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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진 트라이를 이진 비트열로 압축하여 표현하는 CB 트리는 키가 늘어남에 따라 이진 비트열이 길어지게 되어 검

색 시간이 증가하며 잦은 키 삽입/삭제 연산에 비효율적이다. 작은 분할 트라이들을 계층적 구조로 표현한 HCB 트리

가 제안되었으나 비트열 시프트 처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자식 혹은 부모 트리 참조를 위해 별도의 자료 

구조를 탐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분할 트리를 포화 이진 트라이 형태로 표현하고 레벨 순위에 따

라 분할 트리 번호를 할당하여 검색 성능을 향상 시키는 한편 키의 삽입/삭제 시에 시프트 연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였다. 시·공간 복잡도를 사용한 성능 평가에서 검색 시에는 제안 방법과 HCB 트리 방법이 CB 트리에 비해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키 삽입/삭제는 제안 방법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공간 사용량은 제안 방법이 CB 트리 방

법에 비해 71∼89%의 공간만을 요구하여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ABSTRACT

CB tree represents the binary trie by a compact binary sequence. However, retrieval time grows fast since the more  
keys stored in the trie, longer the binary sequences are. In addition it is inefficient for frequent key insertion/deletion. 
HCB tree is a hierarchical CB tree consisting of small binary tries. However it can not avoid shift operations and have 
to scan an additional table to refer child or parent trie. In order to improve retrieval performance and avoid shift 
operations when keys are inserted or deleted, we in this paper represent each separated trie by a full binary trie and then 
assign the unique identifier to it. Finally the theoretical evaluations show that both the proposed approach and HCB 
tree provides better than CB tree for key retrieval. The proposed approach shows the highest performance in case of 
key insertion/deletion and moreover requires only 71%~89% of storage as compared with CB tree.

키워드 : 이진 트라이, CB 트리, HCB 트리, 정보 검색, 인덱스

Key word : Binary Trie, Compact Binary Tree, Hierarchical CB tree, Information Retrieva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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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신속한 정보 검색을 위한 인덱스 구조는 현대 정보 

검색 시스템의 핵심 요소이다[1]. 특히, 문자열을 키로 

하는 탐색을 위한 인덱스 구조로 트라이 (trie)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차수가 2인 이진 트라이 (binary trie)는 

키를 이진 비트 단위로 분해하여 빠른 탐색에 활용한다. 
그러나 이진 트라이를 인덱스 구조로 직접 구현할 경우 

키 집합이 커지면 메모리에 유지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진 트라이를 하나

의 이진 비트열 형태로 압축하여 표현한 CB 트리가 제

안되었으나 이진 비트열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 키 검색 

시간이 증가하게 되며, 키의 삽입 또는 삭제 시 이진 비

트열에 대한 시프트 처리가 요구된다. 이를 완화하고자 

작은 크기의 이진 트리들을 계층적 형태로 구성한 HCB 
트리가 제안되었으나 시프트 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자식 혹은 부모 트리 참조를 위해 별

도의 자료 구조를 탐색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HCB 트리의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고 

키의 잦은 삭제 및 삽입이 발생하는 동적인 환경에 효

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선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제
안 방법들은 비트열에 대한 시프트 연산이 필요하지 않

으며 자식 혹은 부모 트리를 참조 시 수식을 이용하여 

상수 시간 내에 처리되도록 하였다. 2장에서는 CB 트리

와 HCB 트리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HCB 
트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제안 방법의 시·공간적 우수성을 평가하며 5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Ⅱ. 관련연구

기수 탐색 트리 혹은 트라이는 가변 길이의 문자열을 

키로 하는 검색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2, 3]. 키는 

리프 노드에 유지되므로 키 비교는 리프 노드에서 1회
만 수행된다. 이진 트라이는 차수가 2인 트라이로 키를 

비트 단위로 분해하여 탐색 트리를 구성하며 각 키는 

이진 시퀀스 형태로 표현된다. 이를 위해 키를 구성하

는 각 문자는 이진 코드로 매핑 된다. 예를 들어 문자 ‘a’
는 5비트의 이진 코드 ‘00000’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키 ‘air’는 3개의 이진 코드를 합한 ‘00000 01000 10001’ 

형태의 이진 시퀀스로 변환 된다. <표 1>은 키 집합 K = 
{air,  big, tea, try zoo}에 대한 이진 시퀀스를 나타낸 것

이다.

표 1. 키 집합 K에 대한 이진 시퀀스

Table. 1 Binary Sequences for Ket Set K

키 값 이진 시퀀스

air 00000 01000 10001
big 00001 01000 00110
tea 10011 00100 00000
try 10011 10001 11000
zoo 11001 01110 01110

<그림 1>은 위 이진 시퀀스들을 높이가 5인 이진 트

라이 구조에 모두 삽입한 것이다. 내부 노드는 분기를 

위해 사용되며 리프 노드는 키가 저장된 버켓을 참조한

다. 이진 트라이를 효과적으로 압축하는 한편 내부 노

드의 개수 보다 리프 노드의 개수가 하나 더 많게 되는 

이진 트리의 특성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 버켓을 참조하

지 않는 더미 리프를 추가한다. 

그림 1. 키 집합 K에 대한 이진 트라이

Fig. 1 Binary Trie for Key Set K

이진 트라이를 직접 구현 할 경우 키 집합이 커지면 

저장 공간이 증가하여 메모리에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제안된 CB (compact 
binary) 트리는 이진 트라이를 밀집된 이진 비트 시퀀스 

형태로 표현한다[4]. CB 트리는 treeMap, leafMap, 
bList로 구성 된다. treeMap은 이진 트라이의 각 노드를 

전위 순회하여 얻게 되는 이진 비트 시퀀스이며, 내부 

노드와 리프 노드를 방문할 때 각각 ‘0’과 ‘1’로 방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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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표현한다. leafMap은 리프 노드들만을 전위 순회

하여 얻은 이진 비트 시퀀스로, 더미 리프는 ‘0’으로 일

반 리프 노드는 ‘1’로 방문 순서를 표현한다. bList는 실

제 키를 저장하는 버켓 주소를 유지하는 리스트이다. 
<그림 1>의 이진 트라이를 CB 트리로 표현한 것이 <그

림 2> 이다. treeMap과 leafMap은 각각 13 비트와 7 비
트를 사용하므로 이진 트리를 직접 구현할 때 보다 매

우 압축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treeMap 0 0 0 0 0 1 1 1 1 1 0 1 1
leafMap 1 1 0 0 0 1 1

bList 1 버켓 1의 주소
2 버켓 2의 주소
3 버켓 3의 주소
4 버켓 4의 주소

그림 2. 그림 1.에 대한 CB 트리

Fig. 2 CB Tree for Fig. 1

CB 트리를 사용한 키 탐색은 키에 대한 이진 시퀀스

와 treeMap의 이진 시퀀스를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상호 비트별로 비교하면서 진행된다. 다만 키에 대한 

이진 시퀀스의 특정 비트가 ‘1’일 경우 해당 비트를 루

트로 하는 좌측 서브 트리의 탐색을 생략하고 우측 서

브 트리를 탐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키

가  ‘1’로 시작한다면 루트의 좌측 서브 트리는 탐색 범

위에서 생략되어야 한다. 이 생략 과정은 이진 트라이

의 특성을 이용하면 되는데 treeMap에서 ‘1’ 비트들의 

수가 ‘0’ 비트들의 수보다 하나 클 때 까지 비트 탐색 위

치를 우측으로 이동하여 처리하면 된다.
CB 트리에서는 키 집합이 커질수록 이진 시퀀스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 이진 시퀀스의 우측 끝부분에 위

치한 키들을 찾을 경우 이진 시퀀스 대부분을 탐색해야 

하므로 많은 검색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키 삽입/삭제

의  경우 이진 시퀀스에 대한 시프트 연산이 요구되어 

동적인 환경에서 부담이 크다. 예를 들어, <그림 1>의 

버켓 1이 오버플로우 될 경우 두 개의 리프 노드를 자식

으로 추가하고 버켓을 분할해야 하므로 삽입 위치를 기

준으로 모든 오른쪽 시퀀스들의 이동이 요구된다. 또한, 
<그림 1>에서  키 ‘air’와 ‘big’이 연속해서 삭제될 경우 

두 버켓이 공백이 되어 부모 노드와의 합병이 필요하며 

연쇄적으로 루트의 좌측 노드까지 합병이 수행되므로 

여러 번의 시프트 연산이 발생한다.

[5]에서는 CB 트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단일 이

진 트라이를 <그림 3>과 같이 특정 깊이를 갖는 여러 

개의 작은 이진 트라이들로 분할한 후 서로 연결된  계

층적 구조를 갖도록 변형 하였다. 여기서, 분할된 각 이

진 트라이를 ‘분할 트리’라 하며, 분할 트리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 깊이를 ‘분할 깊이’라 한다. <그림 3>에서 

분할 깊이는 2이다. 또한, 각 분할 트리 식별을 위해 분

할 트리 번호가 할당된다. 이러한 계층적 이진 트라이 

구조를 이진 시퀀스 형태로 표현한 것을 계층적 CB 트
리 (HCB)라 하며, 분할 트리 개수만큼의 treeMap, 
leafMap, bList를 각각 사용하여 표현된다. <그림 4>는 

<그림 3>에 대한 HCB 표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그림 1.에 대한 계층적 이진 트라이

Fig. 3 Hierarchical Binary Trie for Fig. 1 

treeMap1 0 0 1 1 0 1 1
treeMap2 0 0 1 1 1
treeMap3 0 1 1
leafMap1 1 0 1 1
leafMap2 1 0 0
leafMap3 1 1

bList1 1 -2
2 버켓 3의 주소
3 버켓 4의 주소

bList2 1 -3
bList3 1 버켓 1의 주소

2 버켓 2의 주소

그림 4. 그림 3.에 대한 HCB 트리

Fig. 4 HCB Tree for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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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식 분할 트리를 포인트 하는 리프 노드를 ‘연
결 리프’라 한다. 연결 리프를 위한 bList의 해당 엔트리

에는 음수 형태의 자식 분할 트리 번호를 저장하며 하

위 분할 트리를 연속하여 탐색할 때 활용된다.
<그림 3>에서 최우측에 위치한 키 ‘zoo’를 탐색할 경

우 최상위 분할 트리만 탐색 범위가 되므로 CB 트리에 

비해 검색 부담이 축소되는 장점이 있으나 여전히 다음

과 같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키 삽입 혹은 삭

제로 인한 시프트 연산의 범위가 특정 분할 트리에 국

한되지만 근본적으로 시프트 연산을 피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그림 3>에서 첫 번째 버켓이 오버플로우 될  

경우 CB 트리와 마찬가지로 시프트 연산이 요구된다.
또한, 부모 혹은 자식 분할 트리 참조 시 bList들을 스

캐닝해야 한다. 이를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삭제 연산으로 인해 더미 리프만을 포함하게 된 

분할 트리는 삭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링크하고 있는 연

결 리프와 합병되어야 한다. 즉, 부모 분할 트리의 연결 

리프는 더미 리프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 분할 트리 번호 i를 알아야 해당 leafMapi을 접근

하여 연결 리프에 대한 비트를 1 → 0으로 수정할 수 있

다. 그러나 기존의 HCB 방법에서는 부모 분할 트리 번

호를 알기 위해서는 모든 bList들을 스캐닝하여 삭제될 

분할 트리 번호를 음수 형태로 가지고 있는 bListi의 i값
을 부모 분할 트리 번호로 취해야 한다.

둘째, 리프 노드에 연결된 버켓이 오버플로우 될 경

우 새로운 자식 분할 트리를 생성해야 하며 해당 bList
의 엔트리에 저장된 버켓 주소를 자식 분할 트리 번호

로 변경해야 한다. 셋째, 키 검색 연산에서 자식 분할 트

리 접근을 위해서는 해당 bList를 스캐닝 하여 음수 형

태로 저장된 자식 분할 트리 번호를 추출해야 한다.  

Ⅲ. 제안 표현 방법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설명한 HCB 트리의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한다. 첫째, <그림 5>
와 같이 각 분할 트리를 분할 깊이가 2인 포화 이진 트

라이(full binray trie) 구조로 표현한다. [6]의 논문에서

는 키 집합의 모든 키를 등록 또는 검색 시 분할 깊이가 

2인 경우가 가장 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포화 이진 

트라이 구조로 표현한 이유는 분할 트리의 깊이가 낮을 

경우 많은 키가 삽입 될수록 리프 레벨을 제외한 각 분

할 트리는 대부분 포화 상태가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

이다. 또한, 분할 깊이가 2인 포화 이진 트라이에 대한 

treeMap의 이진 시퀀스는 ‘0011011’로 모두 동일하므

로 하나의 treeMap만 유지해도 된다. 
또한, 키 삽입에 대해서 시프트 연산이 필요하지 않

게 된다. 즉, treeMap과 leafMap은 포화 이진 트라이에 

포함된 모든 노드에 대한 비트 필드를 이미 포함하고 

있으며 삽입 위치도 분할 트리 깊이에 해당하는 리프 

레벨에서 진행되므로 비트 시퀀스의 해당 필드 값만을 

수정하면 된다. 키 삭제의 경우에도 비트 시퀀스의 해

당 필드 값만을 수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그림 5>에

서 키 ‘air’가 삭제되더라도 해당 버킷을 참조하는 리프 

노드를 더미 리프로 즉, 1 → 0으로 수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림 5. 포화 이진 트라이 표현

Fig. 5 Full Binary Trie Representation

둘째, 좌측 서브 트리에 대한 이진 시퀀스 탐색을 생

략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법 처럼 treeMap 의 ‘1’과 ‘0’
비트들의 개수를 세지 않고 포화 이진 트리의 특성을 

이용하여 다음 (1)번 수식을 통해 상수 시간에 처리하도

록 한다. 여기서 d는 분할 트리의 높이를 나타내며 c는 

현재 탐색 중인 비트가 분할 트리 상에서 위치한 레벨

을 의미한다. t는 treeMap 이진 시퀀스에서 현재 탐색 

중인 비트의 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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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서브 트리의  끝 노드 위치    2d-c + t - 1 (1)

n의 부모 분할 트리 번호  ⌊(n-2)/k + 1⌋ (2)

n의 i번째 자식 분할 트리 번호  k(n-1) + i + 1 (3)

셋째, 부모/자식 분할 트리 접근 시 모든 bList들에 대

한 스캐닝 작업을 피하기 위해 분할 트리 번호를 레벨 

순회 순서에 따라 할당하고, 위의 수식 (2)와 (3)을 이용

하여 부모 및 자식 분할 트리 번호를 상수 시간에 각각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n은 현재 분할 트리 번호

를 의미한다. 각 분할 트리를 단일 노드로 간주하면 d=2
일 경우 각 분할 트리는 최대 4개의 자식 분할 트리를 

갖게 되므로 트리의 최대 차수 k는 4가 되며 자식 분할 

트리의 개수 i의 범위는 1 ≤ i ≤ 4 가 된다. <그림 5>에

서 세 번째 분할 트리 번호는 6이 된다. 

 treeMap 0 0 1 1 0 1 1
leafMap1 1 0 1 1
linkMap1 1 0 0 0
leafMap2 1 0 0 0
linkMap2 1 0 0 0
leafMap6 1 0 1 0
linkMap6 0 0 0 0

bList1 1 버켓 3의 주소
2 버켓 4의 주소

bList6 1 버켓 1의 주소
2 버켓 2의 주소

그림 6. 그림 5.에 대한 제안 트리

Fig. 6 The Proposed Tree for Fig. 5

키 검색 시 이진 시퀀스의 비트들을 카운트하여 

bList로부터 자식 분할 트리 번호를 얻어내는 대신 (3)
번 수식을 통해 구해낼 수 있다. 또한, 더미 노드만 포함

하는 분할 트리를 삭제 시 이를 링크하는 부모 분할 트

리의 해당 연결 리프와 합병하기 위해 얻어야 하는 부

모 분할 트리 번호도  (2)번 수식 계산을 통해 빠르게 구

해낼 수 있다.
넷째, 리프들은 더미 리프, 버켓을 참조하는 리프, 또

는 자식 분할 트리를 참조하는 연결 리프 등 3가지가 존

재한다. leafMap만으로는 3 종류의 리프 노드를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leafMap과 동일한 크기

를  가지는 linkMap을 추가하여 연결 리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linkMap에서 비트 ‘1’은 버켓을 참조하

는 리프를, ‘0’은 더미 또는 연결 리프를 각각 나타낸다. 
즉, 3가지 종류의 리프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leafMap 
[i], linkMap[i]) 쌍 값을 참조하여 (0, 0)인 경우는 더미 

리프로, (1, 0)인 경우는 연결 리프로, (1, 1)인 경우는 버

켓을 참조하는 리프로 판별하게 된다.

[1단계] 초기화
  k ← 1, n ← 1, t ← 1, i ← 1, c ← 1 

[2단계] key[ ]의 각 비트 검증
  if key[k] == ‘1’ then goto [3단계]
  else goto [4단계]

[3단계] 좌측 서브 트리 탐색 생략 
   t  ← 2d-c + t - 1
   goto [4단계]

[4단계] 트리의 간선 탐색
   if treeMapn[++t] == ‘0’ then 
       k  ← k + 1, c ← c + 1
       goto [2단계]
   else
       goto [5단계]

[5단계] 리프 노드 유형 판별    
   if t == 3 then i ← 1
   else if t == 4 then i ← 2
   else if t == 6 then i ← 3
   else  i ← 4  // if t == 7 

   if leafMapn[i] == '1' ∧ linkMapn[i] == '1' then
        goto [6단계]       
   else if leafMapn[i] == '1' ∧ linkMapn[i] == '0' then
        n ← 4(n-1) + i + 1 // 자식 분할 트리 번호
        k  ← k + 1, t ← 1, c ← 1
        goto [2단계]
   else    // if leafMapn[i] == '0'
       키 탐색 실패

[6단계] 해당 bListn에서 버켓 주소 추출
    j ← linkMapn[1 . . i]에서 ‘1’ 비트의 개수
    addr ← bListn[j]
    goto [7단계]

[7단계] 해당 버켓에서 키 포함여부 확인
   addr에 해당하는 버켓에서 키 포함 여부 확인

그림 7. 키 검색 알고리즘

Fig. 7 Key Retrieval Algorithm

<그림 6>은 <그림 5>에 대해 제안 방법을 이용하여 

나타낸 개선된 HCB 트리 표현이다. treeMap은 하나만 

유지하며, leafMap과 연계되어 활용되는 linkMap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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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다. 또한, bList에는 자식 분할 트리 번호가 포함

되지 않는다. <그림 7>은 제안 트리 구조를 이용한 키 

탐색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key는 키에 대

한 이진 시퀀스를 나타내며 k, t, i는 key, treeMap, 그리

고 leafMap과 linkMap에서의 현재 비교 위치를 각각 나

타낸다. n은 분할 트리 번호를 의미하며 c는 현재 탐색 

중인 분할 트리에서 접근 중인 노드의 레벨 값이다. 

Ⅳ. 평  가

본 장에서는 [5]의 평가 방법을 참조하여 CB 트리, 
HCB 트리, 그리고 제안 방법을 비교 평가한다. 최악의 

시·공간적 복잡도를 비교하기 위해 각 트라이는 포화 

이진 트라이로 가정한다. n과 m은 이진 트라이의 높이

와 분할 깊이를 각각 나타낸다. ⍺는 ⌈n/m⌉으로 HCB 
트리와 제안 방법 트리에서 레이어의 개수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n은 5이며, <그림 5>에서  m과 

⍺는 2와 3이 된다.
  

4.1. 시간 복잡도 평가

시간 복잡도 평가는 이진 비트열을 탐색하는 시간만

을 고려하자. CB 트리의 최악의 검색 시간 복잡도는 이

진 트라이 전체를 탐색해야 하므로 전체 노드 수에 해

당하는 O(2n)이 된다. HCB 트리와 제안 방법은 각 레이

어당 한 개의 분할 트리씩 탐색하면 되므로 레이어 개

수와 한 분할 트리의 전체 노드 수의 곱인 O(⍺2m)이 되

어 CB 트리 방법에 비해 우수한 검색 성능을 나타낸다. 
삽입/삭제를 위한 시간 복잡도는 해당 위치까지 검색

하는 시간도 포함되어야 하지만 시프트 연산이 필요한 

비트열 길이만을 계산하자. 최악의 경우라도 트라이의 

최 좌측 간선을 따라 위치한 노드들에 해당하는 비트들

(이진 비트열의 최 좌측에서 ‘1’이 나오기 전까지 n개의 

‘0’비트들)은 시프트에서 제외되므로 CB 트리에서 복

잡도는 O(2n-n)이 된다. HCB 트리의 복잡도는 연산 범

위가 특정 분할 트리 하나에만 국한되므로 O(2m-m)이 

되어  CB 트리 방법에 비해 우수하다. 제안 방법의 복잡

도는 시프트 연산 없이 특정 비트 필드 값 하나만 수정

하면 되므로 O(1)이 되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게 

된다. 

4.2. 공간 복잡도 평가

CB 트리에서 treeMap을 위한 비트 수는 포화 이진 

트라이의 노드 수와 동일하므로 2n+1 - 1 비트가 된다. 
HCB에서 treeMap의 비트 수는 한 분할 트리의 모든 노

드 개수와 분할 트리 수의 곱이 되므로 다음 수식과 같

이 구할 수 있다.


 



2k × 
 



2m(k-1) = (2m+1 - 1) × 
 

  

  = {2(2m - 1) + 1} × 
 

  
  =  (2n+1 - 1) + 

 

  
 - 1

 
제안 방법에서 treeMap의 비트 수는 분할 트리 하나

의 모든 노드 수와 같으므로 2m+1 - 1 비트가 된다. 
CB 트리에서 leafMap은 리프 노드 수와 같으므로 2n 

비트가 필요하다. HCB에서 leafMap을 위한 비트 수는 

분할 트리의 리프 노드 수와 분할 트리 수의 곱이 되므

로 다음 수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m × 
 



2m(k-1) = 2m × 
 

  

  =  (2m - 1 + 1) × 
 

  
  =  2n + 

 

  
 - 1

제안 방법의 leafMap 비트 수는 HCB에서와 같으며, 
linkMap 비트 수는 leafMap 비트 수와 같다. HCB의 

treeMap과 leafMap 공간은 CB 트리의 공간과 비교하여  

모두 ((2n - 1)/(2m-1)) -1 비트만큼 증가한다. 제안 방법

의 treeMap공간은 2m+1 - 1 이 되어 두 방법에 비해 공간 

사용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제안 방법의 leafMap과  

linkMap 공간은 CB 트리에 비해 {((2n - 1)/(2m-1)) -1} × 
2 만큼의 비트가 소요된다.

<그림 8>은 위의 공간 복잡도 수식을 이용하여 m이 

2일 때 n을 19, 22, 25로 증가시키면서 계산된 공간 사

용량의 결과이다. y축은 로그 스케일로 나타내었다. 제
안 방법의 treeMap 공간 사용량은 7 비트여서 그래프 

상에 표기되지 않았다. 제안 방법의 leafMap 공간 사용

량은 linkMap 사용량을 합산한 결과이며, leafMap 공간 

사용량만 보면 제안 방법이 가장 크지만 전체 공간량을 

측정하면 HCB 트리 방법은 CB 트리 방법에 비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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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의 공간을 필요로 하며 제안 방법은 CB 트리 방법

에 비해 약 89%의 공간만을 필요로 한다. m이 4일 경우

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간 사용량을 계산한 결과 <그

림 8>과 유사한 결과가 측정되었으며 CB 트리 방법에 

비해 HCB 트리는 104%, 제안 방법은 약 71%의 공간만

을 사용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림 8. 공간 사용량

Fig. 8 Space Usage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진 트라이를 압축된 이진 비트 시퀀

스 형태로 표현하는 CB 트리와 HCB 트리의 검색 성능 

향상 및 동적 환경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들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안들을 적용할 경우 첫째, 
키 검색에 있어 좌측 서브 트리의 탐색을 생략하거나 

자식 분할 트리 번호를 구할 때 수식 계산을 통해 효과

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둘째, 키의 삽입/삭제 대해서도 

이진 비트열의 시프트 연산이 필요치 않게 된다. 또한, 
더미 노드만 포함하는 분할 트리를 삭제 시 접근해야 

하는  부모 분할 트리 번호도 수식 계산을 통해 빠르게 

구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공간 복잡도 계산을 통해 성능

을 평가하였다. 키 검색은 제안 방법과 HCB 트리가 CB 
트리보다 우수하였으며 키 삽입/삭제는 제안 방법이 가

장 우수하였다. 공간 사용량은 거의 leafMap과 linkMap 
공간만이 필요 되는 제안 방법이 가장 우수하였고 HCB 
방법이 제일 낮게 평가되었다. 향후 실험적 방법을 통

해 제안 방법의 성능을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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