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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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림 데이터 환경에서는 복수 개의 질의들이 미리 등록되고 후에 도착되는 데이터는 등록된 질의들에 의

하여 평가된다. 따라서 질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하여, 스트림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한 다양한 연속성 질의 색인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스트림 데이터를 한 질의 색인에 하여 다룬다. 일반 으로, 스트림 질의는 간격 조건식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간격 조건식

을 이용하여, 질의들을 색인화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탐색 속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Interval Skip List를 수정한 효율 인 질의 색인 방법, 

QUISIS를 제안한다. QUISIS는 최근 데이터 값이 근 미래에 도착하는 값과 비슷하다는 지역성을 활용한다. 성능 평가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효율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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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proliferation of the Internet and intranet, new application domains such as stream data processing have emerged. Stream 

data is real-timely and continuously generated. In stream data environments, a lot of queries are registered, and then, the arrived data 

item is evaluated by registered queries. Thus, to accelerate the query performance, diverse continuous query index schemes have been 

proposed for stream data processing systems. In this paper, we focus on the query index technique for stream data. In general, a stream 

query contains the range condition. Thus, by using range conditions, the queries can be indexed.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query index scheme, called QUISIS, using a modified Interval Skip Lists to accelerate search time. QUISIS utilizes a locality where a 

value which will arrive in near future is similar to the current value. Through the experimental study, we show the efficiency of our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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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최근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연속 스트림 데이터를 지원

하기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 2, 3]. DBMS와 같은 

형 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들은 안정 인 장소를 통해 

데이터를 리하고 데이터의 수명(lifetime)동안 데이터에 

한 질의를 처리한다. 그러나, 인터넷과 인트라넷의 확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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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분야가 등장하게 되었다[1]. 스트림 데이터 처리 분

야에서는 정 인 데이터를 여러 번 반복하여 처리할 수 있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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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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 데이터 처리 시스템(Stream Data Processing System)

은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온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통 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들과는 서로 다른 특징들을 지니고 있

다. 통 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들은 데이터를 안정 인 

장소에 장하고 입력된 질의를 처리하기 하여 장소

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여러 번 검색하도록 한다. 그러나, 스

트림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기존의 데이터 처리와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량의 데이터가 지속 으로 실시간에 시스템에 도

착된다. 

둘째, 데이터의 검색을 한 질의들은 사 에 등록되어 

있다. 

셋째, 고확장성을 보장하기 하여 다수의 질의를 한꺼번

에 처리해야 한다.

넷째, 송된 데이터를 복수 번 검색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하기 하여서는 기

존의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과는 차별화된 구조의 데이

터 리를 한 자료 모델  정보 처리 기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량의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하기 한 리 

구조를 연구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특히,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스트림 데이터 환경에서는 입력된 스트림 데이

터를 다수의 질의들이 동시에 처리되어야 한다. 여기서 등

록되어 있는 질의들이 상당히 많다면, 입력된 하나의 데이

터에 하여 모든 질의들을 수행하는 것은 시스템의 성능 

하를 유발한다 [7]. 

따라서,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질의 집합을 찾

아서 이러한 질의들만을 수행하게 하면 시스템의 성능을 향

상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문제는 어떻게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질의 집합을 효율 으로 찾아내는

가 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최근에 질의 인덱

스 기법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8]. 

통 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들은 안정된 장소에서 

리되고 있는 데이터를 효과 으로 검색하기 하여 B-Tree, 

R-Tree와 같인 인덱스 구조를 활용하 다. 그러나 스트림 

데이터 환경에서는 데이터 신에 질의들이 사 에 등록되

어 있고 데이터들은 지속 으로 시스템에 도착되는 특성을 

지닌다. 

를 들어, 인텔리 스 빌딩에는 각 층별, 방 별로 온도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측정된 실내 온도를 

스트림 데이터 처리기로 보내게 된다. 스트림 데이터 처리

기에는 사 에 측정 온도가 25도 이상일 경우 에어컨을 작

동시키라는 상황 인지 (Context Aware)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측정된 온도가 25도 이상인지 아닌지

를 평가하고 이상일 경우 상황 인지 서비스를 호출하는 질

의가 등록 수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만약 측정된 온도를 평가 수행하기 한 질의가 

수백만 개에 달한다면, 입력된 하나의 데이터에 하여 수

백만 개의 질의들이 수행되어야 함으로 시스템의 성능이 

하된다. 따라서, 등록된 질의들을 인덱스화하여 도착되는 데

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질의 집합만을 추출하여 이러한 질

의들만을 수행하도록 하여 질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일반 인 스트림 데이터 질의들은 간격(Interval)으로 표

되는 질의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질의 조

건들을 활용하여 질의 색인을 생성할 수 있다. 를 들어, 

증권 거래 정보에서 많은 사용자는 어떤 데이터가 특정 값

을 가지는가 보다는 그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역 

안에 들어가는가 아닌가에 더 심을 가진다. 즉, 주식 투자

자는 자신이 산 주식이 20,0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 들어

가면 알려 주기를 바랄 것이다.

기존의 스트림 데이터 처리기는 성능 개선 방안으로 간격 

질의를 색인화하는 방식에 한 깊은 연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의 데이터 인덱스 기법으로 사용되었던, B-Tree 

나 R-Tree를 질의 색인으로 활용하 다. 이러한 색인 기법

들은 임의의 역 안에 포함되는 값들을 찾기에는 효과 인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스트림 데이터 처리와 같이 하나

의 값이 들어 왔을 때, 그 값을 포함하는 모든 역들을 찾

아내는 데는 비효율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간격 조건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질

의들을 한 효율 인 질의 색인 방안, QUISIS(Query Index 

for Stream data using Interval Skip Lists)를 제안한다. QUISIS

는 Interval Skip List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재 도착한 

데이터 값이 미래의 데이터 값과 유사하는 지역성(Locality)

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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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색인 기법을 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4장에서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연구

최근 스트림 데이터 분야에서 질의 처리와 련된 다양한 

주제에 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한 분야가 연산자 스 쥴링 (operator scheduling) 

[9, 10] 이다.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질의는 여러 개의 연산

자들로 구성되고 각 연산자 사이에는 큐(Queue)가 존재한다. 

여기서 각 연산자는 입력 큐에 데이터가 존재할 때 수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산자 스 쥴러는 실시간에 실행 가능 연

산자들  어떠한 연산자를 수행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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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등을 활용할 수 있다. Babcock 

등[9]은 메모리 사용량을 최소하는 근  최 (near optimal)인 

Chain이라는 스 쥴링 기법을 제안하 다. 한 Carney 등은 

[10]에서는 최소-비용(min-cost), 최소- 기(min–la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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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간단한 질의 구조

(그림 2) 이진 탐색 트리를 이용한 질의 색인 

(그림 3) R-tree 

최소 메모리(min-memory) 등 다양한 목 에 따른 연산자 

스 쥴링 기법들을 제안 하 다.

 다른 연구 분야는 연산자 순서 문제[12, 13]이다. 연산

자 순서 문제는 하나의 입력 튜 에 하여 여러 개의 연산

자들을 용할 수 있을 때 어떠한 순서로 용해야 가장 효

율 인가를 정하는 문제로 (그림 1)과 같이 하나의 질의가 

O1, O2, O3으로 구성될 때, O1-O2-O3 순서로 할지, O2-

O1-O3 순서로 할지 등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연산

자 스 링은 이러한 연산자 용 순서가 정해 졌을 때, 

스트림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특성 때문에 복수개의 연산자

가 실행 가능해질 경우 어떠한 연산자를 수행 시킬지를 실

시간에 정하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연구 주제인 질의 색인 분야가 있

다. 1장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스트림 데이터 환경에서는 질

의를 미리 등록하고 추후 데이터가 송될 때 질의를 수행하

게 된다. 여기서 등록된 질의 개수가 아주 많은 경우 새로 

도착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질의들을 찾아내는 것 자체

가 스트림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성능에 큰 부담이 된다. 따

라서 질의들의 조건 (predicate)을 색인화 하여 새로 도착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질의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14].  

Niagara CQ [3]와 Telegraph CQ [15]에서는 질의 색인 

기법으로 이진 탐색 트리 (binary search tree)을 변형한 

IBS (interval binary search)[14]를 이용하여 사용한다. 이진 

탐색 트리에서 노드를 찾기 하여 트리의 루트에서 시작해

서 찾고자 하는 노드를 찾을 때까지 아래 단계로 내려간다. 

찾는 노드보다 큰 노드를 만나면 왼쪽 포인터를 따라가고 

작은 노드를 만났을 때는 오른쪽 포인터를 찾아가도록 한다. 

(그림 2)는 IBS의 제이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

나의 질의 색인은 네 개의 자료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작다 

이진 트리, 크다 이진 트리, 동등 해쉬 테이블, 비동등 해쉬 

테이블. 데이터 값이 들어 올 때, 이진 트리들과 해쉬 테이블

들은 입력된 값을 이용하여 련 없는 질의들을 제외시킨다. 

이 근 방식은 두 개의 경계 조건(boundary condition)을 

가지는 일반 인 역 질의에는 합하지 않다. 이는 각 경

계 조건은 독립된 이진 탐색 트리에 등록됨으로, 각 이진 

탐색의 결과에는 불필요한 결과들이 포함되어 후처리 작업

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 색인으로써 R-tree를 이용할 수도 있다. R-tree[16,

17]는 B-Tree로부터 유도되는 n-차원 데이터를 담을 수 있

도록 설계된 계층  인덱스 이다. 트리의 각 노드는 자신의 

자식 노드들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n-차원 사각형에 해당한

다. 단말 노드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하나의 데이터를 포

함하는 MBR(minimum bounded rectangle)을 표 한다. (그

림 3)은 R-Tree의 구조를 보여 다. 간격으로 표 되는 질의

도 2차원 데이터 형태로 표 할 수 있음으로 R-Tree를 이용

하여 색인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R-tree는 색인화된 데이

터들의 첩(overlap)이 심할 경우 복수 개의 자식 노드들을 

모두 검색해야 함으로써 그 성능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

다. 최근에 [18]에서는 MLGF를 이용한 질의 색인 기법을 제

안하 다. 

최근에, 역 질의 색인을 하여 BMQ-Index[19]가 제안

되었다. BMQ-Index는 두 개의 데이터 구조로 이루어 있다: 

DMR 리스트, 스트림 테이블. DMR 리스트는 <DN1, DN2, 

… DNn, DNn+1> 형태의 DMR 노드들의 리스트 이다. 등록

된 질의들의 집합을 Q라고 하고, 하나의 질의 qi ∈ Q의 조

건이 li < x < ui인 x에 한 것이라고 할 경우, qi를 (li, ui)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li는 질의 qi의 질의 조건  낮

은 경계값을 나타내고, ul를 높은 경계값을 나타낸다.  하나

의 DMR 노드, DNj는 <DRj, +DQSetj, -DQSetj> 형태를 지

닌다. DRj는 특정 역 (bj-1, bj)를 나타내며, +DQSetj은 낮

은 경계값 lk가 bj-1인 질의들의 집합을 나타내고 –DQSetj

은 높은 경계값 uk 가 bj-1인 질의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스

트림 테이블은 가장 최근에 입력된 데이터 값을 포함하는 

DMR 노드를 가리킨다. (그림 4)는 BMQ-Index의 를 보

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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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MQ-Index의 

QSet(t)를 시간 t에 도착된 스트림 데이터 값 vt에 한 질

의 집합이라고 하고 vt는 DNj의 역인 DRj안에 존재한다고 

하자. 한 시간 t+1에 도착하는 데이터 값 vt+1은 DNh의 

역 DRh안에 존재한다고 하자. 즉 bj-1<= vt < bj이고 bh-1<= 

vt+1<bh이다. 이 경우 QSet(t+1)은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if j < h, QSet(t+1) = QSet(t)︶ [︶
h
i=j+1+DQSeti]– [︶

h
i=j+1

-DQSeti]

if j > h, QSet(t+1) = QSet(t)︶ [︶
h+1
i=j+DQSeti]– [︶

h+1
i=j

-DQSeti]

if j = h, QSet(t+1) = QSet(t)

BMQ-Index는 재 데이터와 그 다음 도착하는 데이터가 

매우 유사할 경우 소수의 DMR 노드들만 검색하여 응되는 

질의 집합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BMQ-Index는 다음과 같

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앞으로 도착될 데이터가 

재의 데이터와 상당히 다르면, 많은 DMR 노드들인 선형 

탐색 형태(linear search fashion)으로 검색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BMQ-Index는 (l, u) 형태의 조건들만을 지원하고 

일반 인 형태인 [l, u] 는 (l, u] 형태의 조건들은 지원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질의 q4와 q5는 

BMQ-Index에 등록되지 못했다. 더욱이, BMQ-Index는 경계 

조건에서 올바로 동작되지 못한다. 를 들어, 만약 vt가 5.5 일 

때, QSet(t)는 {q1 q2} 이다. 이때 vt+1이 5일 경우, QSet(t+1)은 

의 수식에 따라서 {q1, q2}가 된다. 그러나, 올바른 QSet(t+1)

는 {q1} 이다.

3. QUISIS

본 논문에서는 도착된 스트림 데이터에 하여 효율 으

로 질의들을 검색할 수 있는 질의 인덱스 구조에 하여 연

구하 다. 증권 데이터나 온도 데이터와 같은 스트림 데이

터는 일반 으로 가장 최근에 들어온 데이터가 앞으로 입력

되는 데이터와 유사한 값을 지닌다는 데이터 근 성을 지닌

다. 따라서, 이러한 근 성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 인 질의 

인덱스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하는 질의 색인 구조

에서 하여 설명한다. 제안된 질의 색인 구조는 Interval 

Skip List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Interval Skip 

List에 하여 설명한다.

3.1 Interval Skip List

Interval Skip List[20] 는 각 노드가 하나 이상의 앞방향 

포인터(forward pointer)를 가지고 있다는 을 제외하고는 

연결 리스트와 유사하다. 각 노드의 앞 방향 포인터의 개수 

k는 각 노드의 최  벨(level)이라고 하며, 각 노드의 최  

벨은 다음과 같은 확률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여기서 p가 1/2일 경우 노드 벨의 분포는 다음과 같이 

할당된다: 1/2의 노드들은 하나의 앞방향 포인터를 가지며, 

1/4의 노드들은 두 개의 앞방향 포인터를 가지며,... 등. 즉, 

Interval Skip List에서 노드 생성 시 0에서 1사이의 난수를 

발생 시켜 그 값이 1/2보다 작으면 최  벨이 1인 노드를 

만들고 1/2에서 3/4(=1/2+1/4) 사이면 최  벨이 2인 노드

를 생성하는 식으로 노드의 최  벨을 결정한다. 

한 노드의 최  벨을 k라 할 때, k개의 앞방향 포인터들 

 i번째 앞방향 포인터 (이를 벨 i라고 한다.)는 최  벨

이 i이거나 i보다 큰 최  벨을 지니는 다음 노드를 가리킨

다. 한, 노드와 앞방향 포인터는 응되는 간격(interval)에

서 유지되는 정보를 리하기 하여 마커(marker)들을 가진

다. 즉, 마커는 해당 간격이 나타내는 객체 정보(객체 식별

자)들로 구성된다.

간격 I= (A,B)가 인덱스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면, 

간격 I의 끝 포인트 A,B가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으면 포인

트 A, B는 리스트에 노드로 삽입되어야 한다.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각 노드의 벨은 의 확률식에 의하여 결정

된다. 여기서, 기존의 인덱스에 값 X를 가지는 노드의 앞방

향 포인터가 값 Y를 지니는 노드를 가리키고 있을 때 (즉, 

X < Y 일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간격 I를 

한 식별자가 (X,Y)의 간선에 마커로써 추가된다.

-- 포함: 간격 I는 간격 (X,Y)를 포함한다.

-- 최 성: 간격 (X,Y)를 포함하면서, 간격 I에 포함되는 

간격(X',Y')에 응되는 앞방향 포인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추가 으로, 만약, 간격 I를 한 마커가 간선 에 존재

하고, 그 간선에 연결된 노드의 값이 간격 I에 포함되어 있

다면 그 노드도 간격 I를 한 마커를 지닌다. 이 때, 노드 

에 존재하는 마커는 eqMarker 라고 한다.

Interval Skip List의 시간 복잡도는 O(logN)으로 알려져 있

다. 여기서 N은 인덱스된 간격들의 수이다. 한 Interval Skip 

List의 공간 복잡도는 O(N logN)으로 B-Tree와 동일하다.

3.2 시간 근 성을 이용한 질의 인덱스 기법

주어진 탐색 값에 하여 Interval Skip List는 헤더부터 

탐색을 시작한다. 스트림 데이터 환경에서는, 미래의 데이터 

값이 재의 데이터 값과 유사하는 지역성을 지닌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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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안된 질의 색인 구조

QSet // a query set for previous key

TIL // a List points to the nodes of QUISIS

begin

1. if(TIL[1]->value = key){

2. for(i := TIL[1]->level; i >= 1; i--) QSet := QSet-TIL[1]

->markers[i]

3. QSet := QSet U TIL[1]->eqMarker

4.} else if(TIL[1]->value < key and

(TIL[1]->forward[1]=NULL or key < TIL[1]->forward[1]

->value)){

5. QSet := QSet-TIL[1]->eqMarker

6. for(i := TIL[1]->level; i >= 1; i--) QSet := QSet U 

TIL[1]->markers[i]

7. } else{

8. QSet := QSet – TIL[1]->eqMarker

9. if(TIL[1]->forward[1] = NULL or key < TIL[i]->

forward[1]->value){

10. for(i := 1; i <= maxLevel; i++)

11. if(TIL[i]->forward[i] = NULL 

or key < TIL[i]->forward[i]->value) break

12. else QSet = QSet-TIL[i]->

markers[i]

13. }else{

14. for((i := 1; i <= maxLevel; i++)

15. if(TIL[i]= Header and key >= 

TIL[i]->value) break

16. else QSet = QSet – TIL[i]->

makrsers[i]

17. }

18. anode := TIL[--i]

19. while(i >= 1){

20. while(anode->forward[i] != NULL and anode

->forward[i]->value <= key)

anode = anode->forward[i]

21. if(anode != Header and anode->value != 

key) QSet := Qset U anode->marker[i]

22. else if(anode != Header) QSet = QSet U 

anode->eqMarker[i]

23. TIL[i] := anode;

24. i := i-1

25. }

26.}

27.return QSet

end

(그림 6) findQuery() 알고리즘

서 Interval Skip List를 기반으로 이러한 지역성을 이용하

는 새로운 질의 색인 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5)은 재 근한 데이터 값의 5.5 일 때의 제안된 

색인기법의 모습을 보여 다. 재 데이터 값에 의하여 방

문하고 있는 간격들의 정보를 유지하기 하여 시간 심 

리스트(temporal Interesting List: TIL)를 사용한다. 

TIL은 MAX 벨부터 1 벨까지의 노드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리되고 있는 노드의 벨 i의 앞방향 포인터는 

재 데이터 값을 포함하는 간격을 나타낸다. 를 들어, 그림 

5의 TIL의 벨 1에 의하여 표 되는 간격 [5, 6]은 재 데

이터 값 5.5를 포함하며, TIL의 벨2에 의하여 표 되는 간

격 [4, 6]도 재 데이터 값 5.5를 포함한다.

(그림 5)에서 Header는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고 NULL

은 가장 큰 값을 나타낸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일반 인 숫

자 시스템과 달리, Header는 -inf 보다 작고, NULL은 inf 

보다 크다. 

이때, TIL에 의하여 표 되는 간격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

을 만족한다.

특성1. 벨 i의 TIL 노드에 의하여 표 되는 간격은 

벨 i+1의 TIL 노드에 의하여 표 되는 간격에 포

함된다.

를 들어, 벨 1의 TIL 노드에 의하여 표 된 간격 

[5,6)은 벨 2의 TIL노드에 의한 간격 [4,6)에 포함된다. 이

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원래 Interval Skip List에 비하여 효

율 으로 탐색 공간을 일 수 있다.

TIL을 이용하여 하여, 특성 1을 이용한 findQuery() 

로시져를 만들었다. findQuery() 로시져의 개 은 (그림 6)

과 같다. 기본 으로 findQuery() 로시져의 동작은 벨1의 

TIL 노드와 새로 입력된 데이터 값 (즉, key) 사이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만약 key가 벨 1의 TIL 노드 n의 값 v1과 같다면 (라

인 1-3), 기존의 질의 집합 QSet에는 간격 (v1, -)으로 표

되는 질의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음으로, n에서 시작되는 

간선들의 모든 마커들을 기존의 질의 집합 QSet에서 제거

한다. 신, 노드 n의 eqMarker를 QSet에 포함시킨다. 이는 

벨 1의 TIL 노드 n의 eqMarker는 v1을 포함하는 간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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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메터 값

데이타 역 1～1,000,000

질의 수 100,000

질의 간격의 크기 0.1% (= 1,000)

데이터 수 10,000

변동 벨(FL) 0.01% (= 100) ~ 1%(10,000)

<표 1>  기호 테이블

을 포함하는 질의들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를 들어, (그림 

5)와 같이 재 데이터 값이 5.5이고 QSet이 {q1, q2}라고 할 

때, 새로운 데이터 값 5가 들어오면, Line2에 의하여 {q2}가 

제거되고 노드 5의 eqMarker 는 공집합이므로 질의 집합 

QSet은 {q1}이 된다.

만약 key 가 벨 1의 TIL 노드에 의하여 표 되는 간격 

(v1, u1) 안에 포함될 경우 (라인 4-6), QSet에서 노드 n의  

eqMaker에 속한 질의들은 모두 제거된다. 이는 QSet안에 

(-.v1]이 포함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 노드 n에서 시

작되는 모든 간선들의 마커가 추가된다.

만약, key가 간격 (v1, u1)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findQuery 

로시져는 key를 포함하는 벨 i의 TIL에 의한 간격 [vi,

ui]를 찾는다 (라인 8-17). 이 단계는 key가 u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라인 9-12)와 key가 v1보다 작을 경우(라인 

13-17)로 나 어진다. 한 이 단계에서 벨 1에서 i-1의 

TIL에 의하여 표 되는 간선들의 마커들은 QSet에서 제거

된다 (라인 12와 16). 그리고 난 후, 로시져는 값인 vi인 

노드 (즉 anode)로부터 시작하여 질의들을 수집한다. 이 경

우, 벨 i의 anode로부터 시작되는 간선의 마커들은 이미 

QSet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벨 i를 감소시킨다 (라인 18). 

감소된 벨 i값으로 나타나는 간선으로 표 되는 간격이 

key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 벨 i의 anode의 앞방향 

포인터가 가리키는 다음 노드로 넘어간다 (라인 21). 만약 

anode의 값이 key와 같다면 anode의 eqMaker를 QSet에 추

가한다 (라인 22). 그 지 않다면 anode의 앞방항 포인터가 

나타내는 간선의 마커를 QSet에 추가한다(라인 21). 그리고, 

anode는 TIL의 I 벨 노드로 설정된다 (라인 23). 이후 벨 

i는 i-1로 감소되고 다시 key가 감소된 벨 i로 가리키는

 anode와의 계를 이용하여 QSet에 질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러한 탐색 로시져는 벨 i가 1이 될 때까지 지속된다.

를 들어, (그림 5)와 같이 재 데이터가 5.5, QSet이 

{q1,q2}이고, 새로운 데이터 값이 13이라고 할 때, TIL[3]에 

의하여 표 되는 [4,Null)이 13을 포함한다. 따라서, TIL[1]

과 TIL[2]에 의한 마커 {q2}, {q1}은 QSet에서 제거된다. 그

리고, 벨 2를 가지고 노드 4부터 질의들을 수집한다. [4,6]

은 13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로시져는 다음 노드 6의 벨 

2에 의하여 표 되는 간격 [6,NULL]을 검사한다. [6,Null]은 

13을 포함하므로, 마커 {q2}가 포함된다. 그리고 TIL[2]는 

노드 6을 가리킨다. 그리고 로시져는 노드 6의 벨 1 앞

방향 포인터부터 탐색을 시작한다. [10, inf]는 13을 포함하

므로 {q3}인 QSet에 포함된다. 결국, QSet은 {q2,q3}가 된다.

데이터 근 성을 이용한다는 에서, 우리가 제안한 QUISIS

는 BMQ-Index와 유사하다. 그러나, QUSIS는 Interval Skip 

List에 기반하고 있어서, 일반 인 경우에, BMQ-Index보다 

QUISIS가 보다 효율 이다. 우리의 실험 결과는 QUISIS의 

효율성을 보여 다.

4. 실  험

본 에서는 기존의 질의 인덱스 기법들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질의 인덱스 방안의 효율성을 보인다. 비

교 상 질의 인덱스로서 BMQ-Index[8]와 Interval Skip 

List를 사용하 다. 실험은 도우-XP환경의 1GByte 메모리

를 갖춘 Pentium-IV-3.0Ghz CPU 머신에서 수행되었다. 한 

실험을 하여 다양한 설정값을 이용한 합성 데이터를 이용

하 다. 비교 상인 BMQ-Index는 경계 조건에서 올바로 동

작하지 않음으로 실험을 하여 수정된 BMQ-Index를 구

하 다.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Interval Skip List의 공간 

복잡도는 O(n log n)으로 B-Tree와 동일하며 이는 충분히 

시스템에서 장 리할 수 있는 복잡도이다. 따라서, 본 실

험에서는 제안된 인덱스 방안에 한 속도만을 비교하 다.

기본 실험 환경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1에서 

1,000,000 사이의 값을 지니며, 질의는 100,000개를 미리 사

에 등록시켜 색인화 하 다. <표 1>의 질의 간격은 질의 

조건의 간격을 애트리뷰트 역으로 평 화하여 표시한 것

으로 각 질의 간격의 낮은 경계값은 1에서 1,000,000사이의 

값이 되도록 했으며 높은 경계값은 낮은 경계값+1,000(0.1%)

가 되도록 하 다.

스트림 데이터 환경에서는 질의가 미리 등록되어 있고 데

이터가 지속 으로 생성됨으로 본 실험에서도 데이터를 지

속 으로 생성시켜 이에 한 질의 인덱스 성능을 측정하

다. 데이터의 개수는 <표 1>에 나온 것처럼 10,000를 생성

하 다. 한 데이터를 생성시키는 데 있어서 근 성을 만

들기 하여 변동 벨(FL)을 사용하 다. 변동 벨(FL)은 

연속된 두 스트림 테이타의 평균 차이를 데이터 역으로 

평 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FL 값이 작으면, 연속된 

스트림 데이터의 차이가 작아짐으로 근 성이 심하게 나타

나고 FL값이 커질수록, 연속된 스트림 데이터의 차이가 커

짐으로 근 성이 게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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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FL = 0.01% 일 때의 실험 결과

(그림 8) FL = 0.1% 일 때의 실험 결과

(그림 9) FL = 1% 일 때의 실험 결과

(그림 7)은 변동 벨(FL)이 0.01%일 때의 실험 결과를 

보인다. 이 경우에는 BMQ-Index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다. 이는 BMQ-Index가 간단한 자료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BMQ-Index는 재 

데이터가 바로 직  데이터와 비슷하면 인 된 DMR 노드

만을 이용하여 빨리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8과 9)처럼 

FL이 0.1%일 때와 FL이 1%일 경우에 가장 나쁜 성능을 보

여주고 있다. 한 (그림 7)에서 우리의 QUISIS가 Interval 

Skip List 보다 성능이 더 좋음을 보이고 있다.

(그림 8과 9)에 나타난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험 결과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질의 색인 기법은 FL값이 0.01%

일 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 주고 있다. BMQ

-Index에서는 앞으로 올 데이터가 기존의 데이터와 다를 경

우 많은 DMR노드들을 검색해야만 한다. 그러나, BMQ-

Index와 반 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질의 색인 기법인 QUISIS

는 TIL을 이용하여 효율 으로 질의 집합을 검색하며 헤더

부터 검색하는 부담을 제거하여 거의 모든 경우에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5. 결  론

스트림 데이터는 실시간 이고 연속 으로 생성된다. 스

트림 데이터 환경에서는 복수 개의 질의들이 미리 등록되고 

후에 도착되는 데이터 값은 등록된 질의들에 의하여 평가된

다. 일반 인 스트림 데이터 질의들은 간격(Interval)으로 표

되는 질의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질의 조

건들을 활용하여 질의 색인을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입력된 데이터 값을 처리할 수 있는 질의 집합

을 효율 으로 찾아내는 질의 색인 기법인 QUISIS를 제안

하 다. 

QUISIS는 간격을 효과 으로 색인화하는Interval Skip 

List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 미래의 데이터와 재의 

데이터가 유사하다는 근 성을 유지하기 하여 TIL이라는 

구조를 포함하 으며 이 유사성을 한 검색 방법을 제시하

다. 제안된 질의 색인 방안의 성능을 보이기 하여 합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질의 환경의 실험을 수행하 으

며, 실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질의 색인 구조가 기

존의 질의 색인 방법에 비하여 뛰어남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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