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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객체지향적 특성인 추상데이터타입과 속성 및 연

산의 상속성을 이용하여 구현가능한 시공간 질의 확장에 대하여 기술한다. 실세계의 공간 객체는

시간상에서 변화한다. 시공간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객체의 이력을 위해 공간 차원뿐만 아니라

시간차원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시된 시공간 데이터베이스는 공간 및 시간 차원을 각각 최

상위 클래스로 구성하고, 시공간 클래스들은 이 클래스들을 상속 및 확장하여 구현되었다. 이 연구

에서 수행된 시공간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시간과 공간 확장은 기존 시스템에서 시공간 데이터베이

스 시스템으로 전환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시공간 데이터베이스의 지원을 위한 기존 데

이터베이스의 변경을 필요하지 않은 장점을 갖는다.

주요어: 시공간 데이터, 객체-관계 데이터베이스, 시공간 분석

ABSTRACT

In the paper, we describe the query extension techniques for spatiotemporal query functionalities

on object-relational DBMS. The spatial objects in real world change the shapes over time.

Spatiotemporal databases support to manage a temporal dimension as well as a spatial dimension for

history of the objects. The proposed techniques can make conventional object-relational databases to

support spatiotemporal databases system by the implementation and inheritance of abstract data types.

We define and implement spatial and temporal classes as superclass. And, spatiotemporal classes

inherits and extends the classes. The proposed extensions make it easy that conventional database

systems not only are transformed into the spatiotemporal database systems, but also do not need to be

changed to support spatiotempor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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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공간 데이터베이스(spatial database)는 현

실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간 객체

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한편, 시간차원을 지원하지 못하였던 기

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시간에 따른

이력정보를 관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일반적

인 속성정보 또는 공간 데이터베이스의 공간

정보의 이력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하였다. 즉,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실세계에서의

객체들에 대한 다양한 연산 및 제어 등이 가

능하지만, 연산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현재

시점의 데이터로 한정되었다. 시간 데이터베이

스(temporal database)는 데이터베이스에 새로

이 시간차원을 추가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재

시점의 자료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생되어진

자료와 미래에 발생되어질 자료까지도 효율적

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Ben-Zvi, 1982;

Allen, 1983; Snodgrass와 Ahn, 1986;

Navathe와 Ahmed, 1987).

시공간 데이터베이스는 각각 독립적인 연

구로 진행되어 왔던 공간 데이터베이스와 시

간 데이터베이스를 접목시킨 연구분야이다. 그

러므로, 기존의 공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처리하지 못하였던 시간에 따른 공간 객체의

변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으

로써, 도시계획 시스템, 토지정보 시스템, 시간

지원 GIS, 전장정보 시스템 등과 같이 시간에

따른 이력 객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응용분

야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서영상 등,

2003). 이러한 운용가치 때문에 시공간 데이터

베이스(Peuquet과 Duan, 1995; Claramunt와 Th

e'riault, 1996; 김동호, 1999; Griffiths 등, 2001)

등은 이미 오랜 시간동안 연구되어 오고 있는

분야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구현모델은 제시되

지 않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시공

간 데이터베이스의 연구들이 시공간 데이터

및 시공간 연산자 등의 정립에 주안점을 두는

시공간 데이터 모델에 치우쳐왔고, 또한 시공

간 데이터를 다루는 시공간 연산은 연산의 규

모 및 복잡성에 있어서 매우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Snodgrass, 1992).

한편, 공간 데이터베이스 및 시간 데이터베

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되어 왔다. 그러

나 관계형 모델은 레코드가 테이블 형태로 표

현되고 저장되므로, 인사업무나 회계업무 등과

같은 사무중심의 업무에는 적합하지만,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없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기에는 그

모델링 능력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데이터의

속성이 공간데이터와 비공간 데이터로 구분되

는 공간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방대한 비

정형적 데이터가 하나의 특성이 될 수 있으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의

유형은 한정적이고, 정형적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러므로, 관계형 모델로 실세계

에서의 공간 데이터 모델을 표현하기 위해서

는 매우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모델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한 노력들이 진행되어져 왔으며, 그 결과 관계

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관리상의 장점과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의 모델링의 장점을 함

께 갖춘 모델로서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대부분의 상용 데이터베이스템에서 시

스채택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기반 플랫폼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

한 시간확장 및 공간 확장을 전개한다. 즉, 객

체관계형 시스템을 기반으로 객체관계형의 특

징인 상속과 메소드 기법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공간 객체의 변화를 관리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차원을 확장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기존의 시스템에서 제공하지 못하였던 시간연

산자, 공간연산자 등을 설계한다. 또한 기존의

객체관계형 시스템에 레이어 개념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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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차원을 확장하는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기

존의 시스템 구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확장되

는 객체관계형 시공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설계한다.

관련 연구

기존의 공간 데이터베이스 및 시간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 왔

으나,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는 시공간 데이터를

대상으로 저장 관리하기 위한 시공간 데이터베

이스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야 연구되기 시작하

였고,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미해결 상태로 남

아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시공간 관련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요약하면 우선

시간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시간 데이터모델

로 Jones 등(1979)이 제안한 LEGOL2.0을 시작

으로, Ben-Zvi(1982)가 제안한 TRM, Navathe

와 Ahmed(1987)가 제안한 TSQL, Green과

Johnson(2003)이 제안한 ProSQL 등의 데이터

모델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주로 관계형 질의

어의 확장으로서,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모델에

시간 연산자의 추가로 구성되었으나 이들은

1990년대 후반 TSQL2 시간지원 데이터베이스

질의어로 표준화되었다(Snodgrass, 1995). 현재

에는 TSQL2를 변형한 SQL/Temporal이

SQL3의 7번째 서브 파트로 참여하였다(Bohlen

등, 2000). 공간 데이터베이스 분야에 대한 연

구에서는 GIS, 도시계획 시스템, CAD 등과 같

이 공간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의 요구사항들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 연산 및 질의어가

제시되었다.

시공간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공간 데이터베이스에 시간 차원을 확

장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그 대표적 사례

로 공간객체의 변화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

로 공간 객체의 이력을 저장 관리하는 김동호

(1999)와 Peuquet과 Duan(1995)이 제안한 사

건 기반 시공간 모델, 공간객체(what), 위치

(where), 시간(when)의 결합을 통해 공간 객

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모

델링 한 Claramunt와 The'riault(1996)의 Triad

모델, 객체지향 개념을 근거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 객체의 이력을 하나의 객체로 관리

하는 Worboys(1992)와 Worboys와 Duckham

(2002)의 객체 기반 시공간 모델 등이 제시되

었다. 공간 객체의 시변 연산인 시공간 연산

분야에서는 Claramunt와 The'riault(1996)에서

다양한 시공간 연산의 유형을 정립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제시된 기존 연구들은 시공간 모델링 측면에

한정되는 경향을 갖고 있으며, 실제적인 상업

용 DBMS과 통합함으로써 기존의 응용과 단

절없이 통합가능한 시공간 지원이라는 측면에

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

문에서는 객체관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상에

서의 구현을 목적으로 시간 및 공간 확장 방

안과 구현 시스템의 구조를 제시하고, 각 구현

사항에 대한 성능분석을 통해 시공간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구현 모델을 제

시한다.

객체관계형 시공간 클래스

객체관계형이란 추상성, 상속성, 다형성 등

의 객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무결

성, 동시성 등의 관계형 시스템의 성질을 만족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성질을 충족시켜

주면서, 공간객체를 저장관리 할 수 있는 시스

템인 객체관계형 공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간 및 공간을 확장하는 방안을 제

시한다.

1. 공간 클래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객체관계형 공간 데

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공간 데이터모델은 일원

화된 데이터모델로서 공간정보와 속성정보가

이원체계로 나뉘어 저장되는 기존의 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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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_meta_class
annot_offset : point

point_class sline_class pline_class rect_class polygon_class
dot : point siline : simpleline path : polyline box : rectangle boundary : polygon

spatial_method_depot
area(op)
distance(op, op)
length(op)
node(op, n)
startpoint(op)
endpoint(op)
get_spatial_value(op)
disjoint(op,op)
contain(op, op)

circle_class
ring : circle

User defined spatial_classcreate spatiotemporal class
under pline_class, 
spatial_method_depot 
temporal_meta_class

attribute  1

attribute n

spatial_meta_class
annot_offset : point

point_class sline_class pline_class rect_class polygon_class
dot : point siline : simpleline path : polyline box : rectangle boundary : polygon

spatial_method_depot
area(op)
distance(op, op)
length(op)
node(op, n)
startpoint(op)
endpoint(op)
get_spatial_value(op)
disjoint(op,op)
contain(op, op)

circle_class
ring : circle

User defined spatial_classcreate spatiotemporal class
under pline_class, 
spatial_method_depot 
temporal_meta_class

attribute  1

attribute n

FIGURE 1. Hierarchy of spatial class

는 달리, 공간정보와 비공간정보가 함께 저장

된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를 위한 최상위 공간

클래스를 정의하였다. 이는 시스템 클래스 수

준으로 제공되며, 공간연산을 위한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의 특징인 상속의 개념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정의하는 하위클래스로 상속되어, 모든 공간

프리미티브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최상위

공간 클래스에는 공간 클래스의 전체정보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와 각 공간프리미티브의

특성을 반영하는 클래스 및 각 공간 프리미티

브에 적용될 수 있는 메소드를 저장하는 메소

드 정의 클래스로 구성될 수 있다.

그림 1은 제시된 객체관계형 공간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위해 확장된 공간 클래스의

계층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사용자는 이런 시

스템 클래스들 중에서 새로이 정의하고자 하

는 공간클래스의 특성에 맞는 프리미티브를

상속하여 새로운 사용자 정의 공간 클래스를

생성할 수 있다.

아울러 시간의 경우에는 공간 클래스의 경

우에서처럼 최상위 시간클래스를 구성하고, 이

에 시간속성을 저장하고 시간 속성에 대한 시

간연산을 메소드로 정의한다. 즉, 시간클래스

에는 시간정보를 저장하는 시간속성과 시간연

산을 수행하는 메소드가 정의된다. 사용자는

이런 최상위 시간 클래스를 상속함으로써 다

시 새로운 사용자 정의 시간 클래스의 정의가

가능하다. 시간속성의 타입은 date 타입을 사

용하게 되는데, 이는 SQL-92에서 정의된 타입

이므로 확장이 용이하며, 시스템 수준에서는

시간점이며 시간 연산의 기본단위가 된다.

한편, 이원시간 지원 시스템에서는 거래시

간차원이 종료되지 않은 객체가 현재 유효한

객체이며 거래시간차원은 시스템 수준의 시간

연산 대상이 된다. 유효시간차원은 해당 객체

의 속성이 현재 유효함을 나타내며, 한편으로

사용자 정의 시간을 처리하는 시간정보를 저

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사용자 수준의

시간 연산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이원시간 체계

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래시작시간, 거래종료

시간, 유효시작시간, 유효종료시간의 시간 속

성이 필요하며, 이들은 최상위 시간클래스의

속성이 된다.

2. 시공간 클래스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특징중

하나인 상속은 상위 클래스의 모든 속성과 메

소드를 하위 클래스로 물려주게 된다. 또한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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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l_class
valid_time_from          : date
valid_time_to               : date
transaction_time_start : date
transaction_time_stop : date

spatial_class

spatiotemporal_class

native_attribute_part

spatial_inherit_part

temporal_inherit_part

attribute  1

attribute n

insert()
delete()
update()
select_current()
select_valid()
select_transaction()
bind_now()
get_current_time()
bind_interval_plus()
bind_interval_minus()
time_relation_equal()
time_relation_meet()

create spatiotemporal class
under spatial_class, 

temporal_class

temporal_class
valid_time_from          : date
valid_time_to               : date
transaction_time_start : date
transaction_time_stop : date

spatial_class

spatiotemporal_class

native_attribute_part

spatial_inherit_part

temporal_inherit_part

attribute  1

attribute n

insert()
delete()
update()
select_current()
select_valid()
select_transaction()
bind_now()
get_current_time()
bind_interval_plus()
bind_interval_minus()
time_relation_equal()
time_relation_meet()

create spatiotemporal class
under spatial_class, 

temporal_class

FIGURE 2. Hierarchy of spatiotemporal class

소드는 연산을 객체로 포함하기 때문에 시간

과 공간을 지원하는 최상위의 시간 및 공간

클래스가 생성되면, 이 들이 하위 클래스로 상

속되어 새로운 사용자 정의 시공간 클래스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객체관계형 시스템

이 제공하는 메소드로서 모든 시간 연산 및

공간 연산들이 구성되어, 연산 자체도 상속이

가능하므로 하위클래스 각각에 모든 시공간

연산들의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사용자 정의 클래스는 그림 2

에서처럼 시간클래스와 공간 클래스를 다중상

속 받음으로써, 시공간 객체를 저장, 관리할

수 있는 시공간 클래스로 정의될 수 있으며,

함께 상속된 시공간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시공간 연산의 수행이 가능해진다. 즉, 사용자

가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할 경우, 단지 정의된

시간클래스와 공간클래스를 상속함으로써 사

용자 정의 클래스는 시공간 연산이 가능한 시

공간 클래스로 정의된다.

시공간 연산의 설계

1. 기반 객체관계 DB의 저장구조

관계형 시스템에서의 확장은 이력정보를

별도의 릴레이션에 저장하여 관리함으로써, 이

력정보의 검색이나 갱신연산의 수행시 성능저

하를 유발한다. 특히 데이터의 양이 상대적으

로 많은 공간 데이터의 경우에는 다시 공간정

보와 속성정보로 나뉘어 저장되기 때문에 이

에 대한 이력정보에 대한 처리 효율이 더욱

떨어진다. 객체관계형 시스템에서는 이를 OID

를 통한 연산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객체관계형 질의에서는 관계형 질의와는

달리 객체포인터를 이용한 질의가 가능하다.

객체포인터는 데이터베이스내의 모든 인스턴

스들을 구분하는 OID를 저장하는 포인터이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모든 객체에 대한 식별

과 접근이 가능하고, 또한 시공간 연산을 수행

할 메소드를 질의에서 호출할 수 있다. 객체관

계형 시스템이 제공하는 메소드는 해당 객체

와 사용자가 정의한 값을 인자로 받아 연산을

수행하게 되며, 메소드 자체도 하나의 인스턴

스가 된다. 또한 객체관계형 시스템의 모든 인

스턴스들은 각각 고유의 OID를 식별자로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메소드는 각각의 인스턴스들

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 이에 대한 결

과를 시스템으로 넘겨준다.

그림 3은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에서 메소드에 의한 시간연산 수행을 도식적

으로 보여준다. 그림의 내용은 ID가 ‘43’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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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D

OID

OID

temporal__meta_class_method spatial__meta_class_method

이력정보 유효정보

b_id    b_name       boundary        ttstart            ttstop               vtbegin            vtend

 ‘43’   ‘자연대’                           ‘3/5/1995’     ‘5/5/1999’      ‘3/5/1995’   ‘12/31/9999’

 ‘43’    ‘공대’                              ‘5/5/1999’    ‘12/31/9999’   ‘3/5/1995’   ‘3/5/1998’

 ‘43’   ‘자연대’                           ‘5/5/1999’    ‘12/31/9999’   ‘3/5/1998’   ‘12/31/9999’

FIGURE 3. Storage structure of OR-DBMS

물이 ‘공대’에서 ‘자연대’로의 변경이 이루어지

는 과정이다. 그림에서 b_id는 시간에 따라 불

변하는 속성이다. 따라서 시간질의가 수행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이력정보가 발생하게 된

다. 반면 OID는 시스템 수준의 고유한 객체식

별자이므로 이력정보의 발생시 각각의 이력

정보들은 각각 개별적인 OID를 가지게 된다.

즉, 그림 6에서 b_id는 시간불변속성을 가지게

되고, b_id에 대한 이력정보들은 각각의 OID

를 가지고 있다. 결국 이 들의 조합으로 이력

정보 및 현재 유효한 정보의 개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2. 삽입 연산

시공간 데이터베이스의 삽입 연산은 비시

간속성 데이터의 삽입과 시간 속성 데이터의

삽입으로 나누어 고려될 수 있다. 일반 속성

데이터의 삽입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

템과 차이가 없다. 반면 시간속성 데이터의 삽

입은 해당 객체에 해당하는 시간정보를 삽입

하는 것으로서,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는 일차

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각각의 객체가 삽입될

때마다, 이미 그 값이 정해져 있다.

표 1은 시공간 데이터베이스에서 삽입연산

의 수행시 사용자 정의 시공간 클래스의 시간

속성에 삽입되는 값을 나타낸다. 즉, 유효시간

속성에는 사용자가 질의에 명시한 시간이 삽

입되거나, 사용자가 이를 명시하지 않았을 경

우 현재 시간이 삽입된다. 거래시간차원은 시

스템이 생성하는 시간차원이므로 사용자의 의

도에 무관하게 지정된 시간이 삽입된다. 결국

공간 데이터를 삽입할 경우, 공간 속성과 시간

속성이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시공간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시간 데이터 타입 삽입 시간값

valid_time_from
사용자 정의시간 or
현재시간

valid_time_to
사용자 정의시간 or
NOW

transaction_time_start 현재시간

transaction_time_stop NOW

TABLE 1. Temporal attributes in queries

【질의 1】43동 자연대 건물을 삽입하라

insert into building values (

'POLYGON(PT(0,0),PT(2,0),PT(2,2), PT(1,3),

PT(0,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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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id    b_name boundary        ttstart            ttstop               vtbegin           vtend

‘43’ ‘자연대’ ‘3/5/1995’ ‘12/31/9999’ ‘3/5/1995’ ‘12/31/9999’

FIGURE 4. Result of insert operation

Delete 하려는 영역 Data 영역

전부 delete

오류

delete 1
insert 1

delete 1
insert 2

FIGURE 5. Semantics of temporal deletion operation

'자연대', '연구동','01', person_object) to ip;

call insert() on ip;

질의 1은 ‘building’ 클래스에 하나의 시공

간 인스턴스를 삽입하는 질의를 나타낸다. 이

질의에서 질의는 b_id가 ‘43’인 하나의 인스턴

스를 ‘building’ 클래스에 삽입하고, 삽입된 인

스턴스의 OID를 객체포인터(‘ip’)에 저장한다.

그리고 해당 객체포인터에 대해 시간메소드

‘insert()’를 호출한다. insert()는 객체포인터가

가리키는 OID의 인스턴스에 대한 시간삽입연

산을 수행하게 된다. ‘building’ 클래스에서

b_id와 b_name을 제외한 나머지 비시간 속성

은 편의상 표현하지 않았다.

그림 4는 질의 1의 수행결과를 나타낸다.

질의 1에서는 유효시간차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시간 속성에는 거래시간차

원과 동등한 시간값이 삽입된다.

3. 삭제 연산

시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append-only 정

책에 따르므로 객체의 물리적인 삭제는 없고

해당 객체의 시간정보를 변경하여, 객체가 의

미를 갖는 시간 구간을 만료시키는 논리적인

삭제만이 이루어진다. 즉 삭제하려는 객체의

처리종료시간을 현재시간으로 변경함으로서,

해당객체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객체로 재

정의 함으로써 삭제연산이 수행된다. 따라서

삭제 연산에서는 삭제하려는 정보의 시간 적

용 구간에 따라 연산의 적용이 달라지게 된다.

그림 5는 시간 구간에 따라 연산의 적용이

달라지는 시간 삭제연산의 분류를 도식화 한

것으로서, 삭제하고자 하는 시간구간과 비교

대상이 되는 저장객체의 시간구간은 유효시간

차원이다. 각각의 구간은 시간비교연산의 결과

로서 결정된다. 아울러 비교연산은 적용할 연

산을 결정하게 되고, 삭제연산의 수행은 해당

객체의 OID를 추출하여 객체포인터에 저장한

후, 이에 대한 삭제연산 메소드를 호출함으로

써 이루어진다.

【질의 2】43동 건물을 1995년 3월 5일부터

1998년 3월 5일까지 삭제하라.

Select building into dp from building where

b_id = 43;

call delete('3/5/1995', '3/5/1998') on 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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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대

y

x

t

delete building
   where b_name = ‘자연대’
     valid[3/5/1996,1/2/1997]

3/5/1995 3/5/1999

y

x

t

reinsert into building 
       values(자연대_a) 

valid[3/5/95, 3/5/96]
reinsert into building 
        values(자연대_c)

valid[1/2/1997, 3/5/99];

3/5/1995 3/5/1999

3/5/1996 1/2/1997

자연
대_a

      자연
      대_b

   자연
   대_c

FIGURE 7. Model of update operation

b_id    b_name boundary        ttstart            ttstop               vtbegin           vtend

‘43’ ‘자연대’ ‘3/5/1995’ ‘5/5/1999’ ‘3/5/1995’ ‘12/31/9999’

‘43’ ‘자연대’ ‘5/5/1999’ ‘12/31/9999’ ‘3/5/1998’ ‘12/31/9999’

FIGURE 6. Result of deletion operation

질의 2는 시간삭제연산을 나타낸다. 질의에

명시된 시간구간 VALID [‘3/5/1995’,

‘3/5/1998’]은 사용자가 정의한 시간 구간으로

서, 이는 삭제연산을 수행하는 메소드인

‘delete()’를 호출할 때, 메소드의 인자로 넘겨

지게 되고, 이는 그림 5에서처럼 시간구간 비

교연산에서 비교조건으로 사용된다. 질의 2의

경우는 그림 5의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기존 객체의 처리종료시간을 현재시간

으로 변경하고, 명시된 시간구간에 따라 새로

운 객체가 삽입된다. 즉 물리적인 삭제연산과

삽입연산이 각 1회씩 수행된다. 이러한 비교연

산의 수행을 통해서 추출된 OID들은 다시 메

소드 ‘delete()’의 인자로 넘겨지게 된다.

그림 6은 질의 2의 수행결과를 나타낸다. 질

의 2의 경우에는 삭제연산이 1회 수행되었으므

로 이에 대한 이력정보가 하나만 생성된다.

그림 7은 시공간차원에서 삭제연산의 수행

시 시공간 객체의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예이

다. 여기서는 x축과 y축으로써 2차원 평면공

간을 설정하고 t는 시간차원으로서, 이 그림에

서는 편의상 유효시간차원만을 표현하였다. 그

림 7의 경우는 삭제연산 1회, 삽입연산 2회가

수행되어 시간삭제연산이 적용되기 전의

‘building’ 객체는 유효객체 ‘building_a’와

‘building_b’로 분할되며, 삭제된 부분은 이력

객체로 존재한다.

4. 갱신 연산

갱신연산은 삭제연산과 삽입연산으로 구성

될 수 있다. 즉, 변경될 값을 가진 객체를 삭

제하고, 새로이 변경된 값을 가진 객체를 삽입

함으로써 갱신연산이 수행된다. 따라서 갱신연

산은 삭제연산과 비교할 때 연산의 수행과정

이 비슷하므로 그림 7과 같이 삭제연산을 위

한 알고리즘이 그대로 갱신연산에 사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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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id    b_name boundary        ttstart            ttstop               vtbegin           vtend

‘43’ ‘자연대’ ‘3/5/1995’ ‘5/5/1999’ ‘3/5/1995’ ‘12/31/9999’

‘43’ ‘공대’ ‘5/5/1999’ ‘12/31/9999’ ‘3/5/1995’ ‘3/5/1998’

‘43’ ‘자연대’ ‘5/5/1999’ ‘12/31/9999’ ‘3/5/1998’ ‘12/31/9999’

FIGURE 8. Result of update operation

b_id    b_name boundary        vtbegin            vtend

‘43’ ‘공대’ ‘3/5/1996’ ‘3/5/1998’

‘43’ ‘자연대’ ‘3/5/1998’ ‘12/31/9999’

FIGURE 9. Result of selection operation

있다. 그러나 갱신연산에서는 변경된 정보를

가진 객체를 삽입하기 위해 삽입연산을 한 번

더 수행하게 된다.

【질의 3】1995년 3월 5일부터 1998년 3월 5일

까지 43동 건물을 공대로 변경하라.

Select building into up from building where

b_id = 　43　;

call update('3/5/1995', '3/5/1998, b_name, 공대)

on up;

질의 3은 갱신연산의 예로, 갱신연산을 수

행하는 메소드 ‘update()’는 삭제연산 메소드인

‘delete()’의 호출 후 삭제된 시간구간에 대해

다시 삽입 메소드 ‘insert()’를 수행한다. 그림

8은 질의 3의 수행결과를 나타낸다. 결국 시간

갱신연산은 과거에 유효했던 객체를 삭제하고,

새로이 유효한 객체를 삽입함으로써 수행된다.

5. 검색 연산

시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의 삽입, 삭

제, 갱신 연산은 시간질의가 된다. 즉, 질의 자

체에 시간에 관해 아무런 단서가 없다 하더라

도, 이들 연산은 결국 시간클래스와 시간연산

을 필요로 하게된다. 즉, 시간 데이터베이스 시

스템에서의 삽입, 삭제, 갱신 연산은 모두 입력

되는 질의가 시간질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시간클래스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질의가 된다.

그러나 추출연산은 질의에 명시되는 시간

에 따라 시간질의와 비시간질의의 차이가 뚜

렷하며, 또한 질의에 있어서 유효시간차원과

거래시간차원을 달리 명시함으로써, 데이터베

이스의 시간에 따른 다양한 상태를 표현해준

다. 따라서 추출연산에서는 질의 자체에서 시

간질의와 비시간질의가 명확히 구분되고, 입력

되는 질의에 아무런 시간 구간이 명시되어 있

지 않다면, 현재의 데이터베이스 상태만을 검

색하여 스냅샷 형태의 결과를 추출한다.

【질의 4】1996년 3월 5일부터 현재까지

ID가 43동인 건물을 출력하라.

Select b_name from building where b_id = 43

AND select_valid(building, '3/5/1996', NOW')

=TRUE;

질의 4는 시공간추출연산의 예이다. 이 경

우, 메소드 ‘select_valid()’의 인자로는 사용자

가 정의한 시간 구간 이외에 ‘building’ 클래스

내의 각 인스턴스들의 OID를 나타내는 객체포

인터로 ‘building’이 전달된다. 또한 메소드는

리턴값을 가지므로 이는 다시 질의의 조건절

에 사용된다.

그림 9는 질의 4의 수행결과이다. 질의 4는

시간추출연산이므로 현재의 유효객체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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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 질의 Wrapper

UniSQL 4.0 ORDBMS

시간 클래스 공간 클래스시공간 클래스

UniSQL 사용자 클래스 확장용 API

시공간 질의 세션 매니저

시공간 질의 공간 질의 일반 OR 질의

FIGURE 10. System architecture

자가 정의한 시간구간 내에서의 해당 객체의

이력정보를 함께 출력한다.

【질의 5】현재 ID가 43동인 건물을 출력하라.

Select b_id, b_name from building where b_id

= 43

한편 질의 5는 비시간 추출연산의 예로서,

비시간 질의의 경우에는 현재 데이터베이스

상태만을 반영하므로, 질의의 결과 또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스냅샷 형태의 결과를

반환한다. 따라서 질의 5의 결과는 이력정보를

제외한 현재 유효한 객체만이 출력된다.

실험 및 평가

1. 시스템 구조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의 객

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시간 클래스

와 공간 클래스를 확장하고 이를 기반 시스템

으로 하는 레이어 개념을 사용한다. 따라서 기

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공간 차

원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그림 10은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시스템의 구성은 시간 및 공간 메

타 클래스 세션관리자 및 질의처리기 등이 레

이어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질의처리 프로세스

는 기반 시스템인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담당한다. 시간 클래스와 공간 클래

스는 기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적재되어,

시공간 클래스를 정의할 경우와 시공간 연산

이 수행될 경우에 호출된다.

세션관리자를 통해 질의가 입력되면, 우선

입력된 질의를 분석하여 질의의 유형을 판단

하고, 질의의 성공적인 수행여부를 확인한다.

시공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질의의 유형은 일

반속성질의, 시간 질의, 단순 공간질의, 시공간

질의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입력되는 질의가

시간 및 공간을 포함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각

각의 경우 처리 흐름이 달라지게 된다. 일반속

성질의인 경우는, 시간과 공간에 관련된 연산

의 수행이 필요 없으므로 곧바로 기반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으로 넘겨주어 기반 데이터베이

스 시스템으로 하여금 질의를 수행하게 한다.

그러나 시간 및 공간을 포함하는 질의의 경우

에는 질의처리기가 시간 및 공간 메타 클래스

로부터 해당연산에 필요한 속성 및 메소드를

호출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질의는 기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는 OR질의로 전환되고, 기반 시

스템은 이를 수행하여 결과를 보여준다.

2. 시공간 메소드의 구현

지금까지 기술된 시공간 데이터 타입 및

시공간 연산자는 Sun UltraSparc 1st 기종의

Solaris2.5 운영체제에서 구현되었으며, 기반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은 UniSQL4.0을 사용하

였다. 이는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

스템으로서 상속, 다형성 등의 객체지향형 특

성을 제공한다. 시공간메타클래스의 구현에는

gcc-2.7.1과 UniSQL API를 사용하였다.

시간 메타클래스는 시간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클래스로서, 데이터베이스 내의 모든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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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드 입력인자 결과타입

insert_tclass() time(period) void

delete_tclass() time(period) string

update_tclass()
string and time
(period)

int

select_current() void BOOL

select_valid() time(period) BOOL

select_transaction() time(period) BOOL

current_time_get() void date

time_relation() time(period) TIME_RELATION

interval_bind() string int

bind_now() date

TABLE 2. Methods of temporal class

메소드 입력인자 결과타입

disjoint() two spatial object BOOL

contain() " BOOL

inside() " BOOL

equal() " BOOL

meet() " BOOL

cover() " BOOL

coveredby() " BOOL

overlap() " BOOL

area() area object float

distance() point-point float

length() point or line float

node() line object point object

startpoint() line or area point object

endpoint() line or area point object

TABLE 3. Methods of spatial class래스는 시간메타클래스를 상속받아 새로운 시

간클래스로 정의된다. 따라서 시간클래스에는

시간을 저장할 시간속성이 포함되며, 시간 연

산을 수행할 시간연산자들이 메소드 형태로

포함된다. 표 2는 시간 연산을 수행할 메소드

들로서 이들은 모두 하나의 시간 메타클래스

에 정의된다. 여기서 메소드 ‘time_relation()’의

결과타입 TIME_RELATON은 앞서 정의한 시

간관계연산자를 표현하며, 이들은 enum type

으로 정의되어, 각각의 시간 관계연산자에 사

상된다. 또한 메소드 ‘interval_bind()’는 시간

기하연산자로서, 정의된 시간크기만큼의 증감

연산을 수행하게 된다. 즉, 정의된 인자로 주

어지는 7종류의 interval 도메인에 따른 시간

값에 따라 새로운 시간값을 유추해내는 메소

드로서, 이는 주어진 시간값에, 해당 interval

의 값만큼의 julian date를 증가 또는 감소시

킴으로써 연산이 수행되며, 시간의 모호성을

차단하기 위해 달력 시스템과 함께 사용된다.

이 논문에서 달력 시스템은 그레고리안력으로

한정하였으며, 이는 시간상수 ‘NOW’의 값을

결정한다. 즉, 시간상수 ‘NOW’는 달력 시스템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시간값을 가지게 되

며, 한편으로는 현재의 시간값을 가질 수 있다.

시간연산의 경우에 삽입연산을 제외한 삭

제, 갱신, 추출연산의 경우에는 시간연산이 적

용되게 되는데, 시간연산이 적용되기 전에 반

드시 데이터베이스에 기 저장된 데이터 객체

의 유효시간구간과 사용자가 명시한 입력인자

시간구간과의 비교연산이 수행되게 된다. 이는

시간구간의 비교연산 결과에 따라 연산의 유

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추출연산의 경

우에는 이원시간차원에서 지원하는 시간의 종

류에 따라 세분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적

용할 시간의 종류를 명시함으로써 유효시간차

원과 거래시간차원에 따라 연산의 적용을 달

리 할 수 있다. 이는 메소드 ‘select_valid()’와

‘select_transaction()’에 의해 수행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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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메타클래스는 각각의 공간 데이터타

입에 따른 하위클래스로 세분화된다. 이는 공

간 데이터타입이 시간 데이터타입과는 달리

각각의 공간 프리미티브에 따라 나뉘어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공간 연산자는 서

로 다른 데이터타입간의 연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메소드 저장 클래스에 함께 저장된다.

예를 들어, 두 공간 객체의 위상적 차분을 구

하는 공간 메소드 ‘disjoint()’의 인자로는 점과

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점과 선 또는 점과 영역

이 메소드의 인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의 공간 메타클래스는 공간속성을 저

장하는 공간 클래스와 공간객체들의 연산을

담당하는 공간 메소드 클래스로 구분한다. 표

3은 공간 메소드 클래스에 저장되어 공간 연

산을 담당하는 공간 메소드들을 나타낸다. 결

과타입이 BOOL로 정의되어 있는 공간 메소드

들은 2차원 공간 관계연산자로서, 두 공간 객

체의 관계를 표현하게 된다. 반면 공간 기하연

산자는 결과값으로서 공간객체 또는 공간객체

의 값을 반환하게 된다.

3. 실험

이 논문에서는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간 및 공간의 확장을 위

해 시간 클래스와 공간클래스를 구현하였다.

이에 대해 구현시스템의 시공간 클래스의 성

능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할 시공간 질의의 유

형을 시간 점 질의(temporal point query), 시

간 최근접 질의(temporal nearest neighbor

query), 시간 교차 질의(temporal intersection

query), 시간 포함 질의(temporal containment

query)로 한정하고, 이에 대한 시공간 질의의

연산수행능력을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각각의 질의에 대해 적용되는

공간객체 수를 증가시키면서 각 질의에 대한

연산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대

상이 되는 데이터는 일반 속성 및 공간 속성

이 포함된 지리정보데이터에 이원시간을 지원

하기 위한 유효시간 및 거래시간 차원을 할당

한 데이터 셑을 사용하였다. 다음은 분류에

따른 각 질의들의 예이다.

【질의 6】시간 점 질의, ‘1999년 이후에 생긴 식

당들 중 한식당의 위치를 출력하라?’

【질의 7】시간 교차 질의,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도로와 하천이 교차한 지점

을 출력하라.’

【질의 8】시간 포함 질의, ‘1999년 이후에 생긴

식당들 중 마포구청에서 반경 100미

터 이내에 있는 식당을 출력하라.’

【질의 9】시간 최근접 질의, ‘1972년 이후에

생긴 식당들 중 마포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식당을 출력하라.’

위의 질의들은 모두 시간연산과 공간연산

이 필요한 시공간 질의들로서, 질의 6은 ‘1999

년 이후’라는 시간조건을 가지고, 공간상에서

점 객체로 표현될 수 있는 식당을 검색하는

시간 점 질의의 예이다. 질의 7은 시간 교차

질의의 예로서, ‘1999년부터 2000년까지’라는

명시된 시간 구간 조건을 만족하면서 도로와

하천의 두 공간 객체가 교차할 경우 교차지점

을 반환하는 질의이다. 질의 8은 시간 조건에

만족하는 식당 객체들 중 마포구청과의 거리

가 100미터 이내인 식당객체를 찾아내는 시간

포함 질의의 예이다. 마지막으로 질의 9는 시

간 최근접 질의의 예로서 역시 시간조건을 충

족하고, 마포구청과 거리가 최소가 되는 식당

객체를 찾아내는 질의의 예이다.

그림 11은 앞의 질의 6부터 9의 예에서 기

술된 질의 유형들을 실험하기 위하여, 랜덤하

게 생성된 시간 점, 교차, 포함, 최근접 질의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식당 객체의

수를 임의로 늘려가면서 적용하여 시간을 측

정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x축은 증가시켜 나

간 공간객체의 수를 나타내며, y축은 해당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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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수행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공간 객체의

경우에는 점 및 선 객체의 수와 이 들의 이력

객체의 수를 모두 합한 수이다.

그림 11에서 시간 점 질의의 경우는 상대

적으로 나머지 유형의 질의에 비해 빠른 연산

수행능력을 보여준다. 이는 시간 점 질의의 경

우 공간 연산이 상대적으로 덜 사용되기 때문

으로 분석할 수 있다. 공간 연산의 경우에는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 및 검색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연산에 비해 보다 많은 연산 수

행시간을 필요로 하게된다. 따라서 공간 메소

드의 참조를 적게 하는 것이 연산 수행시간의

개선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간 교차 질의는 두 공간 객체의 비교연

산이 연산수행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그림 11에서 시간 교차 질의의

연산수행시간 증가 폭이 작은 것은 실험에 사

용된 데이터 셋이 점 객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선객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결 론

이 논문에서는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레이어를 이용한 이원시간

차원을 지원하는 시공간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시공간 확장을 수행하였다. 정의된 시간 연산

자와 공간 연산자는 객체관계형의 특성인 메

소드의 형태로 구현하였고, 시간 및 공간 클래

스는 각각 사용자 정의 클래스로 다중 상속되

어, 새로이 정의된 사용자 정의 시공간 클래스

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의된 시

간 및 공간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공간 객체

에 대한 시공간 연산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메소드 확장기

법의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일반 데이터베이

스 시스템에서 시공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

로의 전환이 용이할 뿐 아니라, 새로이 시공간

데이터를 지원하기 위한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변경이 필요치 않다.

이 논문에서는 단지 시공간 데이터베이스

에 관한 구현모델을 제시하였으나, 향후 이 논

문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시공간 집계 연산

및 시공간 색인 등에 관한 복잡한 시공간 연

산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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