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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GPS 및 여러 기반기술들이 발달하면서 대용량 궤적정보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궤적정보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 TRAOD[3]는 이러한 대용량 궤적정보를 처

리하는 데에는 속도 측면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TRAOD를 GPU

환경에 맞게 병렬화하고 여러 가지 최적화기법을 적용하여 속도문

제를 해결하였다. 여기에는 크게 2가지의 도전과제 (Challenge)가

있었는데, 첫째는 데이터 집합 내 각 궤적의 길이가 서로 달라 규

격화되어 있지 않은 자료구조를 지니고 있어 병렬화가 어렵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Guan et al (2012)이 제안한 것[11]처럼

TRAOD에도 R-tree를 활용하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는

GPU 환경을 고려하고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GPU와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성능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 2가지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GPU에 친

화적인 R-tree 인덱싱, 병렬화가 쉽도록 도와주는 행렬 형태 변형

기법을 고안하여 CPU버전 대비 300배, GPU버전 베이스라인 대비

15배의 성능향상을 산출할 수 있는 병렬 TRAOD 알고리즘을 제

안하였다.

추가로 디지털운행기록정보와 군사궤적정보에 TRAOD를 적용시

켜 각 이상치에 대한 시각적 해설과 정량적 평가까지 첨부하였다.

주요어 : 궤적정보, 이상치 탐지, GPU, 병렬 알고리즘, 최적화

학 번 : 2018-26722



- ii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 배경 ································································· 1

제 2 절 논문의 구성 ····························································· 3

제 2 장 관련 연구 ······················································· 4

제 1 절 궤적정보 이상치탐지 알고리즘의 범주 ··········· 4

1. 분류 (Classification) 기반 기법 ········································ 4

2. 군집화 (Clustering) 기반 기법 ········································· 5

3. 거리 (Distance) 기반 기법 ················································ 6

4. 밀도 (Density) 기반 기법 ·················································· 7

5. 통계 (Statistical) 기반 기법 ·············································· 7

제 2 절 TRAOD와 DBSCAN ··········································· 8

제 3 절 GPU 아키텍쳐 ························································ 12

제 4 절 R-tree를 통한 TRAOD 성능 향상 사례 ······· 13

제 3 장 병렬 TRAOD 알고리즘 최적화 기법 ··· 16

제 1 절 병렬 TRAOD 알고리즘 베이스라인 ················ 16

제 2 절 병렬 TRAOD 알고리즘 최적화 기법 ·············· 18

1. R-tree 인덱싱 ······································································· 18

2. 행렬 형태 변형 ····································································· 21



- iii -

제 4 장 실험 및 성능 평가 ······································ 25

제 1 절 실험 환경 ································································· 25

제 2 절 실험 결과 ································································· 27

제 3 절 시각적 해설 및 정량적 평가 ······························ 31

제 5 장 결 론 ······················································· 36

참고문헌 ·········································································· 37

Abstract ········································································· 40



- iv -

표 목 차

[표 1] 합성 군사 미사일 궤적 발사제원 ······························· 26

그 림 목 차

[그림 1] TRAOD 거리계산기법 ·············································· 8

[그림 2] TRAOD에서 선과 궤적의 유사관계 ······················ 9

[그림 3] DBSCAN ······································································ 10

[그림 4] Guan et al (2012)이 제안한 기법 ·························· 12

[그림 5] R-tree 질의 처리 속도 ············································· 14

[그림 6] The two-level partitioning으로 누락될 수 있는 이상치 17

[그림 7] Coarse-grained R-tree 인덱싱 ······························· 18

[그림 8] 기존 행렬의 형태 ······················································· 21

[그림 9] 변형된 행렬의 형태 ··················································· 22

[그림 10] 두 가지 메모리 레이아웃 ······································· 23

[그림 11] 행렬 형태 변형 ························································· 23

[그림 12] 2단 로켓 분리 기술 ················································· 26

[그림 13] 알고리즘 소요시간 (디지털운행기록정보) ·········· 27

[그림 14] 알고리즘 소요시간 (합성 군사 미사일 궤적) ···· 28

[그림 15] 전처리과정 소요시간 (디지털운행기록정보) ······ 29

[그림 16] R-tree 인덱싱을 통한 Pruning 효과 ··················· 31

[그림 17] TRAOD 덧셈연산에 대한 실험 ···························· 32

[그림 18] 디지털운행기록정보에서의 이상 부분궤적 ········· 32

[그림 19] 디지털운행기록정보 궤적별 경로 ························· 32

[그림 20] 합성 군사 미사일 궤적 (총 80회 발사) ·············· 33

[그림 21] 임계치 D 변화에 따른 비정상 탐지율 ················ 34



- 1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최근 GPS 등 여러 기반기술의 발달로 대용량의 궤적정보 (Trajectory

Data, 이하 같은 방식으로 영어 표기 생략)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생되

고 있다. 데이터 집합 (Data set)에서 의미있는 지식을 추출 (Knowledge

Discovery)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이 동원되는데, 군집화 (Clustering)

를 포함한 대부분의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 기술에서 일반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전체 데이터 집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객체

(Objects)가 무엇인지’ 이다[7]. 하지만 Edward W Ng가 남긴 “In

science, one man's noise is another man's signal.” 라는 명언처럼 특

정 분야에서는 이상치를 찾아내는 것 (Outlier Detection)이 어렵지만 유

의미한 일이다. 이상치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취급되는데, 예를

들어 군집화를 진행할 때에는 이상치를 무의미한 잡음이라 판단하여 제

거해야 할 대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은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에서는, 이상치란 데이터 집합 내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정상적인 객체들과 비교했을 때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충

분히 그리고 상세하게 분석할 가치가 높은 객체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 집합은 디지털운행기록정보 및 군

사궤적정보, 크게 2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디지털운행기록정보는 운

전자의 운전습관 교정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버스,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서 수집하는 운행기록에 대한 정보로

써, 여기서의 이상치 탐지는 과속, 음주, 졸음운전 등 교통상황을 위험하

게 빠뜨릴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한 운전행태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유용하다. 다음, 군사궤적정보에는 이동중인 항공기, 차량, 미사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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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궤적정보가 포함되는데, 여기서의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은 이동중인

물체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군사 항공기 및 차량 궤적의 경우 비일상적인 활동을 단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정밀하게 분석하여 그

것이 위협이 될만한 지, 그 위협수준은 얼마나 큰 지 등을 평가할 수 있

다. 특히 군사 차량 궤적에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종류의 차량은 은밀하게

이동하는 전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2],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은 수많은

차량 궤적들 속에서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를 위해 은밀하게 이동하는 이

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쉽게 포착할 수 있다. 미사일 궤적정보에서의 이

상치 탐지는 기존과 다른 특이한 궤적을 포착한다는 점에서 그 발사체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것이 기개발된 미사일 기술 범주 내에 있는지 혹은

새로이 개발된 미사일 기술인지를 가려내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여러 기반기술의 발달로 수집되는 군사 궤적정보의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훌륭한 성능의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은 정밀하게 분석

할 범위를 좁혀 줌으로써 분석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문제의 정의 (Problem Statement)는 다음과 같다.

TRAOD (TRAjectory Outlier Detection)[3]는 궤적정보에서 이상치를

탐지하는 데 유용하고, 해결하고자하는 문제환경에 적합하지만 CPU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속도적인 측면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용량 궤적정

보를 처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래에 많은 알고리즘이 GPU를 통해

병렬화되면서 훌륭한 성능향상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TRAOD 알고리즘을 병렬화하고 여러 가지 최적화기법을 적용하여 속도

문제를 해결하였다. TRAOD의 연산이 GPU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병렬

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크게 2가지 도전과제 (Challenge)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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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첫째는 데이터 집합 내 각 궤적의 길이가 서로 달라 규격화되어 있

지 않은 자료구조를 지니고 있어 병렬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Guan et al (2012)이 제안한 것[11]처럼 TRAOD에도 R-tree를 활용하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는 GPU 환경을 고려하고 설계된 것이 아

니기 때문에 GPU와 만났을 때, Thread Divergence와 같은 성능저하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위 2가지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GPU에 친화적인 R-tree 인덱

싱, 병렬화가 쉽도록 도와주는 행렬 형태 변형 기법 등을 제안하여,

CPU버전 대비 300배, GPU버전 베이스라인 대비 15배의 성능향상을 산

출하였다. 본 연구가 궤적정보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 기여

(Contribution)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TRAOD를 GPU로 병렬화 하는 데 있어 궤적정보의 길이가 서로

다름에 따라 규격화되지 않아 병렬화가 힘들었던 행렬 자료구조를 병렬

화가 용이하도록 규격화시킬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2) 병렬 TRAOD에 적용할 수 있는 GPU에 친화적인 R-tree 인덱싱

기법을 설계하였다.

(3) 디지털운행기록정보 및 군사궤적정보에 TRAOD를 적용시켜보았

으며, 특히 군사궤적정보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미흡했던 이상치 탐지

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제 2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관련연구에서는 궤적정보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궤적정보 이상치

탐지 병렬 알고리즘 최적화 기법에 대해 서술한다. 이어서 4장은 실험

및 평가, 5장 결론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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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2장은 ‘병렬 TRAOD 알고리즘 최적화 기법’와 관련이 있는 기존의 연

구에 대해 소개한다. 1절에서는 궤적정보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의 5가지

범주[4]에 대해 설명하며, 2절에서는 대표적인 군집화 알고리즘인

DBSCAN을 통해 얻은 부산물로서의 이상치와 TRAOD를 통해 얻은 이

상치의 차이점에 대해 기술한다. 3절에서는 ‘병렬 TRAOD 알고리즘 최

적화 기법’과 연관이 있는 GPU 아키텍쳐에 대해, 4절에서는 R-tree를

활용한 TRAOD 알고리즘의 성능향상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제 1 절 궤적정보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의 범주

궤적정보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은 분류 기반 (Classification based),

군집화 기반 (Clustering based), 거리 기반 (Distance based), 밀도 기반

(Density based), 그리고, 통계 기반 (Statistical based), 이렇게 크게 5가

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4], 각 범주별 세부사항과 본 연구에서 가장

적합한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으로써 거리기반 기법을 선택한 이유는 다

음과 같다.

1. 분류 기반 기법

먼저 분류 기반 기법은 데이터 집합에 대한 필수 가정사항이 미충족

된다는 점, 효율적인 학습데이터를 얻는 것이 힘든 점을 이유로 본 연구

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분류 기반 기법은 학습 단계 (Training Phase)

에서 데이터들을 학습시켜, 시험 단계 (Testing Phase)에서 정상과 비정

상1)을 분류하는 방법인데, 이는 사전에 데이터 집합 내 각 객체에 대한

1) 이상치 (Outlier)를 칭할 때, 문맥의 흐름에 따라 ‘이상(異常)’과 ‘비정상(非正常)’을 혼

용 병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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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또는 비정상 상태를 미리 알고 있다는 가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

러나 디지털운행기록정보 및 군사궤적정보에서 사전에 정상 및 비정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류 기반 기법 고유의, 데이터 집합에 대한 초기 가

정사항이 충족되지 않는다. 게다가 분류기 (Classifier)의 효용성은 학습

데이터 의해 결정되는데, 대부분의 분야에서 효율적인 학습데이터를 얻

기란 매우 힘들다는 단점 때문에 분류 기반 기법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 군집화 기반 기법

두번째는 군집화 기반 기법인데, 이는 데이터의 성격에 따른 성능의

진폭이 크다는 점, 거리 기반 기법과 달리 객체 간 유사관계를 궤적별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군집화

기반 기법에서는 '이상 궤적'을 군집화 이후의 어느 군집에도 속해지지

않은 부산물 (by-product)이라고 본다[6]. 즉, K-means, DBSCAN 등 대

표적인 군집화 알고리즘을 통해 궤적정보 집합을 군집화한 다음, 군집화

되지 않은 궤적들을 이상치라 칭하는 것이다. 군집화 기반 기법 알고리

즘의 시간복잡도는 O(nlogn)2)이다. 이 기법은 라벨 (Label)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분류 기반 기법 보다 본 연구의 문제환경에 적합하지만,

군집화 알고리즘의 특성상 데이터 특성에 따라 성능의 진폭이 크다는 점

이 단점으로 지목된다. 게다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현존하

는 군집화 기반 기법은 알고리즘의 주된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TRAOD와 달리 객체 간 유사 관계를 궤적별로 구분지어 고려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 여기서 n은 전체 부분궤적의 개수를 의미한다. DBSCAN과 유사한 방식으로 궤적정

보를 군집화하는 알고리즘인 TRACLUS (TRAjectory CLUStering)[17]가 R-tree를 사용

한 경우의 시간복잡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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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리 기반 기법

세번째는 거리 기반 기법이다. 거리 기반 기법은 임계치 설정에 매우

의존적이고, 데이터 집합의 큰 경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단

점에도 불구하고, 특히 Lee et al (2008)이 제안한 TRAOD는 궤적을 평

균화하지 않고 이상 부분궤적들을 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유로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환경에 가장 적합한 접근방식이라고 판단

하였다. 거리 기반 기법은 공간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을 이상 궤적

이라 명하는 것인데, "이상 (Outlying)여부를 판단할 대상 객체에 대하

여, 그것이 속해 있는 데이터 집합에서 '대상 객체와의 거리가 임계치

이상인 객체'가 최소 p개 이상이라면, 그 대상 객체는 이상하다고 판단

하는 방식"이다[7]. 이처럼 이상치의 정의가 직관적이라는 장점도 있지

만, O(n2)3)의 시간복잡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즈가 클 경

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임계치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기 때

문에 데이터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가 임계치를 설정해야 한

다는 단점이 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TRAOD는 궤적정보 특유의 각

도 (Angle) 성분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궤적정보를 평균화하지 않고 객

체 간 유사관계를 궤적별로 구분지어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TRAOD가 처음 제안될 때인 2008년에 사용된 데이터의 크기 (점의 개

수가 약 20,000개) 보다 데이터 사이즈가 훨씬 큰 경우에도 GPU를 통해

기존 알고리즘 대비 큰 폭의 성능향상을 보이는 병렬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다면 소요시간을 대폭 감소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하고자 하

는 문제환경에 적절한 기법이라고 판단하였다.

3) 여기서도 n은 전체 부분궤적의 개수를 의미한다. TRAOD[3] 알고리즘의 시간복잡도

를 뜻한다. R-tree는 사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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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밀도 기반 기법

네번째는 밀도 기반 기법인데, 밀도 기반 기법의 특성상 거리 기반 기

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거리 기반 기법이 그간 연구가

많지 않았던 'GPU를 통한 대용량 궤적정보 이상치 탐지 병렬 알고리즘

개발'의 초기 단계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밀도 기반 기법을 제외

시켰다. 밀도 기반 기법은 거리 기반 기법이 임계치 설정에 따라 성능이

좌지우지됨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기법으로 볼 수 있다. Liu et al

(2013)이 제안한 DBTOD (Density-Based Trajectory Outlier Detection)

는 'k-최근접 이웃 (KNN, K Nearest Neighbor) 알고리즘'의 개념을 '

밀도'와 접목시켜, TRAOD가 발견하지 못했던, 지역적 (Local)이고 조밀

(Dense)한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희소한 (Sparse) 이상치를 찾아낼 수 있

었다[8]. 이 기법을 통해, 분명, 거리계산 기법인 TRAOD의 일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Liu et al (2013)이 제안한

DBTOD 역시, 빌딩블록 (Building Block)이 되는 연산은 TRAOD와 일

치한다는 점에서 TRAOD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인용횟수 - DBTOD는

15회 TRAOD는 390회4) - 에 근거하여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은 연구자들

이 사용하는 거리기반 기법 TRAOD의 병렬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5. 통계 기반 기법

마지막은 통계 기반 기법인데, 이는 다차원 데이터 집합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외시켰다. 원래 이상치 탐지는 통계학에서 많이 연구되

던 분야이기도 한데[7], 이 기법에서는 가우시안 분포와 같은 여러 통계

모델을 활용하여 객체가 얼마나 그 모델에 적합 (fit)한지 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위치정보 외에도 속도, 가속도와 같은 항목이 추

4) 2019년 12월 3일, Google Scholar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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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 다차원 데이터의 경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4]. 특히,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중 미사일 궤적정보의 경우에는 속

도, 가속도 등이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차원 데이터를 제대

로 고려하지 못하는 통계 기반 기법은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제 2 절 TRAOD와 DBSCAN

위에서 기술한 여러가지 접근방식 중 디지털운행기록정보 및 군사 궤

적정보에서 이상치 탐지를 위해 가장 적절한 알고리즘으로 거리기반 기

법 중 하나인 TRAOD를 선정하였다. TRAOD는 대표적인 군집화 기법

중 하나인 DBSCAN을 통해 ‘군집화의 부산물로 얻은 이상치’와 달리,

객체 간의 유사관계를 궤적별로 구분지어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두 알고리즘을 비교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TRAOD 알고리즘은, 우선 [그림 1]과 같이 주로 패턴인식에서 많

이 활용되는 거리계산기법을 활용하여 두 부분궤적 (Line segment

i), (Line segment j) 간 수직, 수평, 각 거리의 가중합으로 두 부분궤

적간 거리를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사도를 판단한다.

그림 1 TRAOD의 거리계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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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부분궤적 가 이상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와 유사한

(Close) 부분 궤적이, (Trajectory j)에서 많이 발견되는지를 살펴보

는데, ' , 사이의 거리가, 임계치보다 작은 들'의 길이를 모두 더한

뒤, ' 와 유사한 들의 길이의 합'과 ' 의 길이'를 비교한다. 이때, '

와 유사한 들의 길이의 합'이 ' 의 길이' 보다 길다면 와

를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자면, 와 가 있

을 때, 와 유사한 부분이 에서 빈번하고 충분히 발견되면, 와

가 유사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입장에서 유사한

가 많으면 는 정상 부분궤적이라 판단하고, 많지 않으면 를 이

상 부분궤적이라고 판단한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그림 2]를 통해 설

명을 보완하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은 마찬가지 붉은색으로 와

에서 충분히 발견되므로, 은 정상이다. 그러나 파랑색으로 표시된

는 에서만 충분히 발견되므로, 는 많은 곳에서 나타나지 않으

므로 비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림 2 TRAOD에서 선과 궤적의 유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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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DBSCAN 알고리즘의 전개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이 주어진

반경 (Eps, Epsilon) 내에 정해진 최소한의 점 (MinPts)이 없을 경우 이

를 잡음 또는 이상치라 칭하는 방식이다.

그림 3 DBSCAN

궤적정보를 대상으로 DBSCAN을 수행한 사례[12]를 살펴보면, 궤적정

보가 지니고 있는 특유의 시간에 따라 순차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군집

의 확장 (Cluster Expansion)에 있어 기존의 DBSCAN 보다 좀 더 유연

한 기준을 적용하여, 궤적정보의 구분 (Trajectory Segmentation) 문제

에서 개선된 성능을 산출하기도 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반경

내에 최소한의 점이 없으면 그 점은 이상치가 되었다.

그러나 TRAOD의 경우에는 두 부분궤적 , 사이의 거리가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점'이 아닌 '선'의 특성에 맞게 조건에

맞는 선의 길이의 총합으로 비교한다. ' 의 길이'와 '조건에 맞는 의

길이의 총합'을 비교하여, '조건에 맞는 의 길이의 총합'이 길다면,

와 는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그 다음, 위에서 판단한 ' 와 유사한

의 개수'를 기준으로 이 개수가 정해진 비율 미만이면, 를 이상

부분궤적이라고 평가한다. TRAOD의 비교대상은 '점'이 아닌 '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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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갯 수만 고려하는 DBSCAN과 달리, 조건을 만족하는 선의 길이의

총합을 고려한다. 더 나아가, '선'들은 반드시 어떤 궤적에 속해 있음을

반영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선의 길이의 총합을 전체 데이터집합이 아닌

궤적별로 구분 짓는다. 즉, '선'과 '궤적'의 유사 (類似)관계를 살핌으로

써, 대상이 되는 선에 대하여 유사한 궤적이 특정비율 미만이면 그 선을

'이상 부분궤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단순히 데이터집합

내에 여러 객체 (점)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DBSCAN과 달리, TRAOD

는 부분객체 (선) - 객체 (선이 속해 있는 궤적) - 데이터집합 간의 관

계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보다 어려운 문제이다.

게다가 TRAOD는 궤적정보를 평균화하지 않고 부분궤적 단위로 이상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에, 디지털운행기록정보에서의 단편적이지만 위험

한 여러가지 운전행태 및 군사궤적정보에서 위협수준이 높은 비일상적이

고 은밀하며 노출이 짧은 활동들을 찾아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궤적정보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에 대한 조사 (Survey) 논

문([3], [9], [10])에서 TRAOD를 제시하고 있는 점과 적지 않은 인용횟

수 (390회), 특히 Meng et al (2018)이 'TRAOD는 궤적정보 이상치 탐

지 알고리즘 분야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3]'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

여 TRAOD가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기법으로 판단하여 본 연

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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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GPU 아키텍쳐

GPU는 수 많은 코어가 동시에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병렬연산에 최적화 되어 있는 하드웨어다. 궤적정보 이상치 탐지 병렬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최적화기법을 고안하는데 있어 연관지어서 고려할

수 있는 GPU 아키텍쳐의 특징은 다음와 같다.

첫째, NVIDIA GPU는 32개의 스레드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warp가

SIMT (Single Instruction, Multiple Thread)라 불리우는 방법으로 연산

이 진행된다[18]. 그렇기 때문에, GPU 아키텍쳐의 특성 상 모든 스레드

가 같은 일을 수행하지 않는, Thread Divergence를 피하는 것이 성능측

면에서 중요하다[15]. 즉, 병렬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데 있어, 모든 스레

드들이 같은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통상 GPU는 Host와 PCIe bus로 연결되어 있는데, GPU와 Host

간 통신속도는 GPU Global 메모리 및 Host의 RAM과 비교했을 때, 매

우 느리다[1]. 그렇기 때문에, 연산이 진행되면서 GPU와 Host 간 통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GPU의 멀티프로세서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데이터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느린 GPU

Global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 뿐이다[16]. 그렇기 때문에, GPU Global

메모리 사용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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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R-tree를 통한 TRAOD 성능향상 사례

Guan et al (2012)는 TRAOD 알고리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2

차원 R-tree 인덱싱 기법을 활용하였다[11].

그림 4 Guan et al (2012)이 제안한 기법

[그림 4]와 같이, 궤적정보를 구성하는 모든 점 각각으로 R-tree를 구

성한 다음, 질의 (Query)를 통해 향후 직접 계산해볼 필요가 있는, 후보

군 (candidate)을 찾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그림 4]에서는 이 후보군을

파란색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TRAOD의 거리계산기법 (이후 ‘TRAOD

거리’라 표현)은 R-tree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유클리디안 거리

(Euclidean Distance)와는 다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그 두 거리 계산

기법의 관계를 담고 있는 ‘정리’를 제시했다.

정리 max가 데이터집합 내의 모든 부분궤적들 중 가장 긴 것의

길이라 할때, 만약 두 부분궤적  ,   사이의 TRAOD 거리가

 보다 작다면, 그들은 아래 두 조건을 만족한다.

(i) 와 사이의 유클리디안 거리는  max보다 작다.

(ii)  와  사이의 유클리디안 거리는  max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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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반으로 R-Tree 질의를 통해 두 점 사이의 유클리디안 거리가

 max보다 작은 '후보군'을 선정해두고, 이 '후보군' 만을 대상으로

TRAOD 거리를 재계산함으로써 전체적인 계산 소요를 줄여 성능을 향

상시켰다.

하지만, Guan et al (2012)이 제안한 기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점

을 갖는다. 첫번째는 Selectivity 문제이다. R-tree 질의를 통해 후보군을

산출하는 연산은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Selectivity가 충분히 높아야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빠른 성능을 보인다. 그러나 이는 임계치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단점이 있어 일관된 성능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림 5 R-tree 질의 처리 속도

두번째는 Thread Divergence 문제이다. 이는 단일 warp의 여러 스레

드들이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14]. 구현방법에 따라 차이

는 있을 수 있지만, GPU의 수많은 스레드 (thread)가 주어진 연산

(instruction)을 수행하기 전에 이에 대한 수행여부를 참 (True) / 거짓

(False)으로 판별해주는 별도의 필터 (Filter)를 활용할 경우에는, GPU

커널 함수 (Kernel function) 안에 if문과 같은 제어문이 포함되게 된다.

CUDA 프로그래밍 모델에서는 32개의 스레드들이 각각 하나의 war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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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여 같은 인스트럭션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같은 warp안의 여러 스

레드들이 서로 다른 execution paths를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의 warp는 분기 (Diverge)한다. 이는 곧 하나의 warp가 수행해야

할 instruction이 많아지므로써 불필요한 오버헤드가 야기되어 성능 저하

로 이어진다.

세번째는, GPU 메모리 접근 속도가 CPU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림을

고려했을 때, 필터의 각 위치에서 참/거짓을 확인하기 위한 부가적인

GPU 메모리 접근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곧 성능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GPU처럼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다수의 스레드가 병렬적으로 연

산을 수행하여 전체적인 속도를 향상 시키는 구조에서는, Guan et al

(2012)이 제안한 것처럼 모든 점들을 인덱싱하여 R-tree를 통해 후보군

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연산만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버헤드를 발생

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GPU 기반 대용량 궤적정보 이상치 탐지 알

고리즘에 적합하도록, GPU 연산에 친화적으로 설계한 성긴

(Coarse-grained) R-tree 인덱싱 기법을 고안하였다. 이 기법은 Guan et

al (2012)이 제안했던 것처럼 매 반복 (Iteration)마다 질의를 실행시켜

후보군을 추리지 않고, 전처리 단계에서 ‘단발성으로’ 필요 없는 것을 배

제하기 때문에 Selectivity의 영향을 덜 받는다. 이것이 인덱스를 만드는

원초적인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R-tree의 MBR (Minimal

Bounding Rectangle) 개념 및 여러가지 질의문을 활용한 다는 점에서는

유의미 하다.

이러한 성긴 인덱싱 기법은 Knorr et al (2000)의 논문[7]에서도 구획

기반 접근법 (A cell-based approach)과 일맥상통한다. 구획 기반 접근

법은 R-tree의 범위 검색 (range search) 등을 활용하여 주어진 반경 내

에 객체들이 몇 개가 있는지를, 일반적인 R-tree 인덱싱 기법보다 빠르

게 찾아내어 속도 향상에 기여했다. 이때, 정해진 구획별로 나누어 - 보

다 성기게 - 인덱스를 구성하여 성능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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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병렬 TRAOD 알고리즘 최적화 기법

3장은 ‘병렬 TRAOD 알고리즘 최적화 기법’을 소개한다. 1절에서는 본

격적인 전개에 앞서 객관적인 비교군을 설정하기 위해 만든 기존

TRAOD 알고리즘에서 가장 연산량이 많은 덧셈연산을 단순하게 병렬화

한 베이스라인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2절에서는 병렬 TRAOD 알고리즘

의 최적화 기법을 설명하는데, 이는 R-tree 인덱싱, 행렬 형태 변형 기법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절 병렬 알고리즘 베이스라인

아직까지 TRAOD 알고리즘을 GPU로 병렬화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좀 더 객

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베이스 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가장 간

단한 접근방법으로 궤적정보의 이상치를 탐지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은 시

간을 소비하는 연산 중 여러 부분궤적 쌍의 거리 계산이 있는데, 이를

GPU의 SIMD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방식으로 병렬화하는

것은 간단한 작업이므로, 이를 베이스 라인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데이

터의 크기에 따라 병렬화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데이터의 크기가 작

아 모든 부분궤적 쌍의 거리를 저장하는 행렬 (Matrix)이 GPU Global

Memory에 다 올라올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GPU

Global Memory가 허용하는 만큼 분할하여 연산을 진행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대용량 궤적정보를 대상으로 하므로 모든 부분궤적 쌍 사이의

거리를 저장하는 행렬에서 행 단위로 한 행씩 병렬계산하는 방식을 사용

하였다. 즉, 하나의 부분궤적과 그 외 모든 부분궤적과의 거리를 동시에

계산하는 방법이다.

기존 TRAOD는 False-negative를 내재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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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he two-level partitioning”이라는 기법 때문인데, 이것은 성기게

(Coarse-grained) 분할한 영역 중에서 이상 부분궤적들만 추린 다음, 이

를 대상으로 좀 더 세밀하게 (Fine-grained) 분할하는 방식으로 이상 부

분궤적을 찾아냈다. 그렇기 때문에, Lee et al (2008)도 직접 밝힌것처럼,

성기게 분할했을 경우엔 정상이지만 세밀하게 분할했을 땐 비정상인 부

분궤적을 놓칠 수도 있다.

그림 6 The two-level partitioning으로 누락될 수 있는 이상치

[그림 6]은 The two-level partitioning을 통해 누락될 수 있는 이상치

의 예시이다. 실제로, “The two-level partitioning”을 통해 태풍경로, 동

물이동 데이터에서 최대 73.7%, 최소 27.0%의 성능향상을 산출하기는

했지만, 최대 1.8%, 최소 0.1%의 False-negative rate를 보였다. 이는 데

이터 특성에 따라서 - 예를 들면 데이터의 표준편차가 큰 경우에는 -

위의 False-negative rate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며,

디지털운행기록정보에서 위험한 운전행태를 찾는다는지, 은밀하게 이동

하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찾는다는 측면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반면, 저자도 언급한 것처럼, 모든 궤적을 유의미한 기본 단위까지 세

밀하게 분할하는 단순한 전략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음에도, 외면

된 이유는 느린 속도라는 가장 취약점인 약점 때문이다. 하지만 GPU 병

렬 알고리즘 개발 및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다면, 속도를 상당 부분 끌어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 ‘최소

단위까지 세밀하게 분할하는 단순한 전략’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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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최적화 기법

본 연구에서는 베이스라인 보다 높은 성능을 산출하기 위해 GPU에 친

화적인 Coarse-grained R-tree 인덱싱, 병렬화를 용이케 하는 행렬 형태

변형, 2가지의 최적화 방안을 고안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R-tree 인덱싱

먼저 R-tree 인덱싱 기법은, 궤적정보를 R-tree로 인덱싱하여, 질의를

통해 얻은 정보를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궤적 쌍들만 연산에 참여시

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제시키는 기법이다. 최적화 과정을 좀 더 구

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TRAOD 알고리즘의 전개를 다시 한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두 부분궤적 , 사이의 거리가 임계치 보다 작은 경우, 그때의

들의 길이를 모두 더함으로써, 와 유사한 들의 길이의 합과 의

길이를 비교한다. 이때, 와 유사한 들의 길이의 합이 크다면, 와

를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자면, 와 가 있을

때, 와 유사한 부분이 에 충분히 많으면 와 가 유사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림 7 Coarse-grained R-tree 인덱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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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두 부분궤적 , 사이의 거리가 임

계치 보다 작은지 이므로, 각각의 궤적을 시간정보 (Timestamp)를 제외

한 공간정보만으로 2차원 R-tree의 각 노드로 설정하는데, 엄밀하게는

궤적의 MBR을 각 노드에 저장한다. R-tree에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유클리디안 거리와 TRAOD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TRAOD 거리의 최

소값을 제시하는 [정리 1]에 의해, [그림 7]과 같이 조건에 맞지 않는 궤

적은 배제시킨다.

정리 1 두 궤적의 MBR 사이의

최소거리가 D이면, 양 궤적에

각각 속해 있는 두 부분궤적

사이의 TRAOD 거리의 최소값

(Lower Bound)은 D이다.

증명. 두 부분궤적의 TRAOD 거리는 아래와 같다.

(1) 인 경우, 아래 부등식을 만족하며,

(일반성을 잃지 않는 가운데, 두 값 중 작은 것이 이라 가정)

삼각부등식에 의해 아래 부등식이 만족되므로,

두 부분궤적 간 TRAOD 거리와 사이에 아래 부등식이 만족된다.

(2) 인 경우, 아래 부등식을 만족하며,

이므로,

마찬가지로 삼각부등식에 의해 아래 부등식이 만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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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서로 다른 두 궤적의 범위가 겹치거나, 혹은 떨어져 있더라도 둘

사이의 최소 유클리디안 거리가 D 보다 작다면, 이 두 궤적의 범위에 각

각 하나씩 속해 있는 두 부분궤적의 양 끝점 간 거리도 D 보다 작을 수

있으므로, 두 부분궤적 사이의 TRAOD 거리가 D보다 작을 수 있다. 하

지만 두 궤적의 범위가 떨어져 있고 둘 사이의 최소 유클리디안 거리가

D 보다 크다면, 두 궤적의 범위에 각각 하나씩 속해 있는 두 부분궤적의

양 끝점 간 거리는 D 보다 작을 수 없으므로, 두 부분궤적 사이의

TRAOD 거리가 D보다 작을 수 없다. 이처럼 R-tree로 데이터집합을 성

기게 인덱싱하여 초기조건에 맞지 않는 궤적 쌍들 (Trajectory Pairs)은

배제 (Pruning)함으로써 전체적인 성능향상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구현방법은 전처리단계에서 궤적의 범위로 구성된 R-tree의

각 노드를 순회하면서, 두 궤적의 범위가 겹치거나, 혹은 떨어져 있더라

도 둘 사이의 최소 유클리디안 거리가 D 보다 작은 경우에 한해서, 그러

한 노드들끼리 구성된 독립된 여러 군집을 형성하도록 한다. 그리하면

향후 GPU를 통해 병렬연산을 할 때, 각각의 독립된 군집 내에서만 필요

한 연산을 하면 부분궤적 쌍 사이의 TRAOD 거리가 D 보다 작을 가능

성이 없는 것들이 배제된다.

이와 같이 성기게 인덱싱하는 이유는 보다 GPU에 친화적인 인덱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GPU를 통해 수많은 연산을 SIMD 방식으로 빠르게

수행할 수 있으므로, Guan et al (2012)이 제안한 것처럼 세밀하게 인덱

싱을 하여 후보군을 뽑는 방법은 운 좋게 많은 부분을 배제시킬 수 있더

라도, 일부를 배제시키는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전체를 다 병렬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세밀하게 인덱싱을 하는 경우에

는 GPU와 결합했을 때, 이득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

하는 것처럼 성기게 인덱싱을 하여 큼직큼직하게 덜어내는 것이 GPU와

의 호환성을 고려했을 때 더 바람직한 접근방식이라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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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렬 형태 변형

다음은 행렬 형태 변형이다. 두 부분궤적 , 사이의 거리를 구하

는 것 외에도 큰 비용이 필요한 연산 중 하나는 아래 식 (1)과 같이 ‘

와 유사한 들’의 길이를 모두 더하는 것이다.

(1)

그런데, 이는 결국 와 가 유사한지를 판단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더하는 영역이 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 데 - 구현 방법에 따라 차

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림 8]과 같이 긴 1차원 배열 (Array)에 서로

다른 궤적 간 구분 없이 두 부분궤적 , 사이의 거리를 모두 저장

하는 자료구조 (Data Structure)를 쓴다면 - 의 길이가 서로 다름으

로 써 더하는 영역의 길이가 달라지므로, 이는 GPU로 병렬화하기에 다

소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

그림 8 기존 행렬의 형태

하지만 GPU로 병렬화하기에 용이하도록 행렬의 형태를 변형하면, 큰

폭의 성능향상이 관찰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존 행렬인

[그림 8]과 같이 ‘하나의 부분궤적와 그 외 모든 부분궤적 사이의 거리를

저장하는 배열’에 거리를 저장하지 않고, 아래 식 (2)와 같이 거리가 임

계치보다 작을 때만 부분궤적의 길이를 저장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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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그림 9]과 같이 두 부분궤적 사이의 거리를 궤적별로 서로 다른

행에 구분하여 저장하면, (단, 행렬의 가로 길이 (열의 개수)는 모든 궤

적 중 길이가 가장 긴 것을 따르도록 하고, 남는 공간은 0으로 채운다)

같은 행에 있는 모든 원소를 병렬적으로 더함으로써 ' 와 유사한 들

'의 길이를 동시에 모두 더할 수 있다.

그림 9 변형된 행렬의 형태

여기서 필요한 덧셈 연산을 구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AtomicAdd 연산'를 사용하는 것이다. 'AtomicAdd 연산'을 통해 행단

위 덧셈 연산을 병렬적으로 하려면, 행렬의 모든 원소개수 (행의 길이×

열의 길이) 만큼의 스레드가 각각의 위치에 접근해서 값을 그대로 읽고

(read), 값을 쓸 (write) 때는, 메모리 레이아웃에 따라 달라지는데, (1)

Column-major인 경우에는 각 스레드 ID 번호를 행렬의 세로길이 (행의

개수)로 나눈 나머지 값의 위치에 'AtomicAdd 연산'을 하면 되고, (2)

Row-major인 경우에는 각 스레드 ID 번호를 행렬의 가로길이 (열의 개

수)로 나눈 몫을 값으로 하는 위치에 'AtomicAdd 연산'을 하면 된다.

성능측면에서는 Column-major가 이득인데, 그 이유는 Column-major가

Row-major에 비해 값을 쓸 때의 메모리 경합 (Memory Contention)이

덜 일어나기 때문이다.

만약 커널 함수 안에 반복문을 넣으면 좀 더 빠른 성능을 관찰할 수

있다. 반복문을 이용한 구현방법은 행의 개수 만큼의 스레드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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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문을 통해, 동일 행의 다음 원소로 (즉, 우측으로), 순회하면서 덧셈연

산을 하면된다. CUDA 프로그래밍 모델에서 32개의 스레드들은 하나의

warp를 형성하며 이 warp 단위로 같은 일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GPU 커널 함수 (kernel function)안에 for문이 있을 때에도 warp 단위로

for문을 순회한다. [그림 10]과 같이 4x8 행렬의 경우, 4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일을 하는데, 같은 열 번호 (Column index)를 공유하는 각 위치

(Cell)는 동시에 접근되므로, 만약 메모리 레이아웃이 Column-major라

면, 메모리 접근 패턴이 연속적이기 때문에 메모리 Coalescing 효과가

발생할뿐더러 메모리 경합도 완화되며 각 스레드가 고유의 지역변수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성능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림 10 두 가지 메모리 레이아웃

행렬 형태 변형 기법은, 베이스라인 병렬 알고리즘 대비, Leal et al

(2018)이 제시한 4가지 도전과제[1] 중 2가지를 극복하였다. 첫번째는 '

호스트-GPU 버스 간의 낮은 처리량 (Low Throughput of the

Host-GPU bus)’이다.

그림 11 행렬 형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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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그림 11]과 같이 기존에 하나의 부분궤적과 그 외 모든 부

분궤적 사이의 거리를 저장하던 1x2,000,000 (하나의 부분궤적 x 그 외

모든 부분궤적) 행렬을 '행렬 형태 변형'을 통해 937x6848 (전체 궤적의

개수 x 가장 긴 궤적의 길이) 행렬로 변형한 뒤 행단위로 모든 요소를

더하는 연산을 병렬적으로 수행하여, 937x1 (총 937개 궤적별, Li와 유사

한 Lj의 길이의 총합들) 행렬을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Li의 길이’보

다 ‘Li와 유사한 Lj의 길이의 총합’이 더 긴 경우가 몇 번인지 까지 세어

서 하나의 메모리를 차지하도록 만들면 최종적으로 1x1 행렬을 만들 수

있다. 즉, 베이스라인 병렬 알고리즘이 1x2,000,000 행렬을 GPU 메모리

에서 CPU 메모리로 전송했다면, 개선된 알고리즘은 1x1 행렬만 전송하

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작은 크기의 행렬을 전송함으로써 그 전송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불러와 성능향상에 기여한다.

두번째는 '스레드의 개수에 비해 낮은 Global memory의 대역폭 (Low

Global Memory Bandwidth Relative to the Number of Threads)’이다.

GPU Global Memory의 느린 속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메모리 레

이아웃을 선택하고, 이에 최적화된 'Memory Coalescing’ 기법을 적용하

므로써, 성능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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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및 성능 평가

4장에서는 궤적정보 이상치 탐지 병렬 알고리즘에 대한 실험 및 성능

평가에 대해 다룬다. 먼저 1절에서는 실험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2절에

서는 알고리즘 소요시간 등 실험 결과에 대해 소개한다. 마지막 3장에서

는 이상치 탐지 결과에 대한 시각적 해설과 정량적 평가를 첨부하였다.

제 1 절 실험 환경

실험에 사용된 PC 환경은 AMD Ryzen 7 1700, RAM 32G, HDD

277GB, GeForce GTX 1080 Ti (Global Memory 11.72GB) 이며, 프로그

래밍 언어로는 CUDA C 9.2를 사용하였다.

디지털운행기록정보는 버스, 택시와 같은 상업용 차량과 화물차의 운

행일자, 운송사코드, 차량번호, 운행시분초, 일일주행거리, 누적주행거리,

운행속도, RPM, 브레이크신호, X좌표, Y좌표, 방위각, 가속도X, 가속도Y

총 14개 항목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운행지역은 전국이 대상이다.

합성 군사 미사일 궤적정보는 Global Security.org의 Josh Levinger가

2005년 6월에 만든 파이썬 코드[19]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모든

궤적들은 [그림 12]와 같이 사거리 연장을 위해 2가지의 ‘단 분리 기술’

을 적용하였다.5) 총 발사궤적 중 90%는 기존 미사일 기술이라 가정한

‘2단 로켓 분리 기술’이, 10%는 새로운 미사일 기술이라 가정한 ‘3단 로

켓 분리 기술’이 사용되었다. 사용된 발사체의 제원은 [표 1]의 각 값을

평균으로, 15를 표준편차로 하는 정규분포에서 임의로 난수값을 생성하

여 매 발사마다 임의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이러한 초기설정은 저자가

5) [그림 2]는 인공위성 발사에 사용되는 단 분리 기술을 시각화한 것이지만, 미

사일 발사 기술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그림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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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당코드와 함께 제공되는 여러 가지 초기설정 값들 중 - x축을

비행거리 (Range)로 y축을 비행고도 (Height)로 하는 선 차트 (Line

Chart)로는 - 두 기술이 최대한 육안으로 구분되기 어렵도록 필자가 임

의로 설정한 값이다.

그림 12 2단 로켓 분리 기술

구분 2단 분리 기술 3단 분리 기술

Fuelmass (연료량) 52,124kg 12,758kg 12,798kg 3,771kg 196.66kg

Drymass6) 3,532kg 2,294kg 2,394kg 1,100kg 23kg

Specific Impulse (비추력7)) 230 264 226 268 280

Thrust (추진력) 104,257N 31,200N 30,432N 6,000N 2,039.4N

Payload (탄두중량) 1,500kg 1,000kg

Missile Diameter (미사일 직경) 2m 1.3m

표 1 합성 군사 미사일 궤적 발사제원

6) 미사일에서 연료를 제외한 기계적 구조물, 추진제 탱크 등의 무게

7) 로켓 추진제의 효율을 판단하는 요소, 추력을 태운 연료의 중량 변화로 나누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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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결과

[그림 1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디지털운행기록정보의 경우에는

GPU 최적화 버전이 CPU 버전 보다 최대 300배 빠른 성능을 보이고 있

으며, GPU 베이스라인 버전보다는 최대 15배 빠른 성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x축은 서로 다른 크기의 데이터집합이 입력값으로 들어갈 수 있

음을 가정하여, 궤적정보를 구성하는 전체 점의 개수가 10,000부터 2배씩

증가하여 2,560,000개까지의 다양한 데이터집합 입력값을 표현하고 있고,

y축은 알고리즘의 소요시간이다. 두 축 모두, 밑은 다르지만, 로그스케일

이다.

그림 13 알고리즘 소요시간 (디지털운행기록정보)

미사일 궤적정보의 경우에도 [그림 14]처럼 비슷한 성능향상을 보이지

만, GPU 최적화 버전이 CPU 버전보다 109배, GPU 베이스라인 버전보

다는 6배만 빨리짐으로써 성능향상의 폭은 상대적으로 작다. 그 이유는

R-tree 인덱싱을 통한 Pruning 효과가 없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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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미사일 개발기술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발사위치는 중요하

지 않으므로, 발사지점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 뒤, x축을 거리, y축을

고도로 할 경우에는 디지털운행기록정보처럼 서로 이격된 궤적이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R-tree 인덱싱을 통해 전처리단계에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Pruning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행렬 형태변형 기법의 성

능향상 효과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향상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축은 서로 다른 크기의 데이터 입력값이

고, y축은 알고리즘의 소요시간이다. 두 축 모두, 밑은 다르지만 로그스

케일이다.

그림 14 알고리즘 소요시간 (합성 군사 미사일 궤적)

GPU 최적화 버전을 실행시키기 위한 전처리는 R-tree를 구성하는 것

(R-tree Construction)과 서로 이격된 군집 (Disjoint Classes)을 만드는

총 2개의 과정이 있는데 [그림 15]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매우 적은 부

분을 차지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도 다 합쳐도 전체 소요시간의 4%를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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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전처리과정 소요시간 (디지털운행기록정보)

R-tree 인덱싱을 통해 전처리단계에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궤적

쌍을 Pruning시키는 기법은 [그림 16]과 같이 연산속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 [그림 16]은 디지털운행기록정보에서 3개의 서로 다른 크기의

데이터 집합에 대해 이를 보여주는 것인데, 각 데이터 집합은 전처리 단

계에서 R-tree 인덱싱을 통해 각 군집 간의 최소거리가 임계치 D 보다

큰, 즉, 서로 이격된 2∼3개의 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로 이격된 군

집 간에는 연산을 수행할 필요가 없고, 같은 군집 내에 있는 궤적들 간

에만 연산을 수행하면 되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45∼25% 가량의

부분궤적쌍 간 거리연산을 생략하여 55∼75%의 연산만 수행하여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소요시간을 59∼76% 가량 감소시

키므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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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R-tree 인덱싱을 통한 Pruning 효과

다음 [그림 17]은 TRAOD 덧셈연산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가장 빠른

경우는 예상했던 것처럼 GPU 커널함수 안에 for loop을 넣어 행렬의 한

행마다 별도의 지역 변수를 활용하고, 메모리 레이아웃을 Column-major

로 했을 경우이다. 이 경우가 거리계산은 GPU에서 하고 데이터를 Host

Memory로 옮긴 다음 CPU에서 덧셈연산을 하는 경우인 베이스라인 보

다 약 9배 가량 빠른 성능을 보인다. 빠른 성능을 보이는 이유는 크게 2

가지 인데, 첫째는 Memory Contention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행렬의 한

행마다 별도의 지역 변수를 선언하여 이를 각 스레드가 활용하도록 하

면, Global Memory Contention을 완화시킬 수 있고, 로컬 변수는 Global

Memory보다 빠른 메모리에 저장되기 때문에 메모리 접근속도도 향상시

킬 수 있다. 두 번째는 Memory Coalescing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이 병

렬 알고리즘에서는 커널함수 안에 for loop을 넣고 Column-major를 쓰

는 경우가 Row-major보다 Memory Coalescing을 잘 유도하기 때문에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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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TRAOD 덧셈연산에 대한 실험

제 3 절 이상궤적에 대한 시각적 해설 및 정량적 평가

1. 디지털운행기록정보

디지털운행기록정보의 이상 부분궤적을 [그림 18]의 붉은색으로 표시

된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이상치로 탐지된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구역 1, 2>와 같이 해당 경로를 지나는 궤적의

빈도수가 적을 때 이고, 두 번째는 <구역 3, 4>와 같이 통상적인 경로를

부분적으로 이탈했을 경우이다. 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18]의 <구역 1, 2>를 지나는 차량의 궤적의 빈도수가 적

다는 점은 [그림 19]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18]에서 분홍색으로 표시

된 (3,4), (4,1), (5,1) 궤적은 같은 경로를 지나지만, 전체 25개 중 3개에

지나지 않아 비중이 낮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경로를 지나는

<구역 1, 2>의 많은 부분이 이상 부분궤적으로 탐지되었다.

다음 [그림 18]의 <구역 3, 4>는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는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이상치로 판단되며, 이런한 것들은 운전상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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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롭게 하는 음주, 졸음 운전 등의 행태라고 추정할 수 있다.

<구역 1>

<구역 2>

<구역 3>

<구역 4>

그림 18 디지털운행기록정보에서의 이상 부분궤적

그림 19 디지털운행기록정보 궤적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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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사일 궤적정보

[그림 20]을 보면 총 80회에 걸쳐 가상으로 발사된 미사일 궤적이 있

다. 단순히 [그림 20]만 보면, 대부분의 궤적이 비행고도 (Height) 및 비

행거리 (Range) 면에서 겹치기 때문에, 총 80회의 미사일 궤적에서 어느

것에 새로운 미사일 기술이 적용되었다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림 20 합성 군사 미사일 궤적(총 80회 발사)

하지만, 가상으로 조성한 이 문제환경에서 총 80회 중 90%를 차지하

는 72회에는 기존의 미사일 기술이라 가정한 ‘2단 로켓 분리 기술’이 적

용되었고, 10%인 8회에는 새로운 미사일 기술이라 가정한 ‘3단 로켓 분

리 기술’이 적용되었다. 즉, 10%의 ‘3단 로켓 분리 기술’이 적용된 미사

일이 새로 개발된 기술이라면, TRAOD를 통해 새로운 기술로 발사된 미

사일 궤적을 모두 포착해야 할 것이다.

기존 TRAOD의 거리측정방식은 단일 차원 내에서 수직, 수평, 각도

성분의 차이만 고려하기 때문에, 미사일 궤적의 특징을 보다 잘 탐지하

기 위해 속도와 가속도 항목을 추가시켰다. 다시 말하면, 두 부분궤적 간

거리를 측정할 때, 수직, 수평, 각도 차이 뿐만이 아니라 두 부분궤적 간

속도와 가속도 차이를 함께 고려하여 총 5가지의 항목의 가중합으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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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계산하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합성 군사 미사일 궤적에 대해 TRAOD를 수행한 결

과를 정량적으로 살펴보면, [그림21]과 같다.

그림 21 임계치 D 변화에 따른 비정상 탐지율

임계치 D가 커질수록 두 종류의 비정상 탐지율이 모두 줄어드는 경향

을 보이는데, 이는 임계치 D가 커질수록 두 부분궤적을 유사하다고 판단

하는 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보다 많은 부분궤적 쌍들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비정상, 즉, 이상 부분궤적으로 탐지되는 객체 자체

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임계치 D가 1일 때 부터 18일 때 까지 비정상을

비정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100%로 유지되는데, 이는 총 80회의 미사

일 발사 중 10%를 차지하고 있는, 앞서 새로운 미사일 기술이라 가정한

3단 로켓 분리 기술이 적용된 궤적이 90%의 기존 궤적과 비교했을 때

모두 이상 부분궤적을 포함하고 있는 비정상 궤적으로 제대로 탐지되어

졌다는 점이다. 가장 최적의 결과는 임계치 D가 16, 17, 18일 때인데, 그

이유는 모든 비정상을 비정상으로 판단한 가운데, 정상을 비정상으로 판

단하는 비율은 약 4%로 가장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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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기존 거리기반기법의 단점으로 지목되었던 임계치 설정에 전문

가가 관여해야한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는 두 부분궤적

간 거리를 구성하는 5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평균은 0, 분산은 1이 되도

록 하는 정규화를 함으로써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임계치가 큰 폭으로

좌지우지 됨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기존의 궤적정보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연구가 ‘탐지된 이상치의 개수는 몇 개나 되는지’, 혹은

‘그 이상치가 시각적으로 합리적임’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면, 위와 같이

합성 데이터 집합을 활용한 정량적인 성과 측정은 기존에 없던 방식이라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TRAOD를 통해 합성 군사 미사일 궤적정보에서 새로운

미사일 기술을 탐지할 수 있다는 점은 보다 복잡한 미사일 기술이 적용

된 실제 환경에서도 TRAOD가 새로운 미사일 기술을 밝혀내는데 중요

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추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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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CPU 기반 알고리즘이었던 TRAOD가 최근 급증

하고 있는 대용량 궤적정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하여 TRAOD를 GPU 기반 병렬 알고리즘으로 재개발하고, GPU

에 친화적인 R-tree 인덱싱 기법, 병렬 연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행

렬 형태 변형 기법 등을 통해 GPU 베이스라인 대비 최대 15배에 달하

는 속도측면에서의 성능향상을 산출하였다.

게다가 기존 CPU 기반 TRAOD가 속도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

했던 False-negative가 내재된 “The two-level partitioning” 전략을 채

택하지 않고, GPU를 통해 속도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False-negative가

배제된 궤적정보 이상치 탐지 병렬 알고리즘을 재탄생시켰다.

또한, 디지털운행기록정보와 합성 군사 미사일 궤적정보를 대상으로

TRAOD를 접목시켜, 이 알고리즘이 해당 데이터 집합에서도 이상치를

잘 탐지한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합성 군사 미사일

궤적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미흡했던 이상치 탐지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후속 연구방향은, 궤적정보가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스트림환경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속도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GPU를 효율적으

로 사용하는 병렬 TRAOD를 개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Multi-GPU 컴

퓨팅의 전통적인 병목현상 (Bottleneck)인 노드 및 디바이스 간 통신문

제가 예상되며, 각 GPU에 데이터와 연산을 분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

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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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ptimization Methods for

Parallel Trajectory Outlier

Detection Algorithm

Changeun Choi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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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large-scale trajectory dataset is rapidly increasing with

the development of GPS and various basic technologies. However,

trajectory outlier detection algorithm TRAOD[3], which many

researchers are using, has a performance problem in processing such

a large amount of trajectory datase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solved the performance

issue by parallelizing TRAOD on GPU and applying various

optimization methods. There were two main challenges here. The first

is that the length of each trajectory in the data set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making it difficult to parallelize it. Second, as suggested

by guan et al (2012), the use of R-trees for TRAOD can improve

performance, but it is not designed to take into account the G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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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which can cause various performance degradation factors

when encountering the GPU.

In order to overcome these two challenges, this study devised a

GPU-friendly R-tree indexing technique and a matrix shape

transformation technique to help parallelization. Through the above

optimization methods, we proposed a parallel TRAOD algorithm that

is 300 times faster than CPU version and 15 times faster than GPU

version baseline.

In addition, TRAOD was applied to digital tachograph and military

trajectory to perform visual commentary about trajectory outlier and

quantitative evaluation of each outlier.

keywords : Trajectory, Outlier Detection, GPU, Parallel

Algorithm, Optim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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