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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쇼핑몰, 컨벤션센터 등의 복잡한 실내공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실내 길안내와 같은
실내 위치기반의 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위치기반의 서비스들은 대부분 이
동객체들의 위치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 받아 처리하는 공간연속질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연속질의를 서버에서 처리하는 구조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러한 방
법들은 이동객체와 클라이언트의 수가 증가할 경우 서버에 그에 비례하는 부하가 걸리
는 약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내공간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확장성이 있는 연
속질의처리 방법을 제안한다. 클라이언트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데이터 구성한
후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로 브로드캐스팅해주고, 각 클라이언트에서
자신의 조건에 맞게 데이터를 여과하여 질의를 처리하는 것이 이 방법의 주요내용이다.

1. 서론
쇼핑몰, 컨벤션센터, 지하철 환승역 등
의 복잡한 실내공간의 수가 증가함에 따
라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내비게이
션과 같은 위치기반의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위치기반의 서비스들은
대부분 이동객체들의 위치정보를 지속적
으로 갱신 받아 처리하는 공간연속질의를
[1]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2]
연속질의를 서버에서 처리하는 구조에 초
점을 두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이동객체
와 클라이언트의 수가 증가할 경우 서버
에 그에 비례하는 부하가 걸리는 치명적
인 약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내공간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의 클라이언트에게 확장성
이 있는 공간연속질의처리 방법을 제안한
다. 클라이언트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데이터들을 색인과 함께 구성한

후 특별한 디코더가 필요 없이도 인터넷
네트워크 카드로 통신이 가능한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하여 모든 클라이언트
로 브로드캐스팅 해준다. 각 클라이언트
에서 색인을 통해 각자 조건에 맞는 데이
터만을 여과하여 연속질의를 처리한다.

2. 클라이언트에서 질의 처리 방법
연속질의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서버-클
라이언트 구조로 서버 측에서 처리하는
방법과 클라이언트 측에서 처리하는 방법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버의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 연속질의를 각 클라이언트
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림 1)과 같이 서버는 클라이언트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정보들을 스케
줄러에서 분석하여 색인과 함께 데이터를
구성한다. 서버는 인코더를 통해 스트림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해 주기만 하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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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에서는 색인을 통해 자신이 원

우터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하는 정보만을 필터링하여 연속질의를 처
리한다. 이때 실내에서 이동객체의 위치
는 셀 기반 위치표현 방법[3]을 사용하고
(그림 2)와 같이 실내공간을 구조화한 색
인과 데이터를 구성한다.

에는 대안으로 Unicast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공통적인 데
이터를 배포하는 관점에서 브로드캐스팅
이지만 전달하는 방법은 Unicast 이다. 비
록 서버에서 전달해야할 클라이언트의 목
록을 관리해야 하는 부하가 생기지만
Multicast와 마찬가지로
따른 부하는 없다.

연속질의처리에

4. 요약 및 결론

그림 1. 클라이언트에서 연속질의 처리

그림 2. 색인과 함께 구성된 데이터

3. 데이터 전송 방법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 할 때 전송 방법
이 중요한데, IP 기반의 Broadcast, Multicast,
Unicast의 방법이 있다. Broadcast 방식은
라우터에서 설정을 거치지 않으면 허용하
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Multicast는 특정 그룹을 지정하여 데이
터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서버는 생성된
IP주소로만 데이터를 전송하고 생성된 IP
주소에 가입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만 데이
터를 받을 수 있다. 서버는 생성된 IP주소
로 한번만 데이터를 전송하면 되기 때문
에 클라이언트의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부하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Multicast
또한 Broadcast와 유사하게 대부분의 라
우터에서 허용하지 않고 서버의 서브네트
워크에서만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의 물리적인 위치
가 반드시 서브네트워크이어야 하기 때문
에 제한된 실내공간의 특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Multicast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나 라

연속 질의를 처리할 때 클라이언트의
수가 많은 환경에서 서버 측의 부하를 줄
여주기 위해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하는 방
법을 제시하였다. 서버는 클라이언트들이
공통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색인과 함께
구성하여 브로드캐스팅 해주고 각각의 클
라이언트에서 자신의 조건에 맞게 필터링
하는 것이다. 이 때 브로드캐스팅 하는
방법으로는 IP기반의 Multicast가 가장 이
상적이지만 라우터의 제한으로 그 대안인
Unicast가 있음을 확인했다. 향후에는 복
잡한 건물인 컨벤션센터와 같은 테스트베
드 환경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 실험하여
성능평가 및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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