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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ERY : 공간 추론과 기하학  연산 
기능을 포함한 공간 질의 처리기

(SQUERY : A Spatial Query Processor with Spatial 

Reasoning and Geometric Computation)

김 종 환
†
     김 인 철

††

                                 (Jongwhan Kim)       (Incheol Kim)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공간 객체들 간의 상 계와 방향 계에 한 다양한 정성 , 정량  질의 

처리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 지식 베이스에 한 공간 추론을 통해 보다 풍부한 질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공간 질의 처리기인 SQUERY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공간 질의 처리기는 풍

부한 질의 결과 도출을 해, 기 공간 지식베이스에 향 공간 추론을 수행하여 공간 지식베이스를 미

리 확장해둔다. 한, 본 시스템은 공간 객체들 간의 상  방향 계를 나타내는 정성  공간 지식들뿐

만 아니라, 개별 공간 객체의 기하학  데이터를 포함하는 정량  공간 지식들도 기하학  연산을 통해 

공간 질의 처리에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OSM(Open Street Map) 공간 지식 베이스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공간 질의 처리기의 높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공간 질의 처리기, 공간 추론, 지식 베이스 확장, 기하학  연산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patial query processor, SQUERY, which can derive rich 

query results through spatial reasoning on the initial knowledge base, as well as, process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queries about the topological and directional relationships between spatial 

objects. In order to derive richer query results, the query processor expands the knowledge base by 

applying forward spatial reasoning into the initial knowledge base in a preprocessing step. The 

proposed query processor uses not only qualitative spatial knowledge describing topological/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spatial objects, but also utilizes quantitative spatial knowledge including 

geometric data of individual spatial objects through geometric computation. The results of an experi-

ment with the OSM(Open Street Map) spatial knowledge base demonstrates the high performance of 

our spatial query processing system.

Keywords: spatial query processor, spatial reasoning, knowledge base expansion, geometrical 

com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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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공간 정보 처리에 시맨틱 웹(Semantic Web) 

기술이 목되면서, 링크드 오  데이터(Linked Open 

Data, LOD) 형태로 공개되는 용량의 공간 지식베이스

와 데이터베이스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이들을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간 추론 기술과 공간 질의 

처리 기술에 한 심도 차 높아지고 있다. 표 인 

공간 질의 언어(spatial query language)로는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에서 국제 표 안으로 제안한 

GeoSPARQL[1]이 존재한다. GeoSPARQL은 W3C에서 

제시한 표  RDF 질의 언어인 SPARQL을 확장한 공간 

질의 언어이다. 이 언어는 공간 객체들에 한 다양한 정

성  지식(qualitative knowledge)을 검색할 수 있는 

RDF 트리  패턴(triple pattern)들을 기술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공간 객체들의 정량  데이터(quantitative 

data)로부터 공간 객체들 간의 상 계(topological 

relationship)를 단할 수 있는 공간 연산자(spatial 

operator)들을 함께 제공한다. 하지만 GeoSPARQL은 공

간 객체들 간의 상 계 못지않게 요한 방향 계

(directional relationship)에 한 질의 기능은  제공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TELEIOS 로젝트에서는 방향 

계 질의가 가능한 stSPARQL 질의 언어를 제안하 다. 

하지만 stSPARQL 역시 상, 하, 좌, 우 등 총 4가지의 제

한 인 방향 계만을 질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

다. 표 인 공간 질의 언어인 GeoSPARQL과 stSPA-

RQL를 구 한 시스템으로는 Parliament[2]와 Strabon[3]

이 각각 존재한다. 그러나 이 두 시스템 모두 기존의 공간 

지식베이스에 한 단순한 트리  패턴 매칭(triple 

pattern matching) 작업을 통해 질의의 답을 구할 뿐, 추

론(reasoning)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답으로 유도해내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 객체들 간의 상  방향 계

에 한 다양한 정성 , 정량  질의 처리 기능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공간 추론을 통해 보다 풍부한 질의 결

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공간 질의 처리기를 제안한다. 이

를 해 본 논문에서 먼  기존의 GeoSPARQL 질의 

언어에 공간 객체들 간의 9가지 방향 계 연산자와 질

의 패턴을 추가한 새로운 질의 언어인 GeoSPARQL-D

를 제시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공간 질의 

처리기에서는 이러한 GeoSPARQL-D로 표 된 다양한 

질의들을 효과 으로 처리하기 해, 트리  매칭을 통

한 정성  질의 처리 기능뿐만 아니라, 공간 데이터의 

기하학  연산을 통한 정량  질의 처리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한 본 논문의 공간 질의 처리기에서는 본격

인 질의 처리에 앞서 미리 공간 추론기인 QUSAR 

[4]을 이용해 공간 지식베이스에 향 공간 추론(forward 

spatial reasoning)을 수행함으로써, 질의 처리에 이용할 

공간 지식 베이스를 확장하여 보다 풍부한 질의 결과를 

도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공간 질의 처리기의 우

수성을 입증하기 해, OSM(Open Street Map)[5]의 

공간 지식 베이스를 이용해 성능 분석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소개한다.

2. 공간 질의 처리기의 설계

2.1 공간 지식 표

본 논문에서 가정하는 공간 지식은 RDF 트리 들의 

집합으로 표 된다. 공간 객체(Spatial Object) 클래스는 

치, 방향, 크기, 모양 등의 공간  특성을 갖는 공간 객

체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그리고 포함(contains), 역-포함

(within) 등 총 8가지 상 계 서술자(Topological 

Property)와 남(southOf), 북동(northEastOf) 등 총 9 가

지 방향 계 서술자(Directional Property)들을 이용해 

두 공간 객체 사이의 계를 표 한다. 한편, 피처

(Feature)는 공간 객체의 하  클래스로, 지역, 건물, 도

로 등과 같은 특정 장소를 표 하는 클래스이다. 그리고 

지오메트리(Geometry)는 공간 객체의 하  클래스로, , 

선, 면 등 기하학  공간 정보를 표 하는 클래스이다. 

hasGeometry 서술자를 이용해, 피처와 지오메트리 정보

의 연결 계를 표 한다. 그리고 (point), 선(linestring), 

면(polygon) 등의 기하학  공간 정보를 나타내는 각 지

오메트리는 표  리터럴(literal) 표  양식의 하나인 WKT 

(Well-Known Text) 형태로 표 한다.

2.2 질의 언어

이 에서는 공간 질의 언어인 GeoSPARQL-D에 

해서 소개한다. GeoSPARQL-D는 기존의 GeoSPARQL 

[1] 공간 질의 언어에 공간 객체들 간의 9가지 방향 

계 연산자와 질의 패턴을 추가한 새로운 질의 언어이다. 

표 1은 새로 추가된 9 가지 방향 계 서술자(property) 

와 함수(function)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언어는 Geo-

SPARQL과 마찬가지로 RCC(Region Connection Cal-

culus)-8 이론[6]에 기 한 8가지 상 계들에 한 

질의 패턴을 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추가된 

9 가지 CSD(Cone Shaped Directional Relations)-9 

방향 계들[7]에 한 질의 패턴도 표 할 수 있다. , 

GeoSPARQL-D는 미리 정의된 상 계  방향 

계 서술자들을 이용해 정성  질의 패턴을 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함수들을 이용한 정량  질의 패턴도 

효과 으로 표 할 수 있다.

그림 1은 GeoSPARQL-D 질의의 한 로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질의 패턴들로 구성되어있다. 하나는 방향 

서술자(northOf)를 이용해 공간 객체 C의 북쪽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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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간 질의의 

Fig. 1 Example of spatial query

객체 ?X를 찾는 정성  질의 패턴(qualitative query 

pattern), 나머지는 공간 객체들의 기하학  데이터와 방

향 함수(csd9northOf)를 이용해 공간 객체 C의 북쪽에 

있는  다른 객체 ?Y를 찾는 정량  질의 패턴(quan-

titative query pattern)이다.

2.3 공간 추론

이 에서는 보다 풍부한 정성  질의 처리 결과를 

얻기 한 공간 추론 방법에 해 소개한다. 질의 처리

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추론 방법으로는 향 공간 추

론(forward spatial reasoning)과 후향 공간 추론

(backward spatial reasoning)이 있다. 향 공간 추론

은 질의 처리 작업 이 에 미리 지식베이스를 확장하는 

지식 실체화(knowledge materialization) 방식을 의미한

다. 반면에 후향 공간 추론은 질의 처리 작업 이 에 수

행하는 별도의 사  처리 없이, 질의 처리 과정의 한 부

분으로서 매번 새로운 질의에 맞추어 추론을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향 공간 추론은 질의 처리에 실제 

쓰이지 않을 수도 있는 용량의 지식을 유도해야 한다

는 문제 은 있으나, 일단 사  처리로 지식베이스를 확

장해두면 빠르게 실시간 질의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편, 후향 공간 추론은 질의 처리에 불필

요한 지식 추론은 피할 수 있으나, 신 질의 처리 응답 

시간을 지연시키는 문제 을 가진다. 본 논문의 공간 질

의 처리기에서는 질의 처리의 빠른 실시간성을 보장하

기에 유리한 향 공간 추론 방식을 채택하 다. 선행 

연구를 통해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표 인 향 공간 

추론기인 QUSAR[4]는 RCC-8 상 계[6]와 CSD-9 

방향 계[7]에 하여 경로 일 성 검사(path-consis-

tency check) 알고리즘을 채용한 공간 추론기로서, 유

사한 선행 추론기들에 비해 높은 추론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성  공간 질의 처리에 

앞서 향 공간 추론기인 QUSAR를 이용하여 공간 지

식베이스를 확장한다.

2.4 공간 질의 처리

이 에서는 질의 패턴에 따른 구체 인 공간 질의 

처리 방법에 해 설명한다. 공간 질의 처리기에 주어지

는 질의(query)는 그림 1의 와 같이 크게 정성  질

의 패턴(qualitative query pattern)과 정량  질의 패턴

(quantitative query pattern)들로 나  수 있다. ?X 

northOf C와 같은 정성  질의 패턴은 향 추론을 통

해 미리 확장해둔 지식베이스와 트리  매칭 작업을 수

행하고, 이를 통해 매치되는 RDF 트리 들을 지식베이

스로부터 추출해낸다. 반면에, csd9northOf(?XWKT, 

“Point(2,2)”^^WKTLiteral)와 같은 정량  질의 패턴은 

각 지오메트리의 정량  데이터를 이용해 두 공간 객체 

사이의 상  방향 계를 계산하는 함수(function) 

호출로 구성된다. GeoSPARQL-D 질의에서 정량  공

간 질의 패턴은 다시 상 계 함수와 방향 계 함수

로 나  수 있다.

상 계 함수는 정량  데이터로부터 두 공간 객체 

사이의 상 계를 단하기 해 그림 2와 같은 DE- 

9IM 패턴 모델[8]을 이용한다. DE-9IM 패턴 모델은 

두 공간 객체의 내부(Interior), 외부(Exterior), 경계(Boun-

dary)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 선, 면인 경우에는 각

각 0, 1, 2 는 참(True)으로 표 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1 는 거짓(false)으로 표 하는 3*3 

형태의 행렬을 말한다. 그림 2는 두 공간 객체 A, B 간

의 계를 212101212 는 TTTTTTTT 의 DE-9IM 

모델로 표 한 를 나타낸다. 일단 두 공간 객체들 간

의 계를 DE-9IM 모델로 표 하고 나면, 표 1의 상 

계 응표에 이 DE-9IM 패턴 모델을 용하여 두 

객체 간의 상 계를 쉽게 별해낼 수 있다. 이와 같

은 방법으로 그림 2의 공간 객체 A와 B는 서로 부분 

겹침(overlaps) 계를 만족한다는 것을 별해낼 수 있

다. 이와 같이 본 공간 질의 처리기에서는 DE-9IM 모

델을 이용함으로써 복잡한 두 공간 객체 간의 상 

그림 2 DE-9IM 패턴 모델의 

Fig. 2 Example of DE-9IM patter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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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DE-9IM을 이용한 상 계 연산

Table 1 Topological relationship computation with DE-9IM

계도 3 가지 부분별 교집합 여부에 따라 손쉽게 악해

낼 수 있다.

한편, 방향 계 함수의 경우에는 공간 객체의 정량  

데이터로부터 해당 객체를 둘러싸는 최소 경계 사각형

(Minimum Bounding Rectangle, MBR)[9]을 각각 계

산한 뒤, 최소 경계 사각형의 심 들이 놓인 방향각에 

따라 두 공간 객체들의 방향 계를 별한다.

그림 3은 최소 경계 사각형을 이용해 두 공간 객체 

A와 B 사이의 방향 계를 별하는 를 보여주고 있

다. 먼 , 공간 객체의 경계를 이루는 들  가장 왼

쪽 하단에 있는 과 가장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을 기

으로 최소 경계 사각형을 계산한 뒤, 각각 심 을 

구한다. 그리고 A의 심 을 기 으로 B의 심 이 

놓인 방향각이 90°를 이루기 때문에, B는 A의 동쪽

(east)에, A는 B의 서쪽(west)에 놓여 있다는 방향 

계를 효과 으로 단해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공간 

질의 처리기에서는 임의의 불규칙한 모양을 가진 공간 

객체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최소 경계 사각형(MBR)의 

심 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통일성 있게 효과 으로 

방향 계를 별해낼 수 있다.

그림 3 MBR을 이용한 방향 계 연산

Fig. 3 Directional relationship computation with MBR

3. 구   실험

3.1 공간 질의 처리기 구

공간 질의 처리기는 HP 연구소에서 개발한 Jena 라

이 러리와 Java 로그래  언어로 구 하 다. 구 된 

공간 질의 처리기의 구조는 크게 향 공간 추론기를 

이용하여 지식베이스를 확장하는 지식 실체화부(know-

ledge materialization part)와 실시간 질의 처리부(query 

processing part)로 구성된다. 지식 실체화부는 지식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지식 서(knowledge parser), 정성

 공간 추론과 시맨틱 추론을 수행하는 정성  추론기

(qualitative reasoner), 지오메트리 데이터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한 지오메트리 인덱서(geometry indexer) 

등으로 구성되며, 주된 기능은 향 추론을 수행하여 미

리 정성  지식을 확장하는 것이다. 한편, 실시간 질의 

처리부는 질의 패턴을 유형별로 분류하기 한 질의 

서(query parser), 질의 패턴에 부합되는 정성  지식을 

찾아내는 패턴 매처(pattern matcher), 변수 바인더(vari-

able binder), 다양한 기하학  함수들을 이용해 공간 

계를 계산하는 지오메트리 계산기(geometry compu-

tation) 등으로 구성되며, 실시간 질의에 포함된 질의 패

턴별 처리 단계를 거쳐 최종 인 답을 생성해내는 역할

을 수행한다.

3.2 성능 실험

한국 지역 심의 OSM(open Street Map)[5] 공간 

지식 베이스를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공간 질

의 처리기 SQUERY의 성능을 분석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표 2는 실험에 이용한 공간 지식 베이스들의 구성

과 크기를 소개하고 있으며, 크기는 트리 (triple)의 수

로 표시하 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향 공간 추론이 공간 질의 처리 

결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수원”과 다른 공

간 객체들 간의 공간 계를 묻는 정성  질의 패턴(quali-

tative query patterns)을 처리한 결과로 얻어지는 질의

응답 수를 비교하 다. 실험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 , 

상 계(topological relations)를 묻는 질의 패턴에 

해서, 추론을 용하지 않았을 때와 향 추론을 용하

을 때의 질의응답 수와 질의 처리 시간을 비교해보았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KB#1 공간 지식베이스에 해 

공간 추론을 하지 않은 표 3의 2번째, 3번째 열의 경우

(no-reasoning)에는 상 계 정성  질의 결과 평균 

5.37개의 응답과 5.7 리 (millisecond)의 질의 처리 시

간이 소모되었지만, 공간 추론을 수행하여 지식베이스를 

확장한 4번째, 5번째 열의 경우(reasoning)에는 평균 

16.25개 더 많은 24.11개의 응답과 6.2 리 의 질의 처

리 시간이 소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공간 지식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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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공간 지식 베이스들

Table 2 Spatial knowledge base

표 3 정성  질의 실험 결과

Table 3 Experimental results with qualitative queries

이스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질의응답 수의 차이는 최

 평균 약 53.57개 이상 차이가 나며, 질의 처리 시간은 

최  평균 약 5.9ms의 차이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

하 다. 한편, 방향 계(directional relations)를 묻는 

질의 패턴에 한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6번째, 7번째 

열과 8번째, 9번째 열에서 보듯이 상 계 질의 패턴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간 추론을 미리 용한 경우

(reasoning)가 그 지 않은 경우(no-reasoning)에 비해 

크게는 2배 이상의 많은 응답 수를 보이며, 한 질의 처

리 시간은 최  약 7.22ms의 차이 밖에 보이지 않는 것

을 확인하 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 향 공간 추

론을 수행하는 본 공간 질의 처리기의 높은 응답 생산성 

 실시간 질의 처리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기하학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수원”과 다른 공간 객체들 간의 정량  질의 패턴(quan-

titative query patterns)을 처리한 결과로 얻어지는 질

의응답 수와 질의 처리 시간을 측정해 보았다. 실험 결과

는 표 4와 같다. KB#1 공간 지식베이스에 해 앞서 소

개한 정성  질의 패턴의 경우와 응답 수와 질의 처리 

시간을 비교해보면, 정량  질의를 통해 상 계(topo-

logical relations)는 평균 14.63개 더 많은 36.25개의 응

표 4 정량  질의 실험 결과

Table 4 Experimental results with quantitative queries

답과 평균 3 의 질의 처리 시간이 차이 나는 것을 확인

하 다. 한, 공간 지식베이스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질의응답 수의 차이는 최  평균 약 123.87개 차이가 나

며 질의 처리 시간의 차이는 평균 약 85.66 인 것을 확

인하 다. 방향 계(directional relation)의 경우도, 

상 계와 유사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실

험 결과를 통해, 본 공간 질의 처리기가 가진 정량  질

의 처리 능력은 정성  공간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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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원하는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공간 객체들 간의 상 계와 방향 

계에 한 다양한 정성 , 정량  질의 처리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간 추론을 통해 보다 풍부한 질

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공간 질의 처리기를 설계  

구 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공간 질의 처리기는 

풍부한 질의 결과 도출을 해 미리 공간 지식베이스에 

향 공간 추론을 수행하여 공간 지식베이스를 확장한 

후, 질의 처리를 수행하 다. 한, 본 시스템은 공간 객

체들 간의 상  방향 계를 정의하는 기존의 정성

 공간 지식들뿐만 아니라, 기하학  연산을 통해 개별 

공간 객체의 정량  데이터들도 공간 질의 처리에 이용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OSM(Open Street Map)

의 용량 공간 지식 베이스를 이용한 분석 실험을 통

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공간 질의 처리기의 기능과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용량의 공간 

지식 베이스를 이용한 빠른 질의 처리를 해, 하둡 맵

리듀스(Hadoop MapReduce) 분산 컴퓨  환경을 이용

하여 공간 질의 처리기를 확장하는 연구와 추론의 효율

성을 재고하여 향 공간 추론 신 후향 공간 추론이나 

혼합 공간 추론을 용해보는 연구들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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