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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계형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키워드 검색 기법에 한 연구에서의 심에도 불구하고 계형 데이터 스트림 기반의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

이다. 오늘날 스트리  데이터는 데이터 리 측면에서 요한 연구 토픽이기 때문에 계형 데이터 스트림 기반의 키워드 검색 기법에 한 

연구는 매우 요하다. 이러한 에서 본 논문은 계형 데이터 스트림 기반의 키워드 검색 기법과 련된 연구들을 먼  분석하고 키워드 

검색 질의를 처리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조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기법에 해 을 둔다. 결과 으로 본 논문은 계형 데이터 스트림에서 사

용자를 해 좀 더 의미 있는 질의 결과를 산출하기 한 고  키워드 검색 기법을 제안하고 효율 인 질의 처리를 한 계층  클러스터링을 

사용한 질의 최 화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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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pite the surge in the research for keyword search method over relational database, only little attention has been devoted to studying 

on relational data stream.The research for keyword search over relational data stream is intense interest because streaming data is 

recently a major research topic of growing interest in the data management. In this regard we first analyze the researches related to 

keyword search methodover relational data stream, and then this paper focuses on the method of minimizing the join cost occurred while 

processing keyword search queries. As a result, we propose an advanced keyword search method that can yield more meaningful results 

for users on relational data streams. We also propose a query optimization method using layered-clustering for efficient query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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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최근 센서 데이터, 치 기반 데이터, RFID 태그 데이터

와 같은 데이터 스트림에서의 질의처리 기법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연구는 사용자가 데이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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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XPath  XQuery와 같은 XML 질의 언어 혹

은 SQL과 같은 질의 언어 등에 한 사  지식을 요구하는 

검색 기법에 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장벽은 사용자가 쉽

게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

다. 오늘날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서 정보 검색 분야

에서 연구되어 온 키워드 검색의 장 을 용하기 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형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데이터 스트림에서의 키워드 검

색 기법에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2]. 한, 기

존의 키워드 검색 기법은 사용자 질의 키워드를 모두 포함

하는 결과에 한 검색 성능에 을 두고 있어서 논리 연

산자를 통한 키워드의 다양한 조합에 따른 의미 있는 질의 

검색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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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of relational KWS

Query q: = { Tarantino, Travolta}

Result : t1 & t2 & t5 & t3

(그림 1) 제 데이터 스키마와 튜 [3]

이러한 에서 본 논문은 사용자가 논리 연산자를 통해

서 보다 의미 있는 키워드 질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고  키워드 

검색 기법을 제안한다. 다시 말해서 제안된 기법은 사용자

가 단순히 키워드만을 이용해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AND, 

OR, NOT과 같은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여 키워드들 사이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한 최근 그 활용이 

증가되고 있는 데이터 스트림에서 키워드 검색 기법에 한 

연구는 아직 기 단계이며 스트림데이터의 특성을 반 한 

질의 최 화에 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데이터 스트림

에서 사용자가 질의한 연속질의(continuous query)에 의한 

주기 인 질의 처리 수행은 시스템의 성능에 많은 향을 

주게 된다 [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계형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데이터 스트림에서 사용자의 연속 질의에 한 시스

템 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계층  클러스터링(layered 

clustering) 기반의 질의 최 화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키워드 검색에 

한 기존연구들에 하여 살펴본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고  키워드 검색시스템에 하여 설명하고, 

계층  클러스터링을 통한 질의 최 화 방안에 하여 4장

에서 기술한다. 5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제안한 시스템의 성

능을 평가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

에 하여 서술한다. 

2. 련 연구

이 장에서는 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스트림에서의 

키워드 검색 기법에 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한다. 먼  2.1

에서는 키워드 검색 기법에 설명하고, 2.2 에서 본 논문

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데이터 스트림에서 수행되는 키워드 

검색 기법에 해 기술한다.

2.1 키워드 기반 검색 기법

재까지 연구되어온 키워드 검색 기법들은 장소로부터 

추출되는 데이터 모델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1]. 일반 으로 키워드 검색의 상이 되는 장소는 

계형 데이터베이스 는 XML 데이터베이스에 을 두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데이터 장소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

기 때문이며 이들 장소로부터 추출되는 데이터 모델의 형

태에 따라 “그래  기반 키워드 검색 기법”과 “ 계기반 키

워드 검색 기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그래 기반 키워드 검색 기법이다. 체 데이터베이

스 내에 장된 데이터를 하나의 그래 로 변환하여 검색을 

수행하게 된다. 다시 말해, 외래 키(foreign key) 계를 이

용해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그래 로 표

하고, 그래  안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키워드를 포함

하고 있는 서 그래 를 찾는 방식이다. DataSpot, BANKS 

I/II와 같은 연구들이 이에 속한다 [4-6]. 이러한 그래 기반 

키워드 검색 기법은 생성되는 그래 에 한 유지 리 비

용이 크기 때문에 소규모 데이터베이스에 합한 반면에 한

번 그래 가 생성되면 빠른 질의 처리 성능을 보장한다.

둘째, 계기반 키워드 검색 기법이다. 계기반 키워드 

검색 기법은 질의 결과로 모든 키워드를 포함하는 튜

(tuple) 집합을 생성한다. 즉, 질의 시 에 키워드를 포함하

는 튜 들을 검색한 후에 이 튜 들로부터 데이터베이스 스

키마에 정의된 외래 키 계를 기반으로 하여 모든 키워드

를 포함하는 조인 가능한 후보 네트워크를 생성하여 각 테

이블의 튜 들을 조인 는 선택(selection)하여 검색을 수행

하는 방식이다 [3, 7-12]. 이러한 계기반 키워드 검색 기

법은 질의 시 에 역 인덱스를 통해서 빠르게 후보 네트워

크를 생성하여 튜  집합을 생성하기 때문에 복잡한 쿼리도 

처리가 가능하여 큰규모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빠른 질의 

처리 성능을 보장한다 [1].

(그림 1)은 계기반 키워드 검색기법을 사용한 키워드 

검색의 한 이다. 화정보를 담고 있는 계형 데이터베

이스에서 사용자는 심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 Tarantino와

Travolta를 통해 질의한다. 사용자 키워드들이 포함된 튜

들과 외래 키 계를 가지는 튜 들을 조인하고 조인된 튜

들  사용자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조인된 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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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와 튜

(그림 3) 제 CN과 MTJNT[3]

(그림 4) Operator Tree와 SQL

들을 검색의 결과로 사용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아래 제

에서 입력된 두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튜 들의 내

용을 통해 사용자는 Tarantino가 감독하고 Travolta가 주연

으로 참여한 Pulp Fiction이라는 화를 새로운 정보로 획득

할 수 있다.

[정의 1] (Minimal Total Join Network of Tuples, 

MTJNT) : Join Network of Tuples(JNT) 란 데이터베이

스의 튜 을 노드로 하는 트리 구조로써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에 해당하는 두 튜 들 사이에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상에서 계성(relationship)이 존재해야 한다. 즉, 트리 구조

에서의 인 한 두 튜 을 t1, t2라 할 때 두 릴 이션 R1, R2

가 각각 t1∈R1, t2∈R2 를 만족한다면 R1, R2 에 해 조인 

연산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JNT가 Total 과 Minimal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에 이러한 JNT를 MTJNT라 정의한

다. 여기서 Total 조건이란 질의 키워드 k1, k2, …… km 이 

주어 졌을 때 모든 ki가 JNT의 튜 들에 포함 되면 JNT는 

Total 조건을 만족한다. 한 Total 조건을 만족하는 JNT로

부터 어떤 튜 을 제거하 을 때 더 이상 Total 조건을 만

족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JNT는 Minimal 조건을 만족한다. 

이러한 MTJNT는 키워드 검색 시스템의 질의에 한 최종 

결과가 된다.

[정의 2] (Candidate Network, CN) : MTJNT의 모든 

튜 들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상에서 각 튜 에 해당하는 

릴 이션과 튜 이 가지는 키워드의 으로 맵핑시킨 것을 

Candidate Network(CN)이라 한다. 검색 시스템은 질의 키

워드에 해 이를 포함하는 CN을 생성하고 이 CN을 데이

터베이스 질의 언어로 변환하여 MTJNT를 추출한다.

모든 MTJNT를 찾는 가장 잘 알려진 기법은 Discover[7]

에서 제안된 기법이다. 이는 튜  집합 그래  탐색을 통해 

모든 MTJNT를 생성할 수 있는 모든 CN을 만들어 내는 것

이다. 여기서 튜  집합 그래 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키워드들을 반 하여 만들어진다. 그래 내의 모든 노드들

은 키워드 K⊆{k1,...,km}을 포함하는 튜 들의 집합을 의미

한다. 를 들어, 노드 S{}는 계(relation) S에서 어떠한 

키워드도 포함하지 않는 튜 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림 2)에서 테이블 S와T가 계를 가지므로 

키워드 k1을 포함하는 튜  s1과s2는 튜  t3과 조인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조인된다면 두개의 튜  집합 s1-t3, 

s2-t3는 입력된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는 가장 짧은 MTJNT

가 된다. 이들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은 S{k1}이라고 표 되

는 테이블S에서 키워드 k1을 포함하는 노드들과 T{k2,k3}로 

표 되는 테이블 T에서 키워드 k2, k3을 포함하는 노드들 

사이에 주-외래키 계를 통해 조인하는 것이다. (그림 3)은 

(그림 2)의 제에서 추출될 수 있는 몇 개의 MTJNT와CN

의 계를 표 하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CN은 하나 는 다수의 MTJNT와 응되며 이를 통해 키

워드 검색의 결과인 모든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MTJNT

를 추출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S{k1}-T{k2,k3}로 구성된 

하나의 CN을 실행트리(operator tree)로 나타낸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실행 트리는 CN의각 노드들을 리 노드로 가지며 

간 노드는 조인연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행 트리를 실행함으로써 결과로 s1-t3, s2-t3와 

같은 MTJNT를 추출할 수 있으며 이는 (그림 4)에 보이는 

SQL문을 실행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4].

2.2 데이터 스트림에서 키워드 검색

 2.1 에서 설명한 계기반 키워드 검색 기법은 계형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데이터 스트림에서도 용 가능하

다. 계형 데이터 스트림에서 키워드 검색은 Markowetz[3]

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계형 데이터 스트림에서 

키워드 검색은 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달리 데이터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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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k1}을 루트 노드로 가지는 Operator Mesh의 [3]

에 따라 동 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두가지 사항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시간에 따라 연속 으로 변화하는 데이터

② 연속질의 처리에 따른 질의수행기간 동안 모든 실행트

리 유지

첫째, 시간에 따라 연속 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고려해

야만 한다. 2.1 에서 설명된 것처럼 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서의 키워드 검색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데이터들만을 

고려하여 CN을 생성한다. 이와 달리 계형 데이터 스트림

에서는 시간 슬라이딩 도우(Time Sliding Window)– 

재 시간으로부터 데이터가 유효한 과거 시간까지의 범 를 

나타내며 시간 범  밖의 데이터는 바로 삭제될 수도 있으

나 시스템의 성능을 해 시스템의 부하가 은 시 에 일

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부분임 - 내에서 시간에 따라 

연속 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하여 모든 출  

가능한 데이터를 고려하여 CN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시 말

해, (그림 2)에서 테이블 S에 재 존재하는 튜 은 s1과 s2 

뿐이기 때문에 검색은 이 두 튜 들만을 고려해야만 한다. 

하지만 데이터 스트림 환경에서 시간 슬라이딩 도우 내에 

재 키워드 k1을 포함하는 튜  s1, s2가 존재 하더라도 시

간의 변화에 따라 키워드 k2와 k3를 포함하는 새로운 튜  

s3가 추가되거나 기존 튜  s1이 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출  가능한 데이터를 고려하여 CN을 생성해야 한다. 

두 번째, 연속질의 처리에 따른 질의수행기간 동안 모든 

실행 트리를 유지해야만 한다. 데이터 스트림의 특성에 의

해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들을 검색하는 질의는 단일수행 

질의가 아닌 연속질의가 된다. 따라서 생성된 CN을 실행 트

리로 변경한 후에 이들 트리는 질의가 수행되는 주기

(life-time)까지 시스템 내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행 트리의 실행 주기 로세스에 향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은 데이터 스트림 환경에서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

기 한 고려사항들을 기존 Markowetz의 연구[3]에서는 다

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다. 첫째, 재 존재하는 데이터뿐 아

니라 모든 출  가능한 데이터를 모두 고려하여 만들어지는 

많은 수의 CN  복(duplication)을제거하는 기법을 제안 

하고 기존 CN 생성기(generator)를 보완하 다. 둘째, CN으

로부터 만들어지는 많은 수의 실행 트리들 사이에 간결과

(intermediate result)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림 5)와 

같은 Operator Mesh를 제안하 다. (그림 5)에 나타난 

Operator Mesh는 S{k1}-T{}-V{k2}-T{k1}-U{k3}, S{k1}-T{} 

-U{k2,k3}, S{k1}-T{}-V{k2,k3}와 S{k1}-T{k2,k3} 네 개의 CN

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들 사이의 간결과를 공유가 가능하

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결과 값을 만들어 낼 수 없는 CN들을 한 번

에 가지치기(pruning)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하지만 이들

의 Operator Mesh를 사용한 질의 최 화 기법에서는 키워

드 k1을 포함하는 동일한 노드를 루트 노드로 가지는 CN들 

사이에서만 간결과에 한 공유가 가능하다. 자세히 말하

면, (그림 5)는 Operator Mesh에 존재하는 개의 

클러스터  노드 S{k1}을 루트 노드로 하는 CN들의 클러

스터이다. 따라서 (그림 4)에 나타난 클러스터는 노드 T{k1}

을 루트 노드로 가지는 CN들로 이루어진 클러스터와 간

결과를 공유할 수 없다.

결과 으로, Operator Mesh에 존재하는 클러스터들 사이

에 간결과를 공유할 수 없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층  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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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입력 키워드의 분류

KQ    =    (e-bay ∧ (book ∨ laptop)) ∧ Seoul     10 minutes !

(그림 7) 고  키워드 검색 질의 제

표  식 의  미

∧ : AND 연산자

이항 연산자 이며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는 결과

를 출력( : a∧b  a, b 모두를 포함하는 결과를 

출력)

∨ : OR 연산자

이항 연산자 이며 키워드  하나 는 둘 모두

를 포함하는 결과를 출력( : a∨b  질의 결과가 

"a", "b", "a,b" 와 같이 출력)

! : NOT 연산자

단항 연산자 이며 키워드를 포함하지 않는 결과

를 출력( : a∧!b  a를 포함하지만 b는 포함하지 

않는 결과를 출력

<표 1> 논리 연산자

스터링을 이용한 질의 최 화 기법을 제안하는데 을 둘 

것이다. 한, 앞서 언 한 논리 연산자 기반의 고  키워드 

검색을 제공하기 해서는 AND, OR, NOT 연산자에 따른 

조인 가능한 조인 튜 을 얻기 한 CN 생성기를 고려해야

만 한다. 

3. 고  키워드 검색

본 장에서는 고  키워드 검색을 지원하기 한 키워드 

검색 기법을 제안한다. 먼  3.1 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을 

간략히 소개하고, 3.2 을 통해 고  키워드 검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 된 CN 생성기의 동작을 설명한다. 

3.1 고  키워드 검색 기법

지 까지 제안된 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키워드 검색 

기법들은 [7-8] 주어진 키워드들을 이용해 정보검색을 수행

하며 그 결과 한 단순히 모든 키워드들을 포함하고 있는 

튜 들의 집합이었다. 계형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키워드 

검색 기법에서는 재 데이터베이스에 정 인 데이터만을 

고려하며 단일수행 질의를 처리하여 한 번의 결과만을 생성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검색된 결과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

를 선택 으로 검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 스트림 환경에서는 시간에 따라 정보

가 틀려지기 때문에 질의 시 에서 사용자에게 보다 정확하

고 의미 있는 검색 결과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에서 AND 연산자만 제공하는 단순한 질의 키워드는 보

다 정확하고 의미 있는 검색 결과의 생성에 한계를 드러내

기 때문에 OR, NOT과 같은 논리 연산자를 지원하는 고  

키워드 검색 기법을 요구한다.

<표 1>에 나타난 연산자들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은 의미

를 지닌 질의를 생성해 낼 수 있다. 아래는  연산자들을 

사용하여 표 될 수 있는 질의 표기법(notation)이다.

Q는 A와 B를 포함하는 모든 조인 튜 과 A와 C를 포함

하는 모든 조인 튜 들  D를 제외한 나머지 조인 튜 들

을 찾으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모든 연산자들의 우선순

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의 에서는 호를 

이용하여 우선순 를 처리하 다.) 와 같이 단순한 연산자

를 사용함으로서 사용자는 기존에 비해 더욱 표 력 있는 

질의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은 한 운송 문 업체

에서 사용하는 화물운송 제어 시스템(Commercial Vehicle 

Operations)을 통해 회사에서 끊임없이 유입되는 운송요청

에 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고  키워드 검색시스템을 

통해 키워드 검색을 진행하는 를 보여 다.

(그림 6)에서 검색 질의가 가지는 의미는 최근 10분 동안 

도착한 배송 주문  e-bay에서 운송요청 된 모든 책과 노

트북에 한 항목을 검색하고 그  배송지가 서울인 항목

을 제외한 결과를 출력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10분은 의 질

의가 연속질의로 시스템 내에 배치(deploy)될 때 슬라이딩 

도우의 사이즈를 결정하게 된다. 입력된 질의는 두 개의 키워

드들로 구분된다. 하나는 실행 키워드(executive keywords)로

써 AND연산자에 의해 결합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선택  키워드(optional keywords)로써 NOT연산

자의 우측에 결합된 하나의 키워드와 슬라이딩 사이즈의 크

기를 결정짓는 키워드로써 이들은 키워드 검색이 실행되는 

범 를 결정짓는 키워드들이다. (그림 7)은 입력된 질의가 

세 개의 실행 키워드와 두 개의 선택  키워드로 분류된 

이다. 입력된 키워드들과 연산자들은 어휘 분석기(Lexical 

Analyzer)에 의해 토큰들로 변환되고 이러한 토큰들은 구문 

분석기(Syntax Analyzer)에 입력되어 문맥 트리를 만들어 

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입력된 소스 문자열은 실

행 키워드와 선택  키워드들로 분류된다.

3.2 CN 생성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든 CN들을 생성하는 방법은 

계기반 기법에서 리 사용되는 확장 스키마(expanded 

schema)를 탐색하여 CN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여기서 확장 

스키마는 원형 스키마(original schema)에 따라서 각 릴 이

션들에 사용자 질의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들 키워드들의 부분집합으로부터 가능한 모든 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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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확장 스키마의 

(그림 9) CN 생성 알고리즘

타내는 스키마이다. 확장 스키마의 는 (그림 8)과 같다. 

이러한 확장 스키마에서의 탐색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2.2

에서 기술한 바 로 동 인 스트림 데이터에 한 연속 질

의는 특정 시 에서 반복 으로 질의 결과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기 CN 생성의 오버헤드를 이기 해서 가능한 

모든 CN을 미리 생성해 놓게 된다. 각 CN으로부터 클러스

터를구성한 후에 실행 계획에 의해서 반복 으로 수행하는 

것이 동 인 스트림 데이터에서는 더 효율 으로 질의 처리

를 수행할 수 있다.

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고  키워드 검색 시스템에서의 

질의문은 기존 시스템이 제공하는 AND 연산자에 더해 OR 

연산자와 NOT연산자를 포함하므로 이에 한 처리가 가능

한 새로운 CN 생성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림 9)는 OR  NOT 연산자의 처리를 해 확장된 

CN 생성 알고리즘을 간략하게 나타낸다. 앞서 3.1에서 기술

한 로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는 여러 개의 실행 키워드들 

 하나의 선택  키워드로 분류된다. 각각의 실행 키워드

는 하나 이상의 단일 키워드들이 AND 연산자에 의해 결합

되어 있는 형태이며 이러한 단일 키워드들  모든 실행 키

워드들에 공통 으로 포함되는 단일 키워드가 하나 이상 존

재하며 이를 루트 키워드(root keywords)로 정의한다. 를 

들면 (그림 7)에서 세 개의 실행 키워드들에 공통 으로 포

함되는 루트 키워드는 “ebay” 이다. 한 실행 키워드들  

가장 많은 단일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실행 키워드, 다시 

말하면 모든 실행 키워드들이 가진 단일 키워드를 모두 포

함하고 있는 실행 키워드를 루트 실행 키워드(root executive 

keywords)로 정의한다. (그림 7)에서 루트 실행 키워드는 

ebay ∧ book ∧ laptop 이다.

[정의 3] (루트 키워드): 루트 키워드를 RK, 실행 키워드

를 EKi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는 RK를 루트 

키워드라 한다.

[정의 4] (루트 실행 키워드) : 루트 실행 키워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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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K, 실행 키워드를 EKi라고 하면, 다음 식을 만족하는 

REK를 루트 실행 키워드라 한다.

InitCNGen 알고리즘은 확장 스키마 E, 실행 키워드 EKs, 

선택  키워드 OKs를 입력으로 하며 먼  EKs로부터 루트 

키워드 RKs를 기화한 뒤 RKs의 모든 단일 키워드들에 

해 이를 포함하는 확장 스키마 E의 모든 노드들에 해 

각각 CNGenerator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수행이 끝난 뒤에

는 해당 노드를 E로부터 제거한다.

CNGenerator에서는 입력된 노드를 루트로 하는 트리를 

구성하고 이를 큐에 삽입한 뒤 아래와 같은 과정을 큐가 빌 

때까지 반복한다.

① 큐로부터 nroot를 루트 노드로 하는 트리 told 를 구성한다.

② 확장 스키마 E로부터 생성되는 모든 노드 nnew를 told 

에 추가하여 tnew 를 생성한다.

③ tnew가 루트 실행 키워드에 한 CN이면, 즉 루트 실

행 키워드에 속한 모든 단일 키워드를 가진다면 이를 

결과 버퍼로 출력한다.

④ tnew가 CN이며, tnew의 노드 수가 주어진 Tmax와 같다

면 이를 결과 버퍼로 출력한다. 여기서 Tmax는 CN이 

무한히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한 임의의 한계치이다.

⑤ tnew에 노드를 추가했을 때 CN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큐에 삽입한다.

확장 스키마 E 로부터 새로운 노드 nnew 를 트리에 추가

할 때 CN의 복 생성을 피하기 해 특별한 기법이 필요

하다. 이는 E로부터 구성되는 모든 노드 nnew 에 완  순서 

식별자(total ordering id)를 부여하여 무조건 인 노드의 추

가를 제한하는 것이다. 즉, 트리에 한 노드의 추가는 다음

과 같은 규칙을 수해야(legally) 한다.

규칙 1 : 트리에 한 모든 새로운 노드의 추가는 트리의 

가장 오른쪽 리  노드로부터 루트 노드에 이르는 경로 상

의 노드들에 해서만 이루어진다.

규칙 2 : 새롭게 추가되는 노드 식별자는 이미 존재하는 

모든 형제 노드의 식별자보다 커야 한다.

규칙 3 : 선택  키워드에 속한 단일 키워드, 즉 최  질

의에서 NOT 연산자의 오른쪽에 결합된 키워드가 포함된 

노드는 트리에 추가하지 않는다.

규칙 1, 2는 기존 연구[3]로부터 제안된 기법이며, 이를 

통해 CN의 복 생성을 막을 수 있다. 한 이러한 규칙을 

통해 가장 오른쪽 리  노드가 아닌 리  노드가 유일한 키

워드를 갖지 않으면 해당 트리가 CN이 될 가능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장 오른쪽 리  노드가 아닌 리  노드

는 더 이상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규칙 3은 본 논문

에서 제안한 고  키워드 검색의 연산자 정의에 의한다. 단, 

본 알고리즘에서의 선택  키워드에는 슬라이딩 도우의 

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4. 계층  클러스터링을 통한 질의 최 화

이 장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질의 최 화 기법을 제안한

다. 먼  4.1 에서 CN에 한 계층  클러스터링에 하여 

설명하고, 4.2 에서 이러한 클러스터링을 통한 질의 최 화 

기법에 하여 보다 자세히 기술한다.

4.1 계층  클러스터링

CN의 각 노드들을 조인하여 키워드 검색의 결과인 

MTJNT를 추출하는 계기반 기법에서는 많은 수의 조인 

발생한다. 이러한 조인에서 동일한 소스 노드들을 조인하는 

연산이 개별 , 반복 으로 수행 된다면 CPU와 메모리 등

의 시스템 리소스를 복 으로 소모하여 많은 비용을 래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복 인 조인연산 수행을 간결과 

공유를 통해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제안된 Operator Mesh는 동일한 루트노드를 가진 CN들을 

하나로 클러스터링 함으로서 오직 제한 인 간결과 공유

만을 제공한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CN들

을 계층 으로 클러스터링 하고 이를 통해 모든 CN들 사이

에 간결과를 공유하여 와 같은 문제를 효율 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그림 10)은 계층  클러스터링을 해 새롭게 제안하는 

단일-조인 노드(Single-join node)를 나타내고 있다. 이 단

일-조인 노드는 두개의 소스노드에 한 조인임과 동시에 

같은 간결과를 공유하는 CN의 클러스터이다. 자세히 말하

자면, (그림 10)에서 소스노드 S{k1}과 T{}의 조인결과는 

Output Buffer에 장되며, 장된 결과는 다른 단일 노드들

과 조인에 재사용될 수 있다. 를 들면, S{k1}-T{}-U{k2,k3}

와 S{k1}-T{}-V{k2,k3}라는 CN의 경우 하나의 J1 단일-조인 

노드에 의해 S{k1}-T{}를 조인한 간결과를 공유하게 된

다. 따라서, 두 CN은 그림과 같이 하나의 단일-조인 노드에 

의해서 표  되고, J1은 S{k1}-T{}의 조인을 나타냄과 동시

에 S{k1}-T{}의 조인 결과값을 공유하는 세 개의 소스노드

로 구성된 CN들의 클러스터가 된다. 이러한 단일-조인 노

드들은 계층구조에서 최하  계층(Level1)을 이루는 요소이

다. 따라서, 단일-조인 노드는 그림과 같이 자신과 조인되는 

소스노드들의 리스트를 가지게 된다. 만약 단일-조인 노드 

자신이 CN이라면 리스트를 가지지 않는다. 한, 해당 노드

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들을 Stub이라는 돌출부에 

장하게 된다.

(그림 11)은 내부-조인 노드(Internal-join node)를 나타낸

다. 내부-조인 노드란 간 혹은 최상의 계층에서 실행되는 

노드를 포 으로 표 하는 노드이다. 그림에서 내부-조인 

노드의 자식노드 J1과 J2는 단일-조인 노드이다. 따라서, 내

부-조인 노드 J1J2는 Level2에 치함을 알 수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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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Operator Mesh 내의 클러스터

(그림 10) 단일 조인 노드

(그림 11) 내부 조인 노드

만, 이는 각 계층의 노드들은 이  계층의 노드 두개를 자

식노드로 가지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단일-조인 노드로 구

성된 최하  계층을 제외한 모든 상 계층의 노드들은 이  

계층의 한 개의 노드와 한 개의 단일-조인 노드를 자식노드

로 가지게 된다.

계층  클러스터링은 에서 소개된 단일-조인 노드와 

내부-조인 노드로 구성된다. 계층의 최  높이는 CN을 생

성할 때 사용하는 라미터 Tmax의 값에 의해 결정된다. 

Tmax는 CN이 가질 수 있는 최  노드의 개수이다. 이는 모

든 검색 키워드들을 모두 포함하는 MTJNT라 하더라도 그 

조인의 횟수가 많다면 키워드들간의 연 도가 떨어져 사용

자에게 의미 없는 결과일 수 있기 때문 라미터 Tmax를 두

어 조인되는 노드의 최  개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층의 최  높이는 |Tmax/2|가 된다. 한, 모든 계층에서 

MTJNT를 생성해 낼 수도 있다.

4.2 질의 최 화

계층  클러스터링을 통해 모든 CN들은 공유자원에 따라 

클러스터링 될 수 있다. 를 들어, (그림 2)의 제 스키마

와 데이터 튜 들과 같은 상황에서 키워드 검색이 진행 되

고 스키마에 정의된 계는 N:M 계를 허용한다고 가정한

다. 먼  S{k1}와 T{k1}노드로부터 만들어 질 수 있는 CN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① S{k1} – T{ } – V{k2} – T{k1} – U{k3}

② S{k1} – T{ } – U{k2,k3}

③ S{k1} – T{ } – V{k2,k3} 

④ S{k1} – T{k2,k3}

⑤ T{k1} – V{k2} – T{ } – U{k3} 

⑥ T{k1} – V{k2} – T{k2,k3} 

⑦ T{k1} – V{k2,k3} 

기존 Markowetz가 제안한 Operator Mesh는 (그림 12)와 

같이 노드 S{k1}과 T{k1}을 루트로 가지는 두 개의 클러스

터가 개별 으로 Mesh내에 생성된다. 아래 그림에서 보여

지듯이 두 클러스터 사이의 간결과 공유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CN ①과 ⑤,⑥사이에 공유될 수 있는 T{k1}- 

V{k2} 조인연산은 공유되지 못한다.

(그림 13)-(a) 는 본 논문에서 우리가 제안하는 계층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하여 의 CN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STEP 1는 CN ①을 실행트리로 변경한 모습, 

STEP 2는 STEP 1이후 CN ②와 ③을 추가한 모습이다. 

STEP 3은 CN ④를 추가한 모습으로 (그림 12)의 첫 번째 

그림에서 S{k1}을 루트로 하는 클러스터와 같이 4개의 CN

을 통합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STEP 2에서 새로운 조인노드의 추가 없이 J1 단일-조인 

노드의 리스트에 U{k2,k3}, V{k2,k3}를 추가 해 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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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a) CN ①②③④ 통합과정 (b) 클러스터에서 가지치기

CN ②, ③을 삽입하 다. 한, STEP 3에서 새롭게 추가된 

단일-조인 노드 J3는 그 연산결과가 MTJNT를 생성하기에 

리스트와 Output Buffer없이 그 수행 결과를 Output 

Operator에 넘겨 다. 여기서, Output Operator는 각 계층에

서 생성되는 MTJNT를 수집하는 연산을 수행한다. (그림 

14)는 T{k1}으로 시작되는 모든 CN을 (그림 13)-(a)의 마지

막 단계에 추가하여 완성된 계층  클러스터의 모습을 나타

낸다. J2의 조인 연산은 CN ⑤, ⑥ 에 의해 공유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13)-(b) 는 통합된 CN  MTJNT를 생성할 수 없

는 CN들을 가치지기(pruning) 하는 과정을 보여 다. 만약 

테이블 T의 모든 튜 이 입력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소스 노드 T{ }의 selection 연산의 수행결과 튜

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스 노드 T{ }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CN들은 MTJNT를 생성할 수 없기에 실행되어서

는 안 된다. 

STEP 1에서 결과를 내지 못하는 소스 노드 T{ }가 삭제

된다. STEP 2에서 소스 노드 T{ } 를 자식 노드로 가지는 

조인 노드들은 삭제된다. 즉, 소스 노드 T{ }와 간선으로 연

결된 단일-조인 노드 J1, J4는 삭제된다. 그리고 J1, J4와 간

선으로 연결된 계층2의 내부-조인 노드L2J1과 L2J2도 삭제

된다. 결과 으로, 소스 노드T{ }를 포함하는 CN ①, ②, ③, 

⑤는 가지치기되고 CN ④, ⑥, ⑦에 한 노드들만이 남게 

된다. 소스 노드뿐 아니라 조인연산에 의해 아무런 결과도 

만들지 못하는 조인 노드들도 가지치기 될 수 있다. 들어 

만약 (그림 14)와 같이 통합된 CN들  V{k2}-T{k1}조인을 

수행하는 단일-조인 노드 J2가 아무런 결과도 만들지 못한

다고 가정하면 J2는 즉시 가지치기 된다. J2를 자식 노드로 

가지는 L2J1과 L2J2도 삭제되며, L2J2의 삭제로 인해 결과

를 만들어 내더라도 그 결과가 사용되지 않는 단일-조인 노

드 J4 도 삭제된다.

여기서, 실제로 모든 노드들과 간선들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간선들은 비활성간선(dead edge)으로 표시되고, 노드

들은 Stub에 장되는 실행조건 Flag를 OFF로 설정된다. 

따라서 연속질의 반복실행에 있어 슬라이딩 도우 내에 존

재하는 데이터에 변화에 따라 조인 노드들이 결과를 갖게 

된다면 가지치기된 간선들은 다시 활성간선(alive edge)으로 

노드들의 실행Flag는 ON으로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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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완성된 계층  클러스터

(그림 15) 슬라이딩 도우의 증가

(그림 16) 테이블의 증가

5. 실험 평가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고  키워드 검색 기법

의 성능을 평가한다. 실험에 사용된 시스템 환경은 Xeon 

64bit 듀얼(dual) 2.0GHz CPU에 3GB RAM의 서버이며 

MySQL 5.1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모든 스트리  데이터

는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테이블에 장될 수 있다고 가

정하 으며 이들 각 테이블에는 각각 세 개의 속성

(attribute)가 존재한다. 이들  두 개는 주 키 값과 이 테

이블과 선택 으로 조인 될 수 있는 다른 테이블의 외래 키 

값을 장하기 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의 속성은 텍스트 

데이터가 담겨진다. 이 텍스트 데이터에는 랜덤하게 하나 

이상의 키워드가 장된다. 와 같이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의 모든 테이블에는 당 1개의 데이터가 새롭게 추가된다. 

측정된 성능의 객 인 평가를 해 Markowetz가 제안한 

Partial-Mesh(PM) 알고리즘[3]을 구 하여 본 논문에서 제

안한 계층  클러스터링 (Layered - Clustering, LC)과 비교

하 다.

실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 어 수행하 다. 첫 번째는 슬

라이딩 도우의 증가에 따른 성능의 측정이며, 두 번째는 

테이블(stream relation)의 증가에 따른 성능 측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키워드의 증가에 따른 성능 측정이다. 각

각의 실험에서 성능 평가를 한 척도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질의 처리 수행 시간을 나타내는 CPU 비용(cost)이

며. 두 번째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질의 최 화의 효과를 

확인하기 시스템의 메모리 사용량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먼

 슬라이딩 도우(그림 15)의 경우 CPU 비용  메모리 

사용량 모두 Partial-Mesh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특히 CPU 비용의 경우 슬라이딩 

도우의 크기가 증가 할수록 성능의 차이는 격히 벌어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더욱 많은 간 결과의 공유가 

보여주는 이 을 단 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음으로는 실험에 사용한 테이블의 증가에 따른 비교인데(그

림 16)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Partial-Mesh에 해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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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키워드의 증가

클러스터링이 더욱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며 이는 테이블의 

개수가 증가 할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마지막은 

키워드의 증가에 따른 성능비교로써(그림 17) 마찬가지로 

계층  클러스터링이 상 으로 더욱 우수하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은 키워드의 수가 

일정 수 이상으로 증가하면 성능의 하락폭 - 즉, 소모되는 

CPU 비용 - 이 기하 수 으로 증가한다는 이다. Partial 

-Mesh의 경우 키워드의 개수가 5이상일 때부터 이러한 

상이 나타나며 6보다 커질 경우 실험에 사용된 시스템으로

는 측정이 어려울 정도로 성능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비교

가 불가능하여 그림으로는 나타내지 않았으나 계층  클러

스터링의 경우에도 키워드의 개수를 더욱 증가시킬 경우 이

러한 격한 성능의 하락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은 슬라이딩 도우나 테이블의 증가에 비해 키워드의 증

가가 생성되는 CN의 개수의 증가에 미치는 향이 더욱 크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실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CPU 비용의 경우, 모

든 실험에 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계층  클러스터링이 

Partial-Mesh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메모리 소모의 경우 오히려 Partial-Mesh에 비

해 약 8~10%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계층  클

러스터링이 Partial-Mesh에 비해 더 많은 간 결과를 공유

하기 때문이며 결과 으로는 이로 인해 더욱 빠른 속도로 

질의 처리가 가능해 진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다.

6. 결  론

최근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 패러다

임은 많은 검색분야에서 그 용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

다. 우리는 슬라이딩 도우내에서 시간에 따라 지속 으로 

변화하는 데이터 스트림에서 키워드 검색 수행에 있어 시스

템 리소스의 소모를 일 수 있는 계층  클러스터링을 활

용한 질의 최 화 기법을 제안하 고 실험을 통해 그 성능

을 평가하 다. 이 기법은 빈번하게 변화하는 데이터에 따

라 불필요한 조인연산의 실행을 회피시킬 수 있으며, 간

결과 공유를 통해 복 인 조인연산 처리로 인한 CPU와 

메모리의 낭비를 일 수 있다. 한, 고  키워드 검색 시

스템을 제한하여 사용자가 의미를 부여한 질의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 고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보다 가치 있는 결과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연구로 Top-k 랭킹 기법을 

용하고 연속질의의 배치와 실행에 요한 질의 실행 계획을 

추가하여 본논문에서 제안된 키워드 검색 시스템을 향상 시

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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