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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시공간 데이터 스트림에서 심 이벤트를 검출할 수 있고 복잡한 공간 패턴을 감지

할 수 있는 시공간 복합 이벤트 처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이동 객체  정  객체에서 

발생하는 시공간 데이터 스트림에서 스트림 발생시각, 치 정보와 같은 시공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와의 조인을 통해 얻은 련 속성 정보를 활용하여 이벤트를 검출할 수 있다. 한, 시공간 정보가 포

함된 복잡한 패턴을 처리하기 해 공간 패턴 연산자를 사용하여 시공간 복합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

다.

1. 서론

   재 유무선 인터넷과 무선통신 인 라의 발 에 힘입

어 스마트폰, 넷북, MID등의 모바일 기기를 통한 유비쿼

터스 인터넷 환경이 구축 되어 있다. 이런 기기를 활용하

여 치 정보에 기반한 ‘친구찾기’,  ‘ 어천사’과 같은 응

용이 통신사에 의해 서비스 이고 ‘서울버스’, ‘지하철알

리미’와 같은 앱이 스토어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1,2] 하

지만 이와 같은 응용들은 이동 객체의 치정보에 기반하

여 주변 정보 제공, 치 악, 치 추  등의 단순한 정

보를 제공할 뿐이다.[4]

   최근 신용 카드를 복제하여 을 인출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 다.[5] 이런 경우, 카드 소유자가 서울 종로

에서 시내버스 환승을 하 고 한 시간도 안되어 같은 카

드로 부산 해운 에서 인출이 시도 되고 있다는 사건

(event)을 카드 도난 방지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다면 해당 신용카드는 복제된 카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른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응

용을 해서는 사용자의 치  시간 정보가 포함된 시

공간 데이터(spatio-temporal data) 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하고 환승 정보와 신용카드 결제 정보  개인 정보를 실

시간 융합하는 기법이 필요하다. 한, ‘종로에서 버스 환

승’, ‘해운 에서  인출 시도’ 와 같이 순차 으로 발

생한 사건을 감지할 수 있는 기법 역시 필요하다. 이와 같

1) 본 연구는 건설교통부 첨단도시기술개발사업 - 지능형국토정

보기술 신 사업과제의 연구비지원(07국토정보C05)에 의해 수행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이동 통신 기술의 발 과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이 실화 되면서 치정보에 한 요구는 더욱 더 

세련화  고 화 되어가고 있고[4] 치정보 뿐만 아니라 

시간정보도 포함하는 시공간 데이터  이기종 복합 속성 

데이터(heterogeneous complex attribute data)에 한 고

수 의 응용이 요구되는 시 이다.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하기 데이터 스트림 리 시스템

(DSMS: data steam management system)이 연구되었다. 

[6,7,8,9] 그러나 데이터 스트림 리 시스템는 시공간 데

이터가 포함된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합하지 않

고[10] 복잡한 패턴을 처리하기 힘들다. 시공간 데이터베

이스(spatio-temporal database)는 시공간 데이터를 처리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공간 데이터베이스는 이동 객체 

리에 을 둔 시스템으로[11] 이기종 복합 속성 데이터

를 다루기에 합하지 않다. 복합 이벤트 처리(CEP: 

complex event processing) 시스템은 이벤트를 패턴화하

여 복잡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지만 시공간 패턴을 처

리하기에는 부 합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공간 데이터를 포함하는 시공

간 데이터 스트림을 다른 데이터와 융합하여 이기종 복합 

속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법과 이와 같은 데이터에서 시

간과 공간을 패턴화하여 심 이벤트를 감지할 수 있는 

기법을 용한 시공간 복합 이벤트 처리(STCEP: 

spatio-temporal complex event processing) 시스템을 제

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수많은 이동 객체  정  객체에

서 량으로 무한히 발생하는 스트림 데이터를 도우를 

사용하여 유한하게 만든 뒤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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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공간 데이터 스트림과 다른 시공간 데이터 스트림, 

CSV, 센서 데이터, SWE, 데이터베이스 등의 이기종 데이

터를 융합하여 보다 유용한 정보가 포함된 이기종 복합 

속성 데이터를 생성한다. 그리고 복잡한 시공간 패턴을 직

으로 표 하기 해 INOUT, INSIDE, SEQUENCE 

등과 같은 시공간 패턴 연산자를 사용하여 시공간 복합 

이벤트를 처리한다. 

   제안시스템이 가지는 특징은 시공간 데이터 스트림과 

연 된 속성 정보를 SQL형식의 질의문으로 간단히 획득

할 있고 시공간 련 이벤트를 SQL형식으로 패턴화 할 

수 있어 복잡한 복합 이벤트 생성 질의 구성을 단순화 할 

수 있다는 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 련 연구에서는 데이터 스트림 리시스템, 복합 

이벤트 처리 시스템  시공간 데이터베이스에 하여 설

명하고 제3장에서는 제안 시스템인 시공간 복합 이벤트 

처리 시스템의 구조, 질의 형태, 패턴 연산자  앞에서 

언 한 고수  응용이 어떻게 패턴화 될 수 있는지에 

해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 결론을 언 한다.

2. 련 연구

2.1 데이터 스트림 리 시스템

   센서 네트워킹, 증권 정보 리 로그램, 네트워크 모

니터링 등의 응용들은 무한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생산하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끊임없이 삽입되는 데이터

를 스트림 데이터라 부르며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한 기법이 연구되었고, 그의 일환으로 STREAM, 

Aurora/Borealis, Cayuga 등과 같은 스트림 데이터 리 

시스템이 등장하 다. 이 시스템은 무한히 삽입되는 데이

터를 처리하기 해 도우 기반의 연속 질의 처리 기법

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스템은 부하 제한 기법, 

도우 기법, 질의 최 화, 고가용성  고확장성 등의 기

법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6,7,8,9] 시공간 데이터를 다루

기에는 합하지 않다.[10]

2.2 복합 이벤트 처리 시스템

   복합 이벤트 처리 시스템은 데이터 스트림 리 시스

템에 한 연구의 연장선에 있는 시스템으로 많은 이벤트 

소스로부터 발생하는 이벤트를 상으로 이벤트들 간의 

계, 향을 분석하여 응 되는 액션을 수행하는 시스템

이다.[12] 이 시스템은 데이터 마이닝, 침입 탐지 시스템, 

센서 처리 미들웨어 등의 응용에 사용되고 있고[13] 

StreamBase, Microsoft StreamInsight, Oracle Sensor 

Edge Server등의 상용화 제품이 매되고 있다.[14,15,16] 

하지만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공간 정보를 처리하기 해

서는 이 시스템에 시공간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기법

으로 처리해야 하므로[17]  실시간으로 시공간 패턴을 처

리하기에는 성능상의 이슈가 있다.

2.3 시공간 데이터베이스

   시공간 데이터베이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객체의 

치변화 정보가 장된 데이터베이스이다.[18] 이동 객체

에 해 효율 인 치 리 방법, 과거, 재, 근  미래

에 해서 시공간 질의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모델, 시공간 

질의어, 이동 객체에 한 색인, 불확실성 처리, 업데이트 

빈도 감소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18] 텔 매틱스 분

야의 인 비상구난, 차량보안, 교통정보 등의 응용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11] 하지만 이동 객체 리에 

을 맞춘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스트림 데이터를 다루

기에는 합하지 않다.

3 . 시공간  복 합  이 벤 트  처 리  시스템

3.1 시스템 구조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 체 구조이다. 

제안 시스템은 질의 생성기와 STCEP로 구성되어 있고 

STCEP는 Input/Output Stream Adaptor, STEvent 

Manager, STCQL Processor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시공간 복합 이벤트 처리 시스템 구조

   질의 생성기는 기존의 연속 질의[6]를 확장한 

ST-CQL를 사용하여 시공간 질의  시공간 패턴을 시스

템에 등록하고 Input Adaptor Manager에서 시공간 데이

터 스트림과 다른 데이터들과의 융합하여 이기종 복합 속

성 데이터를 생성한다. 그 뒤에, 이 데이터는 STEvent 

Manager에 등록된 시공간 패턴과 결과 집합과의 포함여

부를 검사한다. 이 때, 일반 연속 질의  시공간 연산 질

의는  STCQL Processor에서 수행한다. Output Adaptor 

Manager에서는 STCEP의 처리 결과를 외부로 송하기 

한 리자이다. 공간 DB에는 정  객체의 공간 정보가 

들어 있고, Historical DB에는 패턴 처리 시에 필요한 이

벤트 발생 객체의 과거 발생 이벤트 데이터가 장된다.

 다음 3.2 ~ 3.5 에서는 제안 시스템의 이기종 데이터 

소스 리와 데이터 모델과 질의 모델, 시공간 패턴 연산

자에 한 설명과 실제 응용의 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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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기종 데이터 소스 리

  시공간 복합 이벤트는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시공간 

데이터 스트림과 연 된 속성정보와의 복합  상황 분석

을 통한 결과로서 획득된다. 이 연 된 속성정보는 다양한 

외부 장장치에 장된 독립된 데이터 소스이다. 따라서 

이 속성정보를 근하기 해서는 리자가 해당 속성 정

보가 장된 데이터 소스의 물리  치(IP 주소, 포트 번

호 등)  근 방식(JDBC, JMS, TCP/IP 등)과 데이터의 

논리  구조(스키마)의 사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는 데이터 소스의 연결  복합 이벤트 생성을 한 질의 

구성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복합 이벤트 생성을 해 사

용될 데이터 소스들의 정보  스키마구조를 리하여 복

합 이벤트 생성 질의 구성을 단순화 할 수 있다.        

Catalog Server는 해당 데이터 소스의 스키마를 제공하

고 해당 데이터 소스의 근  데이터 획득의 리를 

앙에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데이터 소스 리자

는 이기종 데이터 소스의 별도의 속  근 방식을 이

용하지 않고 SQL 형식의 질의에 테이블의 이름만 기술하

여 질의 생성이 가능하다.

3.3 데이터  질의 모델

   모바일 기기에서 생성되는 (ID, x, y, gtime) 형태의 시

공간 데이터 스트림은 Input Adaptor Manager와 연결된 

외부 DB를 이용하여 속성 정보가 포함된 (ID, x, y, 

gtime, attr1, attr2..) 형식의 이기종 복합 속성 데이터를 

생성한 뒤, 이를 이벤트 검출 시에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하기 해 시공간 복합 이벤트 

처리 시스템은 기본 으로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 모델[19]

을 확장하여 치 정보와 시간 정보가 추가된 시공간 데

이터 모델을 사용한다. 제안 시스템의 데이터  질의 모

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계형 데이터 모델의 릴 이션(테이블) 구조를 사용

∙ 스트림 데이터는 량으로 끊임 없이 연속 으로 삽입

∙ 삽입 되는 데이터의 크기  수는 알 수 없음

∙ 입력되는 스트림 데이터를 시간  순서로 정렬

∙ 논리 (데이터 수), 물리 (시간) 단 로 데이터 처리  

   (window  이용)

∙ 시공간 데이터(x, y, time)을 처리하기 해 시공간 연  

   산자 사용

∙ 스트림 데이터의 질의 실행 범 가 연속 으로 갱신되  

   므로 연속 인 질의 처리

   시공간 패턴 감시를 해 기존의 데이터 스트림 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CQL[6]에 시공간 패턴 연산자를 추

가한 ST-CQL을 사용한다. ST-CQL로 작성한 질의를 시

스템에 등록하면 STCQL Processor에서는 해당 질의를 

평가하여 시스템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처리하게 된다. 복

잡한 이벤트의 경우 CREATE EVENT 을 사용하여 

이벤트를 분해하여 등록할 수 있다. 시공간 연산자는 

PATTERN 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때, 이벤트간의 

순서를 지정하기 해 SEQUENCE 연산자를 사용하고 해

당 객체가 일정 공간에서 이벤트를 발생하는지의 여부는 

INSIDE 연산자로, 특정 공간을 거친 객체의 이벤트 발생  

여부를 알기 해서 INOUT 연산자를 사용하게 된다. 

한, 개별 이벤트에는 AND, OR, NOT(!)와 같은 논리 연

산을 사용할 수 있고 이벤트의 지속 기간은 

WITH..TIME 을 통해 지정한다.

3.4 시공간 패턴 연산자

   제안 시스템은 시공간 질의를 해 기존 연속 질의

(CQL)[6]에 시공간 패턴 연산자를 추가한 ST-CQL을 사

용한다.  <표 1>과 같이 이벤트 간의 발생 순서나 이벤트 

감시와 같은 ‘시간’을 처리하기 해 SEQUENCE, 

WINDOW 를 지원한다. 한 이벤트가 발생한 치 정보

를 처리 하기 해 INSIDE, INOUT과 같은 연산자를 지원

한다.

<표 1>  시공간 패턴 연산자

연산자 설명

INSIDE(region) region 안에 있는가?

INOUT(region) region을 지나 갔는가

WITH...TIME 패턴 감시 지속 시간

SEQUENCE(e1, e2) e1, e2로 이벤트 발생

WINDOW 수 는 시간으로 처리

AND, OR, NOT(!) 논리 연산

3.5 응용

   이번 은 서론에서 언 한 고수  응용을 검출할 수 

있는 시공간 패턴의 를 보여 다. 일단, 최종 으로 시

스템에 등록될 질의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이벤트를 

발생순서와 계없이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서울에서 발생한 ‘환승’ 이벤트

∙ 부산에서 발생한 ‘결제’ 이벤트

   여기서 두 번째 이벤트는 서울 외 지역에서 발생한 이

벤트라 생각하여도 신용 카드 복제를 검출하는 것에는 문

제가 없다. 이와 같은 을 고려하여 최종 등록 질의를 다

음의 그림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그림 2) 최종 등록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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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그림 2)를 바탕으로 질의문을 작성한 이다. 

첫 번째 eChange 이벤트는 서울에서 발생한 ‘환승’ 이벤

트를 등록한 질의문이고, 두 번째 eAccount는 서울 외 지

역에서 ‘결제’ 이벤트를 검출하는 질의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 질의문은 eChange와 eAccount가 부 발생한 것을 

검출하는 질의문으로 이 질의문에 의해 서울에서 환승한 

사람  서울 외 지역에서 결제가 시도된 사람을 검출할 

수 있게 된다.

--  서울에서의 환승 정보

CREATE EVENT eChange

AS

SELECT CD.uid, CD.id

FROM ComplexData CD, SPTDB SDB

PATTERN (CD.x, CD.y) INSIDE(SDB.seoul)

WINDOW 1h

--  서울 외 지역에서의 결제 정보

CREATE EVENT eAccount

AS

SELECT AD.uid, CD.id

FROM AccountData AD, SPTDB SDB

PATTERN (AD.x, AD.y) INSIDE( !SDB.seoul )

WINDOW 1h

-- 다음 질의에 의해 시공간 패턴 검출

SELECT PES.uid, PES.id, PES.name

FROM Person PES

PATTERN ( 

             eChange AND eAccount

             WHERE eChange.uid = eAccount.uid

            ) SCEP     

            WITH 1h TIME

WHERE SCEP.uid = PES.uid

(그림 3) 시공간 패턴 검출 질의문

4.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단순한 질의 등록만으로 

시공간 데이터 스트림과 다른 데이터를 융합하여 이기종 

복합 속성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것과 시공간 정보를 

포함한 이벤트를 검출하는 고수 의 응용에 응하기 

해 시공간 연산자를 사용하여 시공간 패턴을 검출하는 

를 보 다.

   향후 연구로는 고수  응용에 합한 시공간 연산자를 

추가 연구하는 것과 시공간 연산자를 실제 구 함에 있어 

디스크 IO를 이기 해 메모리상의 인덱스를 리하는 

기법에 한 연구와 확장성 있는 이벤트 리 기법 그리

고 시공간 패턴을 등록할 경우, 패턴을 구성하는 이벤트들

의 결과 집합을 분석하여 시스템 자원을 일 수 있는 최

화 기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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