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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과 인트라넷의 확산에 따라, 스트림 데이터 처리 (stream data processing) 와 같은 새로운 분야가 등장하게 되었다. 스트림 데이터는 

실시간 이고 연속 으로 생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측할 수 없게 특성이 바 는 데이터 스트림에 한 처리에 하여 다룬다. 

특별히, 본 논문에서는 스트림 데이터에 한 질의문을 구성하는 연산자들 간의 효율 인 수행 순서 생성 기법인 WT-Heuristics를 제안한다. 

WT-Heuristics 기법은 연산 실행 순서에서 인 한 두 연산자들의 연산 순서만을 고려함으로써 효율 으로 연산자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시스템의 부담을 게 주면서도 데이터의 변화에 따라 수행 순서를 변화시킨다.

키워드 : 스트림 데이터, 연산자 순서

WT-Heuristics: An Efficient Filter Operator Ordering Technology in

Stream Data Environments

Jun-ki Min

ABSTRACT

Due to the proliferation of the Internet and intranet, a new application domain called stream data processing has emerged. Stream data 

is real-timely and continuously generated. In this paper, we focus on the processing of stream data whose characteristics vary 

unpredictably by over time. Particularly, we suggest a method which generates an efficient operator execution order called WT-Heuristics. 

WT-Heuristics efficiently determines the operator execution order since it considers only two adjacent operators in the operator execution 

order. Also, our method changes the execution order with respect to the change of data characteristics with minimum overh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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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최근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연속 스트림 데이타를 지원

하기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1, 2, 3]. DBMS와 같

은 형 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들은 안정 인 장소를 통

해 데이터를 리하고 데이터의 수명(lifetime)동안 데이터에 

한 질의를 처리한다. 그러나, 인터넷과 인트라넷의 확산에 

따라, 스트림 데이터 처리 (stream data processing) 와 같

은 새로운 분야가 등장하게 되었다[1]. 스트림 데이터 처리 

분야에서는 정 인 데이터를 여러 번 반복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존의 분야와는 달리 데이터가 연속 으로 끊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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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으로 주어지며, 안정 이고 지속 인 데이터 이미지의 

다  검색의 이  없이 입력되는 데이터를 연속 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따라서, 스트림 데이터 환경에서는, 검색하기 

한 질의를 사 에 시스템에 등록해 놓고 실시간에 등록된 

질의를 연속 으로 처리하는 연속 질의 (continuous query) 

형태를 지닌다.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와 질의를 지원하기 하여 Aurora 

[2], Niagara [3], Hancock [4], STREAM [5], Telegraph [6] 

등의 시스템이 개발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의 주요 심은 

스트림 환경에 합한 새로운 시스템 구조의 고안, 질의 언

어의 정의, 공간-시간 복잡도가 낮은 알고리즘의 설계 등이

다. 이 에서도, 스트림 데이터 환경에서의 질의들은 장기간, 

연속 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효율 인 질의 계획을 생성하

는 방법은 매우 요한 성능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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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트림 데이터 환경에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데

이터의 분포나 입력 빈도가 변경됨으로 이를 반 하여 효율

인 질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응성(adaptiveness)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트림 데이터에 

한 질의문을 구성하는 연산자들 간의 효율 인 수행 순서 

생성 기법에 하여 다룬다. 여기서 문제의 간결성을 하

여 기존의 연구 [7]에서와 같이 질의문은 교환 가능한 필터

들(commutative filters)의 집합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교

환 가능 필터는 스트림 환경에서는 일반 이다 [8,9]. 임의의 

튜  t가 필터에 입력되었을 때, 필터는 사 에 정의된 조건

에 따라서 입력 튜  t를 탈락(drop) 시키거나 다음 단계의 

연산자로 넘기게 된다. 체 질의 성능은 서로 다른 필터 

연산자 순서에 따라서 폭넓게 변동된다. 를 들어, 연산자 

O1은 값이 1, 3, 5 인 튜 을 단  시간 내에 탈락시키고 연

산자 O2는 값이 2, 4,6인 튜 을 단  시간에 탈락시킨다고 

하자. 만약 입력 스트림이 2, 4, 6이라고 할 경우, 연산자 순

서가 O1, O2 일 경우 체 비용은 6 단  시간이다. 이에 

반하여 연산자 순서가 O2, O1 일 경우에는 3 단  시간만 

걸릴 뿐이다. [7]의 연구에서 교환 기능 필터들의 집합을 일

반 인 다  조인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따라서, 

이 필터들의 순서를 결정함으로써 가장 효율 인 질의 처리 

순서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스트림 데이터 분야에서 각  받고 있는 요한 연구 이슈

들을 살펴 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효율 인 

연산자 순서화 기법을 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4장에서 실

험을 통하여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5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연구

최근 스트림 데이터 분야에서 질의 처리와 련된 다양한 

주제에 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한 분야가 질의 색인(query index) 분야이다. 1장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스트림 데이터 환경에서는 질의를 

미리 등록하고 추후 데이터가 송될 때 질의를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등록된 질의 개수가 아주 많은 경우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 할 수 있는 질의들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스

트림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성능에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질의들의 조건(predicate)을 색인화 하여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질의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10].  Niagara 

CQ [3]와 Telegraph CQ [11]에서는 질의 색인 기법으로 이

진 탐색 트리(binary search tree)을 변형한 IBS(interval 

binary search)를 이용하여 사용한다. 이외에도 R-Tree [12] 

나 Interval SkipList [13] 이용한 질의 색인 기법들이 제안

되었으며 최근에 [14]에서는 MLGF를 이용한 질의 색인 기

법을 제안하 다.

 다른 스트림 질의 처리 련 분야는 연산자 스 쥴링 

(operator scheduling) [16, 17] 이다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그림 1) 간단한 질의 구조

질의는 여러 개의 연산자들로 구성되고 각 연산자 사이에는 

큐(Queue)가 존재한다. 여기서 각 연산자는 입력 큐에 데이

터가 존재할 때 수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산자 스 쥴러

는 실시간에 실행 가능 연산자들  어떠한 연산자를 수행

시킬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 연산자 스 쥴링 기법으로는 

기존의 운 체제의 로세스 스 쥴링 기법에 사용되었던 

FIFO(First-In-First-Out), Round robin, Minimum Cost 

First [15]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림 데이터 처

리 환경에서는 가용 메모리 양이 입력되는 데이터 량에 비

하여 상당히 작으므로 Babcock 등[16]은 메모리 사용량을 

최소하는 근  최 (near optimal)인 Chain이라는 스 쥴링 

기법을 제안하 다. 개념 으로, 이 기법은 재 실행 가능 

연산자들  단  시간당 가장 많은 데이터를 탈락시키는 

연산자를 선정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한 Carney 등은 [17]

에서는 최소-비용(min-cost), 최소- 기(min–latency), 최소 

메모리(min-memory) 등 다양한 목 에 따른 연산자 스

쥴링 기법들을 제안 하 다.

스트림 데이터 질의와 련된  다른 연구 분야는 본 논

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산자 순서 문제(operator ordering 

problem) 이다. 연산자 순서 문제는 하나의 입력 튜 에 

하여 여러 개의 연산자들을 용할 수 있을 때 어떠한 순서

로 용해야 가장 효율 인가를 정하는 문제로 (그림 1)과 

같이 하나의 질의가 O1, O2, O3으로 구성되어 질 때, 

O1-O2-O3 순서로 할지, O2-O1-O3로 할지 등을 정하는 것

이다. 이에 반하여 연산자 스 링은 이러한 연산자 용 

순서가 정해졌을 때, 스트림으로 들어오는 데이타 특성 때

문에 복수개의 연산자가 실행 가능해질 경우 어떠한 연산자

를 수행시킬 지를 실시간에 정하는 문제이다. 

가장 좋은 연산자 순서는 필터의 특성( , 선택율, 처리 

시간)과 입력 스트림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변화된다. 앞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스트림 데이터의 특성은 시간에 따

라서 변화된다. 따라서 연산자 순서 문제를 처리하기 하

여서는 응형 근방법이 필요하다.

연산자 순서 문제와 련되어, Avnur과 Hellersterin [18]

은 Eddy라는 튜  라우  기법을 제안하 다. Eddy 시스템

에서는 많은 튜 을 탈락시킨 연산자가 높은 우선권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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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여 튜 을 먼  처리하도록 하는 티켓 기반 처리 

기법을 제안하 다. 이러한 튜  라우  기법을 하여 입

력되는 각 튜 들은 어떠한 연산자가 용되었는지를 유지

하고 있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한다.

[7]에서는 연산자 순서 문제를 하여 A-Greedy 기법을 

제안하 다. A-Greedy 기법에서 연산자 순서가 Of(1), Of(2), 

... ,Of(n)이라고 할 때, 질의 처리 비용 C는 다음과 같다라고 

정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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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에서, d(i|j)는 순서가 Of(1), Of(2), ... ,Of(j) 까지 입

력 튜  e가 탈락되지 않다가 Of(i)에 탈락될 조건부 확률이

고 ti 는 연산자 Of(i)에서 하나의 튜 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다. 따라서, C는 하나의 입력 튜 이 처리 ( 는 탈

락) 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다. C를 최소화하는 연산자 

순서를 찾는 것이 A-Greedy 기법의 목 으로 하 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A-Greedy는 다음의 수

식을 만족하도록 연산자 순서를 재배열하는 욕심꾸러기 경

험론 (Greedy Heuristics) 규칙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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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A-Greedy 기법은 단  시간당 가장 많은 튜

을 탈락시키는 연산자를 최  연산자로 이용한다. 그리고, 

A-Greedy기법은 처음 연산자로부터 송된 튜 들  가장 

많은 튜 을 탈락시키는 연산자를 두 번째 연산자로 설정한

다. 나머지 연산들의 순서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욕심쟁이 경험론을 용하기 해서는 임의의 조

건부 확률d(j|i-1)를 구해야 하나 연산자 순서가 결정되고 

나면 d(i|i-1)만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A-Greedy 

에서 임의의 d(i|j)를 구하기 하여 로 일링(profiling) 기

법을 사용하 다.

A-Greedy 기법에서는 로 일들을 리하기 하여 

로 일 도우를 이용한다. 로 일 도우는 질의 처리 

시에 탈락된 입력 스트림에서 표본으로 추출한 로 일 튜

들의 슬라이딩 도우(sliding window) 이다. 하나의 로

일 튜 은 m개의 부울리안(Boolean) 에트리뷰트 b1,…,bm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부울리안 변수는 연산자 O1,…, 

Om에 응된다. 

A-Greedy 로 일링 기법은 질의 처리에 의하여 탈락

된 튜 들  하나의 튜  e를 탈락- 로 일 확률 

(drop-profile probability) p 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 그리고, 

A-Greedy 로 일러(Profiler)는 튜  e를 모든 연산자에 

용하여 로 일 튜 을 생성한다. 여기서, 만약 연산자 

Oi가 튜  e를 탈락시키면 애트리뷰트 bi의 값은 1이고 그

지 않다면 bi의 값은 0이다 (그림 2-(a) 를 보시오.).

     b1   b2   b3   b4          O4   O1   O3   O2

1 0 0 0

0 0 1 1

0 1 1 1

1 0 1 1

0 0 0 1
     

4 2 3 1

1 0 0

0 0

0

        (a) 로 일 도우     (b) 매트릭스 뷰

(그림 2) A-Greedy 로 일

A-Greedy 재최 화기(reoptimizer)는 욕심꾸러기 경험론 

규칙을 따르는 연산자 순서를 유지한다. 이를 하여 

A-Greedy 재최 화기는 로 일 도우를 이용하여 (그림 

2-(b))와 같은 특별한 뷰(View)를 유지한다. (그림 2-(b))의 

매트릭스 뷰의 첫 번째 행에서 보듯이 O4가 가장 많은 튜

을 탈락시킨다. 따라서, 각 연산자의 처리 시간이 같다고 가

정 하면O4를 최  연산자로 선정한다. 두 번째 라인은 O4를 

통과한 튜 에 한 O1, O3, O2의 튜  탈락 개수이다. O1은 

하나의 튜 을 탈락시키고 O3, O2는 하나도 탈락시키지 못

함으로 O1을 두 번째 연산자로 선정한다.  A-Greedy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연산자 순서를 정한다.

A-Greedy기법의 문제 은 로 일링 부담이 크다는 것

이다. 실제 튜 은 임의의 연산자에서 탈락 될 수 있지만 

로 일을 한 튜 은 모든 연산자에 다 용시킨다.  따

라서, 일반 인 입력 튜 의 비용은 수식 (1)과 같이다. 그

러나, 로 일에 사용된 튜 의 비용은 � i=1
n ti 로써, 수식

(1)보다 크다. 즉, 실제 튜  처리 비용보다 로 일 튜  

처리 비용이 훨씬 크게 된다. 다시 말해, 체 입력 데이타

의 10%를 로 일링 한다고 할 때 시스템 부담이 10% 보

다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3. WT-Heuristics

이 에서는 스트림 데이터의 특성이 변화함에 따라서 

응 으로 연산자 순서를 변경하는 WT-Heuristics 기법에 

하여 살펴 본다.

3.1 WT-Heuristics의 목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각 연산자는 달 받은 튜 을 

탈락시키거나 다음 연산자로 달하게 된다. 질의 처리의 

목 은 빠른 시간에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여 그 결과를 출

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질의 처리 결과에 포함되지 못하고 

탈락되는 데이터를 처리 하는 시간을 최소화시켜 한다.

하나의 튜 이 입력되어 처음 연산자 O1을 거칠 때, O1의 

선택율 s1라고 하면, O1의 체 처리 시간 t1  (1-s1)t1 만큼

의 시간은 데이터 탈락을 하여 수행된 시간이다. 두 번째 

연산자 O2에 있어서, 연산자 O1에서 탈락되지 않은 튜 들이 

연산자 O2에서도 탈락하지 않을 조건부 선택율을 s2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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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에는 (1-s2)(t1+t2) 시간이 탈락 데이터를 하여 소비

된 시간이다.  따라서, 각 연산자들에 한 총 낭비 시간 

(Total Waste-Time) W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이 

낭비 시간은 데이터의 특성이 변화됨에 따라서 변동된다.

W = 
∑ ∑
= =

−−

n

i

i

j

jtiis

1 1

)))1,...,1,0|(1((
        (3)

수식 (3)에서, s(i|0,1,…,i-1)은 하나의 튜  e가 연산자 O1 

,…, Oi-1 에서 탈락되지 않았을 때, 연산자 Oi에서도 탈락되

지 않을 조건부 선택율(selectivity)이다. tj는 연산자 Oj에서 

하나의 튜 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각 연산자의 조건부 확률 s(i|0,1.,…, i-1)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변동됨으로 총 낭비 시간 한 데이터의 특성의 변

동에 따라서 변화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 은 총 낭비 

시간 W를 최소화시키고 응 으로 연산자 순서를 변화시

키는 것이다. 그러나, 질의가 n개의 연산자들로 구성되어 있

을 때, 모든 가능한 순서화 방법은 n! 개이다. 이 모든 가능

한 순서들에 하여 낭비 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시스템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한 A-Greedy 방식과 같은 로

일 기법을 사용하는 것도 2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시스

템에 추가 인 부담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시스템의 부담을 최소화한 WT-Heuristics 기법은 고안

하 다. WT-Heuristics 기법은 연산자 수행 순서  인 한 

두 연산자 간의 순서 만을 고려함으로써 효율 으로 연산자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림 3) 연산자 교환

3.2 WT-Heuristics 기법

연속 질의문이 n개의 교환 가능 필터 연산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재의 연산자 순서가 O0, O1, O2, …, On이

라고 하자. 여기서 O0는 스트림 데이터를 송하는 데이터 

소스를 지칭한다. 따라서, O0 는 데이터의 탈락이  없는 

필터 연산자라고 간주할 수 있다. 각 연산자 Oi (1 ≤ i ≤ 

n)는 자신의 데이터 처리 시간 ti와 조건부 선택율 s(i|0,1,…

i-1)을 유지한다. 여기서 조건부 선택률 s(i|0,1….,i-1)은 O0, 

…, Oi-1까지 탈락되지 않은 튜 이 Oi에서도 탈락되지 않을 

확률이므로 간단히 Oi-1 연산자로부터 달되어진 튜 들  

몇 개의 튜 이 선택되었는지를 유지하고 있으면 된다.

3.1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모든 가능한 연산자 순서들

에 한 총 낭비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따른다. 

를 들어, A-Greedy 기법에서는, O(n
2)개의 탈락율을 매트

릭스 뷰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우리가 제안하

는 기법인 WT-Heuristics는 비교  은 수의 선택율 만을 

유지한다. WT-Heuristics에서는 각 연산자가 3종류의 조건

부 선택율을 유지한다. 이러한 선택율  하나가 에서 언

한s(i|0,1,…,i-1)로써 이는 쉽게 구할 수 있다.

한 조건부 확률 s(i+1|0,1,…,i-1)을 측한다. WT- 

Heuristics기법에서 이 조건부 확률을 얻기 하여 임의의 

연산자 Oi-1 (1 ≤ i ≤ n) 에서 탈락되지 튜 들  튜  e

를 교환 확률 (swap probability) p를 이용하여 선택한다. 만

약 튜  e가 선택되었다면, 이를Oi 연산자 신 Oi+1 연산자

에 송한다. Oi+1연산자는 송 받은 튜  e 처리하여 선택

되었는지, 탈락 되었는지의 정보를 유지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s(i+1|0,1,…,i-1)를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튜 e가 Oi+1 에서 탈락되지 않았다면 이를 

Oi 연산자에게 송하여 처리토록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조건부 확률s(i|0,1,…,i-1,i+1)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에서 보이듯이, 일반 인 튜 은 재의 연산자 

순서 …,Oi-1,Oi,Oi+1,… 에 따라서 처리된다. 이에 반하여 Oi-1

에서 탈락되지 않은 튜 들  교환 확률 p에 의하여 선택

된 튜  e는 …, Oi-1,Oi+1, Oi,…순서로 처리되게 된다. 이를 

하여 연산자 Oi-1는 입력받은 튜 이 탈락되지 않았을 경

우 [0,1) 사이의 균등 분포(Uniform distribution)을 따르는 

난수(random number)를 발생시켜 이 값이 교환 확률 p보다 

작으면 연산자 Oi+1 에게 송하고 p보다 클 경우에서는 연산

자 Oi에게 송한다. 이러한 난수 생성 부담은 A-Greedy 알

고리즘에서도 탈락- 로 일 확률(drop-profile probability)에 

의하여 동일하게 발생한다.

WT-Heuristics에서는 에서 언 한 3가지 조건부 확률

을 이용하여 하나의 튜 이 Oi, Oi+1 연산자 순서 처리 했을 

때의 부분 낭비 시간 WTi,i+1과  Oi+1, Oi 순서로 처리 되었

을 때의 부분 낭비 시간 WTi+1,i을 수식 (4)와 같이 추정 할 

수 있다. 수식 (4) 의 WTi+1,i는 연산자 Oi-1 다음에 Oi+1수행 

될 때 연산자 Oi+1의 낭비 시간과 연산자 Oi+1 다음에 Oi가 

수행될 때 연산자 Oi의 낭비 시간의 합으로 표 되며, 

WTi,i+1 은 연산자 Oi-1 다음에 Oi와 Oi+1가 수행될 때 Oi의 

낭비 시간과 Oi+1의 낭비 시간의 합으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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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WTi,i+1은 재 연산자 순서의 부분 낭비 시간을 나타

내고 WTi+1,i는 연산자 Oi와 Oi+1이 서로 교환되었을 때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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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분 낭비 시간을 나타냄으로, 만약 Wi,i+1이 Wi+1,i보다  

크다면 WT-Heuristics는 Oi-1 연산자 다음에 Oi+1 연산자가 

수행되고 다음에 Oi 연산자가 수행되도록 연산자 순서를 재

배열한다.

입력 스트림의 특성이 변화되면, 추정 선택율도 향을 

받는다. 따라서, 각 연산자는 지속 으로 특별한 튜  e를 

선택하고 에 언 한 세가지 선택율을 지속 으로 추정한

다. 따라서, WTi,i+1과 WTi+1,i를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결론 으로 WT-Heuristics 기법은 연산자 순서를 응 으

로 변화시킬 수 있다.

한, 만약 교환 확률 p에 의하여 연산자 Oi-1에서 선택된 

튜  e가Oi+1와 Oi에서 탈락되지 않으면 Oi+2 연산자(만약 존

재한다면)에게 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여기서 주목할 은, 교환 확률 p에 의하여 선택된 튜  

e가 Oi나 Oi+1에 의하여 탈락된다면 그 연산자 용 순서에 

상  없이 결국 튜 e는 탈락될 것이다. 한 튜  e 가 Oi

와 Oi+1에 의하여 탈락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순서로 용한

다고 하더라도 탈락되지 않고 연산자 Oi+2로 보내어질 것이

다. 따라서, WT-Heuristics 기법은 A-Greedy 기법과 달리 

로 일링 부담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A-Greedy 기법에

서는 임의의 연산자에서 탈락된 튜 을 모든 연산자에 용

하는 로 일링 기법을 용함으로써 더 이상 처리 하지 

않아도 될 튜 에 한 추가 처리 비용이 발생되게 되나, 

WT-Heuristics기법에서는 추가 처리가 필요한 튜 (즉, 연

산자 Oi-1에서 탈락되지 않은 튜 )에 하여 추후 연산자 

순서를 바꾸어 용하는 방식을 용함으로써 A-Greedy기

법과 같은 추가 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더욱이, 

A-Greedy 기법은 O(n
2)개의 조건부 확률을 유지하는데 반

하여, WT-Heuristics는 O(n)개의 조건부 확률(연산자마다 

세 개의 선택율)을 유지한다. 따라서 우리가 제안한 기법인 

WT-Heuristics기법이 보다 은 메모리를 사용한다. 

A-Greedy 기법에서는 새로운 로 일 튜 이 생성될 

때 마다, 재의 연산자 순서가 욕심꾸러기 경험론 규칙에 

배되는 지를 검사한다. 그리고 매트릭스 뷰를 통해서n-i+1

개의 연산자들 에서 가장 좋은 i 번째 연산자를 선정한다. 

이에 반하여 WT-Heuristics는 재 연산자 순서에서 인

된 두 연산자의 순서를 교환할 경우 성능이 향상된다면 해

당 두 연산자의 순서를 변경한다. 따라서, WT-Heuristics는 

한 순간에 두 연산자 간의 연산 순서만을 고려함으로 

A-Greedy에서 생성되는 최 의 연산자 순서로 도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WT-Heuristics는 지역  

최  연산자 순서(local optimal operator order)에 머무를 수 

도 있다. 그러나 WT-Heuristics는 추가 인 로 일 부담

이 없으므로 A-Greedy 기법에 비하여 낮은 처리 부담을 가

진다. 4장의 실험 결과에서 다양한 실험 환경 상에서 

WT-Heuristics의 우수성을 보 다. 

결론 으로 WT-Heuristics은 스트림 데이터의 특성의 변

화에 따라서 연산자 순서를 바꾸도록 한다. 그러나, 스트림 

데이터 특성의 변화에 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연산자 순

서 재 정의를 한 부담이 커지게 된다. 를 들어, 인 한 

두 연산자 OA,OB에 하여  특정 시  t에서 WTA.B의 값이 

10이고, WB,A의 값이 9.8일 경우, WTB,A의 값이 WA,B보다 

작으므로 연산자 순서를 OB-OA로 할 것이다. 그리고 t+1 시

에서 WTA.B의 값이 9.7 이 되고, WTB,A의 값이 9.9가 되

면 다시 연산자 순서를 OA-OB로 할 것이다. 즉, 인 된 두 

연산자의 낭비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지속 으로 

두 연산자의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변동(trashing)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WT-Heuristics에서도A-Greedy 기법에서 

사용한 변동 회피 변수(trashing-avoidance parameter) α (0 

< α <= 1)를 이용하여 WTi+1,i < α WTi,i+1 일 때 두 연산자 

Oi, Oi+1의 순서를 교환하도록 하 다. 다시 말하면, WTi+1,i 

와 WTi,i+1의 비율(= WTi+1,i/ WTi,i+1)이 α 보다 작을 경우에

만 두 연산자의 순서를 교환하도록 하 다.

4. 실  험 

본 논문에서, 시뮬 이션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WT-Heuristics의 성능을 분석하 다. 합성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WT-Heuristics의 성능을 고정 연산자 순서 방식 

 A-Greedy 기법과 비교하 다. 우리의 실험에서 WT-

Heuristics는 우리가 상한 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다.

4.1 실험 환경

실험은 도우 XP에 탑재된 펜티엄 IV-1.7GHz에서 수행

되었으며 메인 메모리는 1GByte이다. WT-Heuristics의 우

수성을 보이기 하여 우리는 3가지 연산자 순서 알고리즘- 

WT-Heuristics, A-Greedy, 고정 연산자 순서(static) 방식

을 직  구 하 다. 고정 연산자 순서 방식은 기 연산자 

순서를 변형하지 않고 그 로 유지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두 

방법은 응 으로 연산자 순서를 변경한다.

우선, 합성 데이터 세트와 본 실험에서 사용한 설정값에 

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A-Greedy 기법과의 공정한 비교

를 하여 본 실험에서는 A-Greedy 기법 [7] 의 실험 환경

을 활용하 다. 합성 데이터 세트는 값의 역이 [0,10000]이 

되도록 하는 균등 분포를 이용하 다. 실험을 한 다른 설

정값은 <표 1>에 정리하 다.

<표 1> 설정값

설정변수 기본값

연산자 수 6

입력 데이터 수 100,000

연산자 처리 비용 1

비조건 선택율 50%

상  계수(T) T=2

변동 회피변수(α) α=0.9

탈락- 로 일 확률 (For A-Greedy) 0.01

로 일 도우 크기 (For A-Greedy) 500

교환 확률 (for WT-Heuristics)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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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연산자의 수를 기본값으로 6으로 하 다. 그리고 

100,000개의 스트림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각 연산자 처리 비용은 1로 설정하 다. 나 에, 4.2 에서 

연산자 수, 스트림 데이터 개수, 연산자 처리 비용을 변화시

킨 실험 결과에 해서도 보인다.

이 실험에서 각 연산자의 비조건 선택율은 50%이다. 이

는 각 연산자 Oi가 맨 처음 연산자이면 50%의 데이터를 탈

락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능에 향을 주는 하나의 요소는 연산자들 간을 상  

계이다. 연산자들 간의 상  계를 나타내기 하여 [7]

에서 소개된 상  계수를 이용하 다. n개의 연산자는 T개

의 연산자들로 구성된 ⎡n/T⎤ 개의 그룹으로 나 어진다. 여

기서 T를 상  계수라 한다. 만약 두 연산자가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해 있다면 이 두 연산자는 서로 독립이다. 그러나 

만약 같은 그룹에 속해 있다면 입력 데이터에의 80%에 

하여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는 상 계를 지닌다. 다시 말

하면, 연산자 Oi와 Oj 가 동일한 그룹에 속해 있다면, 연산

자 Oi에 의하여 서로 다른 100개의 데이터가 탈락되었다면 

이  80개는 Oj에 의하여서도 탈락된다는 것이다. 

4.2 실험 결과

첫 번째로, <표 1>에서 보인 바와 같이 연산자 개수가 6

일 때, 3가지 연산자 순서화 방법에 한 성능을 측정하

다. 기본 설정 값을 이용한 실험 결과는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그림 4)에서 보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WT-Heuristics

가 가장 좋은 질의 수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고정 연산

자 순서(static) 방식은 연산자 순서를 변동시키지 않음으로 

가장 나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하여 A-Greedy 

방식과 WT-Heuristics는 고정 연산자 방식보다 좋은 성능

을 보여주고 있다. 고정 연산자 순서 방식과 비교하여, 

A-Greedy 기법은 약 4%의 성능 이득을 보여주고 있으며 

WT-Heuristics는 약 10%의 성능 향상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WT-Heuristics 기법이 로 일 생성과 같은 추가 부

담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기법들 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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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본 설정값을 이용한 성능

(그림 5)는 연산자 개수에 의한 향을 보여 다. (그림 5)

에서 보듯이 연산자 개수가 증가할 수록 각 기법들의 처리 

비용 한 증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법들의 성능 

비율은 크게 바 지 않는다. 

(그림 6)은 스트림 데이터의 개수를 50,00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개로 변경시키면 측정한 각 기법들

의 질의 처리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데이터의 개수가 작을 경우 (즉, 스크림 데이터의 

개수가 50,000 일 때), A-Greedy가 가장 나쁜 성능을 보여

다. A-Greedy 기법은 로 일링을 필요로 한다. 따라

서, 데이터의 개수가 을 경우, 로 일링의 부담만 나타

나고 연산자 순서의 재 배치로 인한 이 은 나타나지 않는

다. 그러나, 데이터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A-Greedy

의 로 일링 부담은 연산자 순서화에 따른 성능 향상과 

상쇄된다. 

이에 비하여 WT-Heuristics는 로 일링 부담이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개수가 작을 때에도 고정 연산자 순

서 기법에 비하여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 으로 

A-Greedy와 WT-Heuristics의 성능 향상율은 각각 약 9%

와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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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다양한 연산자 개수를 이용한 성능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50K 100K 200K 300K 400K 500K

Num. of data

T
o

ta
l 

C
o

s
t

Static A-Greedy WT-Heuristics

(그림 6) 스트림 데이터 개수의 변화에 따른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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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산자 비용 변화에 따른 성능

마지막으로, 각 연산자의 비용을 변화시켜서 각 방법들의 

성능을 측정하 다. 연산자 비용 변화를 한 실험 사례로

서 네 종류의 연산자 비용 사례-Cost1, Cost2, Cost3, 

Cost4-를 생성하 다. Cost1 사례로써, 우리는 연산자 비용 

리스트<1, 1, 1, 1, 5, 5> 를 여섯 개의 연산자에 순서 로 할

당하 다. Cost2로써는 연산자 비용 리스트<1, 1, 5, 5, 5, 5>를 

사용하 으며, Cost3로는 <1, 5, 1, 5, 1, 5>를 Cost4로는 <5, 1,

5, 1, 5, 1>을 사용하 다.

각 기법들에 한 성능은 (그림 7)에 나타나 있다. Cost1, 

Cost2, Cost3 사례들에 있어서는 WT-Heuristics가 가장 좋

은 성능을 보인다. Cost1 사례에 있어서는 A-Greedy가 다

른 기법들에 비하여 약간 나쁜 성능을 보인다. Cost 4 사례

에서는 WT-Heuristics기법이 A-Greedy 기법보다 나쁜 성

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실험에서는 우리는 WT-Heuristics

의 최종 연산자 순서와 A-Greedy의 연산자 순서가 동일함

을 확인하 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WT-Heuristics기

법은 한 번에 인 한 두 연산자의 순서만을 고려하기 때문

에 최 의 연산자 순서에 도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Cost4 사례는 이러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실험 결과들에서 보듯이 WT-Heuristics는 실시간 처

리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연산자 순서를 결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Cost4에서 보인 성능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경감될 수 있다. 

결론 으로 WT-Heuristics는 부분의 경우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 다.

5. 결  론

최근에 들어와서 지속 으로 생성되는 스트림 데이터를 

연속 으로 처리하는 스트림 데이터 처리를 한 다양한 기

법들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스트림 데이터 처리에 한 연구 주제들 에서 연산

자 순서화 문제에 하여 다루었다. 스트림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의 평균값과 같은 특성이 변화되는 특징을 지

니고 있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데이터의 특성에 

맞추어 효율 인 연산자 순서를 생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WT-Heuristics 기법을 제안하

다. WT-Heuristics기법의 목 은 낭비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WT-Heuristics 기법은 교환 확률에 따라서 입력 튜

을 인 된 두 연산자  뒤에 오는 연산자에 용함으로써 

재 연산자 순서상의 낭비 시간과 두 연산자의 순서를 바

꾸었을 때의 추정 낭비 시간을 유지하도록 하 다. 그리고 

재의 낭비 시간과 추정 낭비 시간을 비교하여 두 연산자

의 순서를 교환하는 것이 더 좋을 경우 두 연산자의 순서를 

바꾸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WT-Heuristics기법은 추가 인 

비용 부담 없이 효율 으로 연산자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한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WT-Heuristics 기법의 효율

성을 보이기 하여 WT-Heuristics를 구 하 으며 비교 

상인 A-Greedy 기법  고정 연산자 순서 기법을 구 하

여 성능 평가를 수행하 다. 다양한 환경에서는 실험 결과

에서 보듯이 WT-Heuristics 기법은 시스템의 부담 없이 필

요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다른 기법들에 비하여 보다 효

율 으로 스트림 데이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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