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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방송환경은 모바일 클라이언트의 수에 상관없이 다수의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하여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기존 대부분의 연구는 한 개의 독립적인 데

이터를 최단시간에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질의어와 같이 상호 관련된 여러 데이터를 동시

에 획득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는 미비했다. 또한 그러한 논문들에서도 질의어 내의 데이터들

이 다른 채널상의 동일시간에 나타나지 않도록 할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연구되어 왔고 각 데이터

의 요청빈도에 따른 데이터의 접근확률은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는 본 논문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채널에 할당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질의어에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요청빈도가 높은 데이터들을 

한 방송 사이클 동안 다중 채널상에 여러 번 할당되게 하여 해당 질의어에 속한 데이터들을 모두 

획득하는데 요구되는 평균응답시간을 줄이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무선 이동통신 기술과 휴대장치의 발전으로 인

하여 서버에서 불특정 다수의 클라이언트에게 무선 

채널을 통해 주기적으로 데이터들을 전송해주는 방송

기법이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무선방송환경에서의 기존 논문들은 클라이언

트가 한 개의 독립적인 데이터만을 요청하고 획득하

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

다. 그러나 실제 환경에서는 이렇게 개개의 데이터만

을 요구하기 보다는 관련된 여러 데이터들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주식정보를 원

하는 사용자가 모토로라와 같은 회사의 주식을 원한

다면, 관련 회사인 노키아나 삼성과 같은 관련된 회

사의 주식정보 또한 요청할 확률이 높다. 본 논문에

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상호관련 있는 데이터

들로 구성된 질의어의 평균응답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질의어의 평균응답시간을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 방법은 [1][2][7]에서 제시되었다. Y.D.Chung 이 

제시한 QEM(Query Expansion Method)은 상대적으로 

요청될 확률이 높은 질의어에 속한 데이터들에게 먼

저 채널에 할당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2]. G.Lee 는 

[2]에서 제시한 방법의 엄격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개선된 방안을 제시하였다[7]. 그러나 [2][7]이 단일 

채널환경만을 고려한 반면 Hung 은 다중 채널에서 적

용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인 PBA(Placement-Based 

Allocation)를 제시하였다[1]. 다중 채널에서의 데이터

들은 임의의 다른 채널들에 할당될 수 있다. 이때 채

널에 나타난 데이터의 위치를 오프셋이라고 하는데 

한 질의어에 속한 여러 데이터들이 같은 오프셋에 위

치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데이터충돌의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된다. 데이터충돌이 발생하면 한 

순간에 하나의 채널에만 접속할 수 있는 무선환경의 

특징으로 인하여 해당 방송 사이클에서 하나의 데이

터만을 획득하고 남은 데이터는 다음 방송 사이클까

지 기다려야 하므로 응답시간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

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PBA 는 더 높은 접근빈도를 가지는 질의어에 속한 

데이터들을 먼저 우선 할당하여 해당 질의어에서의 

데이터충돌을 없앰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 데이터충

돌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질의어의 접근빈도를 반영한 

것이지 각 데이터의 접근빈도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 

또한 모든 데이터가 한 방송 사이클 내에서 오직 한

번만 할당되기 때문에 그림 1 과 같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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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y Prob. Items 

Q1 0.4 9, 12, 13 

Q2 0.3 2, 18 

Q3 0.2 2, 12 

Q4 0.1 2, 3, 6 

(그림 1) 질의어 프로파일 내에서 데이터의 중요도 

 

그림 1 과 같은 질의어 프로파일 내에서 데이터 2 는 

Q1 에 속한 9, 12, 13 번 데이터 보다 더 자주 요청되

는 데이터이다. 그러나 Q1 의 접근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할당 시에 9, 12, 13번 데이터보다 우선순위에

서도 밀리고 데이터의 높은 접근빈도 또한 반영되지 

못했다.  

우리는 본 논문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

여 기존 방법에서처럼 할당 시에 질의어 할당 우선순

위를 유지하여 데이터충돌의 영향[1]을 줄이면서, 질

의어 프로파일 내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요청되는 데

이터는 한 방송 사이클 동안 다중 채널상에 여러 번 

할당하여 해당 데이터를 획득하는데 요구되는 응답시

간을 줄일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

법은 각각의 데이터들이 적절한 반복횟수로 다중 채

널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 탐색기법이 

요구된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튜닝타임을 최소로 하

는 인덱싱기법 또한 제시할 것이다.  

이 논문의 남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상

호관련 데이터를 다중 무선방송채널상에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고 3 장

에서는 다중 채널에 할당된 데이터들을 찾을 수 있는 

인덱싱 기법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마지막으로 4 장에

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기술할 것

이다. 

 

2. 상호관련 데이터들을 위한 효율적인 데이터할당 

이번 장에서는 각 데이터의 요청빈도수에 따른 적

절한 할당횟수를 구하고 다중 채널상에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2.1 데이터 할당 횟수를 구하는 방법 

우리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되는 데이터의 요청

빈도에 따라 각 데이터 마다 다중 무선채널상에 할당

되는 횟수를 정할 것이다.  

Query Prob. Items 

Q1 0.310 d9, d12, d18, d19 

Q2 0.178 d10, d11, d13, d17, d18 

Q3 0.128 d3, d14, d16, d17, d18 

Q4 0.102 d2, d5, d6, d11, d14, d15 

Q5 0.085 d2, d13, d17, d20 

Q6 0.074 d1, d11, d17, d20 

Q7 0.065 d3, d4, d15, d19 

Q8 0.058 d7, d8, d14, d18 

(그림 2) 질의어 프로파일예제 

 

그림 2 와 같이 클라이언트들로부터 받은 질의어 

프로파일이 있다고 하자. 이때 Q1 은 요청될 확률이 

0.310이다. 따라서 데이터 9, 12, 18, 19는 모두 Q1에 

의해 0.310 의 확률만큼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질의

어 Q1 의 0.310 이라는 확률의 의미는 질의어가 1000

번 요구 되어질 때 Q1 이 310 번 요청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런 식으로 질의어 1000 번 요청 시 Q2 는 

대략 178번, Q3는 128번 요청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

을 통하면 각 데이터는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질의어

의 요청횟수를 모두 더한 값만큼 요청될 것이다. 즉, 

18번 데이터는 Q1, Q2, Q3 그리고 Q8에 포함되어 있

기 때문에 이들의 요청횟수의 합인 

310+178+128+58=674 번 만큼 요청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요청횟수를 가지고 우리는 각 데이터에 대

한 적절한 할당횟수를 정할 것이다. 

  

Data 18 17 19 11 9 12 14 13 3 2 

회수 674 465 375 354 310 310 288 263 193 187

 

Data 10 15 20 16 5 6 1 4 7 8 

회수 178 167 159 128 102 102 74 65 58 58 

(그림 3) 질의어 요청에 따른 각 데이터에 대한 

상대적인 요청빈도수 

 

그림 3 을 보면 데이터 18 번이 674 번 요청될 때 

데이터 8 번은 58 번 요청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8 번 데이터의 요청횟수인 58 로 18 번의 요청횟수 

674 를 나누면 상대적인 할당횟수를 구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방식은 가장 적은 요청횟수가 가장 큰 

요청횟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다면 전체 

할당회수의 크기가 커져 전체 방송사이클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데

이터의 요청횟수를 정규화하여 타당한 할당횟수를 구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림 3의 예제에서는 1, 4, 7, 

8 번 데이터는 비교적 비슷한 요청횟수를 갖는다. 따

라서 1 번 데이터의 요청횟수 74 보다 작은 요청횟수

에는 할당횟수를 한번으로 하여 모든 데이터의 상대

적인 할당횟수를 구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데

이터 18 번은 그림 4 와 같이 할당횟수가 9 가 될 것

이고, 17번 데이터는 6회 할당횟수를 가질 것이다. 

 

Data 18 17 19 11 9 12 14 13 3 2 

할당회수 9 6 5 5 4 4 4 4 3 3 

 

Data 10 15 20 16 5 6 1 4 7 8 

할당회수 2 2 2 2 1 1 1 1 1 1 

(그림 4) 각 데이터의 할당회수 

 
 

2.2 데이터 할당횟수를 이용하여 할당하는 방법 

2.1 절에서 질의어 프로파일에 속한 질의어의 평균

응답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 데이터의 최적의 할

당횟수를 정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이러한 각각의 데

이터의 할당횟수를 이용하여 다중채널상에 어떻게 데

이터를 할당할지를 설명하겠다. 먼저 모든 데이터의 

할당횟수의 총합을 구한다. 이때 가장 작은 할당횟수

는 1 이다. 즉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방송사이클 동안 

최소 한번은 할당 되어진다.  

데이터를 채널에 할당하는 순서는 질의어 프로파일



 

 

제28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2호 (2007. 11) 

 
 

221 

상에서 질의어 요청이 높은 첫 번째 질의어의 데이터

들부터 할당된다. 할당순서는 PBA[1]에서 제시하는 

방법과 같다. 할당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

은 정의가 요구된다. 

 

정의 1. Cycle_length 는 각 데이터의 할당횟수의 총합

을 채널수로 나눈 값이다. 즉 방송사이클의 크기를 

말한다.  

정의 2. Diff(Di)는 방송될 데이터 집합의 i번째 데이터

Di 가 채널상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일정한 간격이

다. Diff(Di)는 Cycle_length/ ti 이다. 여기서 ti 는 Di 의 

할당횟수이다. 

 

데이터 i 를 지정된 위치에 처음 할당하고 직전 할

당된 위치로부터 Diff(Di)크기만큼 떨어진 위치의 다음

채널에 할당하는 것을 할당회수 ti 만큼 반복한다. 여

러 할당횟수를 가진 데이터는 일정한 간격으로 채널

들에 할당됨으로써 획득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을 최소

화 시킬 수 있다. 만약 할당되어야 할 위치의 모든 

채널에 이미 다른 데이터가 할당되어 있다면 오른쪽

으로 1 만큼 이동하여 할당한다. 그림 5 는 이러한 할

당 알고리즘을 보여준다. 

 

 

(그림 5) 다중 채널에 데이터를 할당하는 알고리즘 

 

그림 4 의 각 데이터의 할당횟수를 이용하여 다중 

채널에 데이터를 할당하는 예제를 보이겠다. 그림 4

에서 모든 데이터의 할당횟수의 총합은 61 이고 데이

터채널의 수가 4 라고 하면 방송사이클의 크기는 16

이 된다. 이때 남은 세 개의 버켓에는 임의의 데이터

를 한번 더 할당한다. 할당 시에는 먼저 그림 2 의 질

의어 프로파일에서 가장 높은 요청확률을 가지고 있

는 Q1 에 속한 데이터 9, 12, 18, 19 번부터 채널에 할

당한다. 9번 데이터는 16/4≒4의 간격마다 할당횟수 4

회만큼 주기적으로 채널을 순환하면서 할당 되어지고, 

12 번 데이터도 역시 16/4≒4 의 간격마다 4 회를 채

널을 순환하면서 할당된다. 그림 5 의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모든 데이터들을 채널에 할당하면 그림 6 과 

같이 하나의 방송사이클을 구성하게 된다. 

(그림 6) 데이터를 채널에 할당한 모습 

 

 

3. 인덱싱 기법 

2 장에서 우리는 질의어 기반의 방송기법에서 각 

개별 데이터의 요청빈도를 반영하여 다중 채널상에 

할당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제

시한 할당방법은 기존의 논문과는 달리 각 데이터들

이 서로 다른 수의 할당횟수를 가지게 되고 채널에 

독립적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적절한 인덱싱 기법이 

없다면 튜닝시간이 매우 커질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N 개의 데이터로 구성된 

질의어를 O(인덱스버켓의 크기 + N)의 시간만 채널을 

들음으로써 원하는 데이터들을 모두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인덱싱 기법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서 인덱스

버켓의 크기는 모든 데이터채널의 각 버켓마다 방송

되는 데이터들의 관한 정보(데이터의 ID, 다음 번 방

송될 때까지 남은 시간 그리고 채널번호)의 총합이다. 

우선 채널은 K 개의 데이터 채널과 더불어 한 개의 

인덱스 채널이 요구된다. 클라이언트는 처음 채널에 

접속 시에 인덱스 채널을 검색하게 된다.  

 
(그림 7) 인덱싱 기법 

 

하나의 인덱스 버켓안에는 해당 버켓이 끝나는 시점

Input : 질의어 프로파일 Q, 데이터채널의 개수 K 

Output : 데이터가 할당된 다중 방송사이클 

 

Begin 

diff[N] : N개의 데이터가 diff[i-1]의 크기만큼의 간격마다 할당된다. 

current_offset : 현재 데이터를 할당할 위치 

allocation count[N] : data 1 ~ data N까지 각 데이터가 한 방송사이클 내에 

다중채널상에 할당되는 횟수 

 

for( each data i in query profile ){ 

current_offset  = 다중채널상에서 첫 번째 빈 위치 

for( allocation count[i]  of data i ){ 

 if( current_offset이 빈 slot이라면){ 

current_offset에 data i 를 할당한다. 

current_offset 을 다음 채널로 이동시키고, diff[i-1]만큼 

offset을 right shift 시킨다. 

 else {    // 현재 위치에 데이터가 할당되어 있다면  

if(다른 채널의 current_offset 과 같은 오프셋에 빈 

slot이 있다면){  

  current_offset = 찾은 빈 slot 

current_offset에 data i 를 할당한다  

current_offset 을 다음 채널로 이동시키고, 

diff[i-1]만큼 offset 을 right shift 시킨다. 

} 

else{ 

if(current_offset 의 1 오른쪽 slot 이 비어있다

면) 

해당 slot에 data i 를 할당한다 

current_offset 을 다음채널로 이동시키고

diff[i-1]만큼 offset을 right shift시킨다. 

else if(current_offset 의 1 왼쪽 slot 이 비어있다

면) 

해당 slot에 data i 를 할당한다 

current_offset 을 다음채널로 이동시키고

diff[i-1]만큼 offset을 right shift시킨다. 

  } 

 } 

}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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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작하여 버켓의 끝 시점까지 순환하면서 모든 

데이터 채널상에 나타나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나

타난다. 그림 7에서 offset = 12 의 (B,5,2)(H,22,1)(L,6,2)

가 의미하는 것은 12 라는 타임오프셋에 세 개의 데

이터채널에 나타나는 데이터 정보가 각각 (B,5,2), 

(H,22,1), (L,6,2)라는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인자는 

데이터 ID 를 의미하고, 두 번째 인자는 해당 데이터

가 앞으로 다시 나오기까지 남은 타임오프셋을 의미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인자는 다음 번에 해당 데이터

가 나오는 채널 번호를 의미한다.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인자는 질의어에 속한 데이터들이 여러 채널

상에 동시에 나왔을 경우 두 번째 인자를 보고 앞으

로 더 오랜 시간 후에 나타날 데이터를 먼저 획득하

기 위한 정보이다. 이러한 인덱스정보를 이용하여 클

라이언트는 자신의 질의어에 속한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과 채널번호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면서 튜닝시간

을 최소화하여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림 8) 인덱싱 기법의 예제 

 

그림 8의 예제를 보자. 클라이언트는 질의어={ B, H, 

P, W }를 획득하기 위하여 인덱스 채널에 튜닝한 후 

인덱스로부터 offset(14)에 데이터 B를 획득할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offset(21)에 데이터 H 와 

데이터 W 가 동시에 방송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 인자를 통하여 다음에 방송되기까지 남은 시간

이 큰 데이터 W 를 1 번 채널에서 획득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다음 방송사이클의 offset(5)과 

offset(6)에서 데이터 H 와 데이터 P 를 각각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무선 다중채널환경하에서 상호관련 데이터들의 요청

빈도에 따른 적절한 할당횟수를 구하였다. 또한 이러

한 할당횟수를 기반으로 각 데이터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다중채널상에 할당하여 질의어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를 획득하는데 요구되는 평균응답시간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른 수의 할당횟수를 가지고 채널에 독립적으로 할

당되는 데이터들을 작은 튜닝시간에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인덱싱 기법을 제안하였다. 향후, 우리는 데이

터의 할당횟수를 효율적으로 정규화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성

능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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