낸
이동 객체 궤적 TR(a)와 TR(b), TR(c)간의 공
[그림 3] An example of longest common
subsequence

통 방문 시간은 그림 4와 같이 계산된다.
그러나, CVTI의 정의에는 단지, 동일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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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ommon Visit Time Interval

간에 동일한 공간에 있었던 시간만을 고려
할 뿐, 이동 객체의 공간적 이동 형태에 대
한 고려가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CVTI
를 구할 때, LCSS의 최장 공통 부분열에 나
타나는 셀만을 고려하여 공통 방문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최장 공통 부분
열을 SLCSS라고 하고, 모든 최장 공통 부분열
의 집합을 S라고 하자. SLCSS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c,(i,j))의 순서로 나타나며, 이를
이용하여 공통 방문 시간구간을 다음과 같
이 재 정의할 수 있다.
정의 3. CVTILCSS
    



[그림 5] Comparision between CVTI and
CVTILCSS

라고하면, 그림 1에서 나타난 이동 객체 a와
이동 객체 b의 궤적 사이의 CVTIMAXLCSS(a,b)
값은 7이다.
그림 5는 이동 객체 궤적 TR(a)와 TR(b), TR(a)
와 TR(c)간의 CVTI와 CVTIMAXLCSS를 비교하
여 나타내고 있다. 궤적 TR(a)와 TR(b)의 경우,
그림 5에서 보듯이 CVTI와 CVTIMAXLCSS값은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궤적 TR(a)와 TR(c)은
CVTI값이 CVTIMAXLCSS값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이동 객체 궤적 TR(a)와 TR(c)
의 SLCSS을 구성하는 각 원소들의 관계에 의
해서 발생한다. 그러나, 방문순서를 고려하지 않

∩ 

 ∈ 

두 궤적간의 최장 공통 부분열이 1개 이상
존재하므로, CVTILCSS값 역시 1개 이상 나타
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든 최장

는 CVTI값은 방문순서를 고려하는 CVTIMAXLCSS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며, 이것은 CVTI값이
두 궤적사이의 CVTIMAXLCSS값이 가질 수 있는

공통 부분열의 공통 방문시간들 중의 최대
값을 선택하여 두 이동 객체 궤적 사이의 유
사도를 평가한다.

상한값이 된다.

4. 실 험

정의 4. CVTIMAXLCSS
본 논문에서는 셀룰러 공간에 존재하는

      ∈      

정의 4에 따라서, 정의 3에 의해 구해진
CVTILCSS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CVTIMAXLCSS

이동 객체 궤적들 간의 유사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두 가지 제시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유사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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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들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몇 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원본 데이터와 비교해서 정리한 것이다.
그림 6은 이러한 데이터 셋트에 대하여 LCSS,

첫째로, 실험을 위하여 데이터 생성기(Yannis,
Mario, 2000)로부터 생성한 이동 객체 궤적
을 본 논문에서 제시한 셀룰러 공간상의 궤

CVTI, CVTIMAXLCSS방법으로 각각의 유사
도 값을 계산한 평균을 나타낸다. 각 그래프
의 x축은 데이터 궤적의 아이디를 나타내고,

적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원본 궤적으로부
터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는 3세트의 데이터
궤적을 생성하였다. 각각의 데이터 세트들은

y축은 유사도 값을 나타낸다. 각 막대위의
숫자는 각 제안된 각 방법에 따른 질의 궤적
에 대한 각 데이터 궤적의 유사도 순위를 의

원본 궤적과 수정된 4개의 궤적으로 구성된
다. 표 2는 생성된 데이터 궤적들의 특징을

미한다. 예를 들어, 그림 6-a)에서 LCSS방법
에 따르면 궤적 TR1, TR2와 TR3의 순위가 동

<표 2> Properties of derived data trajectories
데이터 궤적 아이디

절대적 시간영역

셀에서 머문 시간의 크기

방문 순서

TR1

원본

원본

원본

TR2

다름

원본과 동일

원본과 동일

TR3

원본과 동일

다름

원본과 동일

TR4

원본과 동일

원본과 동일

다름

TR5

다름

원본과 동일

다름

TR6

다름

다름

다름

[그림 6] Average similarity value between data trajec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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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반면, CVTI와 CVTIMAXLCSS방법에서는
각 궤적들이 서로 다른 유사도 순위를 가진

상관계수의 값이 거의 1에 근접함에 따라,
두 비교지수간의 상관성은 매우 강하다고

다. 이것은 LCSS방법이 셀룰러 공간의 궤적
의 유사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부적합함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CVTI와 CVTIMAXLCSS

말할 수 있다. 따라서, CVTI와 CVTIMAXLCSS
방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둘 중
의 어느 방법이라도 셀룰러 공간상의 궤적

방법에 대하여 각각의 데이터 궤적의 순위
가 동일한 순위를 가지지만, 그림 6-d)와 같
이 순위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

들 간의 유사도를 분석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궤적의 특성을 좀 더 고
려하고 있는 CVTIMAXLCSS방법을 추천한다.

다. 이것은 CVTI방법은 유사도를 측정할 때,
동일한 셀의 중복 방문을 반영하는데 반하
여, CVTIMAXLCSS방법은 중복 방문의 경우를
무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는 CVTI
와 CVTIMAXLCSS방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그림 7은 CVTI와 CVTIMAXLCSS방법에
의해 계산되는 유사도 값으로 산포도로 나타
낸 것으로, 두 지수들이 거의 일치함을 보이
고 있다. 또한, CVTI와 CVTIMAXLCSS방법 간
의 상관계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보았다.




  
   

 
 



 
       



5. 결 론
대부분의 이동객체의 궤적들 간의 유사도
측정 지수들은 유클리디안 공간 혹은 도로
네트워크 공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
나 셀룰러 공간에서의 위치는 좌표로 표현
되는 유클리디안 공간과 달리 방 번호와 같
은 셀 아이디로 표현된다. 따라서, 기존의 연
구에서 제안된 유사도 측정 지수들을 셀룰
러 공간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인 셀룰러 공간에 대
하여 정의하고, 셀룰러 공간에 존재하는 이
동객체의 속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셀의 집합 형태로 셀룰러 공간을
나타내었으며, 이동 객체의 궤적은 방문한
셀과 시간 구간의 순서로 나타내었다.
셀룰러 공간의 이동 객체 궤적에 대한 유
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문
자열간의 유사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제안된
최장 공통 부분열 방법을 적용해보았다. 제
시한 두가지 방법들은 최장 공통 부분열 방

[그림 7] Comparison CVTI and CVTIMAXLCSS
between data trajectories

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시간적 속성을 고
려하여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동
객체 궤적의 공간적 유사성과 시간적 유사
성을 모두 고려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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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셀룰러 공간을 위해 제안된 첫 유사도
측정 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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