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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센서 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대용량의 스트
림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스트림 데이터
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처리하기 위해 복합 이벤트 처
리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복합 이벤트 
처리는 스트림 데이터에서 사용자 또는 응용에서 불필
요한 정보를 필터링하거나 의미적 정보를 생성한다. 
  복합 이벤트 처리는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스트림 데
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이벤트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한다[1].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대량의 스트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논제로 제
기되면서 스트림 데이터 처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Wang, Fushen이 제안한 [2] 에서는 
비즈니스 이벤트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비즈니
스 이벤트의 정의 규칙과 검출 방안으로 RCEDA(RFID 
Complex Event Detection Algorithm)를 제시한다. 하
지만 이벤트가 중복되고 유사 연산질의가 들어오게 되
면 각각의 연산을 중복으로 처리하게 되어 연산량이 증
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트림 데이터에서 다수 이벤트를 그
래프로 표현하고, 이벤트가 중복되고 유사한 연산 처리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복합 이벤트 처리 기법을 제안

† 교신저자 : yjs@chungbuk.ac.kr
본 연구는 2013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o.2013R1A2A2A01015710)과 미래
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대학 ICT 연구센
터육성 지원 사업(IITP-2016-H8501-16-1013)의 연구결과
로 수행되었음.

한다. 이를 위해 가상이벤트를 만들어 중복적이고 유사
한 연산을 하나의 연산으로 처리한다.

Ⅱ. 제안하는 기법

1. 전체 처리과정

  제안하는 기법은 중복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가상 이벤트를 이용한다. 가상 이벤트는 중복된 
이벤트들에 대한 유사 연산들을 하나의 그래프로 결합
하여 표현한다. 중복이벤트와 유사한 연산을 한번만 수
행함으로써 연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림 1]은 제
안하는 기법의 전체적인 처리 절차이다. 가상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질의를 분할하여 유사한 질의들
의 중복된 기본 이벤트들 검색한다. 공통이 되는 이벤
트 중심으로 하나의 가상 이벤트를 생성한다. 

▶▶ 그림 1. 중복 연산 축소화 기법 처리 절차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이벤트를 정의하기 위해 [표 1]
과 같은 연산자를 처리한다[2]. [표 1]과 같은 연산에서 
중복된 이벤트로 구성된 연산 AND(∧)와 OR(∨)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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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통신 기기의 발달로 다양한 응용에서 대용량의 스트림 데이터의 실시간 복합 이벤트 처리 기법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사 연산 처리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수의 복합 이벤트 처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다수

의 복합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연산자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중복적인 연산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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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질의, 시퀀스질의에서 발생한 이벤트가 같을 경
우와 같이 유사한 질의를 공통된 이벤트로 가상이벤트
를 만들어 하나의 연산으로 만들 수 있다.

연산자 의미
OR(∨ )  또는   발생

AND(∧ )  동시에 발생

    → 순차적 발생

  연속적으로 발생 

 
부터까지  가 
연속적으로 발생 

 
가 발생한 후부터

까지   가 발생

 가 τ 시간 내에 발생

표 1. 복합이벤트 연산자

2. 가상 이벤트를 통한 유사 연산 처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상이벤트는 중복이벤트에 대
한 유사연산을 하나로 결합한 것이며, 여러 유사한 연산
을 하나의 가상이벤트로 표현하여 연산량을 줄일 수 있다.
  그림 2(a)는 기존의 RCEDA[2]기법에서 AND(∧) OR
(∨) 연산을 처리하는 중복된 이벤트를 처리하는 질의 
연산을 나타낸다. 이 경우 동일한 이벤트임에도 각각 
처리하게 되어 연산량이 증가한다. 그림 2(b)는 본 논문
에서는 유사한 질의에서 중복된 이벤트를 기준으로 가
상이벤트를 만들어 중복 처리된 연산량을 감소하는 것
을 나타낸 것이다.

(a) 기존 RCEDA 유사 연산 질의 처리

(b) 유사한 두 질의를 가상이벤트로 결합

▶▶ 그림 2. 제안하는 기법의 유사 질의 처리

 
  가상의 이벤트로 유사한 질의가 결합하면서 기존의 
질의가 변형되었기 때문에 제안하는 가상이벤트 처리에 
맞게 질의를 바꿔 질의정보테이블[표3]에 추가하여 추후 
가상이벤트 에 맞는 이벤트가 들어오면 질의정보테이블

의 변형된 질의를 처리한다.

가상이벤트 E Flag 축소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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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질의정보테이블

Ⅲ. 성능평가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RCEDA[1]
와 처리 시간을 비교 평가한다. 성능평가는 AMD A4 
4355M APU 1.90GHz , 4G의 메모리의 환경에서 가상
의 이벤트 5,000개, 10,000개, 20,000개, 30,000개를 사
용하였다. [그림 3]은유사한 AND, OR 질의로 기존의 
RCEDA 기법과 제안하는 기법 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이다. 두 개의 이벤트를 각자 처리하는 것을 공통된 연
산을 하나의 가상 이벤트로 결합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성능이 평균 50% 향상되었다.

▶▶ 그림 3. 이벤트 수 당 처리시간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중복 이벤트 유사 연산 처리를 통한 
그래프 기반의 복합 이벤트 처리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중복된 기본 이벤트들의 결합을 
통한 가상 이벤트를 생성하여 중복 연산 처리함으로써 
연산량을 감소시켰다. 향후 연구는 유사한 연산을 가상
이벤트로 결합하다보면 연산그래프가 커져 연산량이 많
아지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그래프를 분
할하는 방법과 분산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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