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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데이터 스트림 관리 시스템에서 조인 연산자는 질의가 내포하는 여러 연산자들 가운데 상대적인 계산 

비용이 높은 연산자로, 센서 네트워크와 같이 한정적 정보들이 개별적으로 입력되는 환경에서는 필연적

으로 요구된다. 데이터 스트림은 잠재적으로 무한한 크기를 가지므로 조인 연산자는 슬라이딩 윈도우 제

약사항을 가져야 하며, 종합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조인 연산자가 여러 입력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슬라이딩 윈도우를 가지는 MJoin 연산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여러 

MJoin 연산자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환경을 가정하고, 슬라이딩 윈도우 제약사항과 MJoin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역적으로 공유된 질의 실행 계획 수립 및 처리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다중 MJoin에 

대한 전역 공유 질의 실행 계획 수립 문제가 NP-Hard임을 증명하고, 근사화 접근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전역적으로 공유된 질의 실행 계획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처리 기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의 노

력은 데이터 스트림 환경에서 효율적인 다중 질의 최적화 및 처리기법의 기초 연구로 활용될 수 있다. 

1. 서  론 

 최근의 데이터 연구는 잠재적으로 무한하고 연속적인 입력 

스트림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는 데이터 스트림(data 

stream)으로 언급되는데, 실시간으로 연속적이고 정렬된 

일련의 아이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질의 처리에서 사용되었던 가정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1]. 데이터 스트림의 가장 대표적인 환경은 

센서 네트워크[2]이다.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수 많은 센서가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를 중앙 처리 

서버로 전송한다. 이때, 하나의 센서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그 

처리 능력으로 인해 정보의 종류가 한정적이다[3]. 따라서 

종합적인 정보를 얻고자 할 때, 특정 시간이나 위치를 

기반으로 조인(join)연산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얻어야 한다. 

오랜 기간 데이터베이스 연구분야에서는 여러 조인 연산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해시 테이블(hash table) 기반 조인 

연산자[4-6], 윈도우(window) 기반 조인 연산자[7, 8], 해시 

테이블-윈도우(hash table-window) 기반 조인 연산자[9]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이다. 이 중 해시 테이블-윈도우 기반 조인 

연산자는 한정된 메모리 내에서 작업이 가능하고, 빠른 매치 

속도를 가진다는 점에서 데이터 스트림 환경에 가장 잘 맞는 

처리 방법이다.  

MJoin[9]은 각 입력에 대해 해시 테이블을 구성하며 새로운 

튜플이 들어오면 해당하는 해시 테이블에 그 튜플을 삽입하고, 

다른 해시 테이블을 조사하여 매치를 수행한다. 낮은 

선택비율(selectivity)을 가지는 해시 테이블에서 높은 

선택비율을 가지는 해시 테이블로 조사를 진행하여 매치 

순서가 최적화된다. MJoin 연산자는 여러 입력을 취하며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특정기초연구(R01-2006-000-10609-0)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최적화된 매치 순서를 가진다는 점에서 데이터 스트림 환경에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인 연산 

시 MJoin과 윈도우가 합쳐진 윈도우 기반 MJoin 연산자에 

초점을 맞춘다. 

본 논문은 여러 MJoin 연산자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을 때 

각 연산자들간의 포함관계를 파악한 후, 전역 공유 질의 실행 

계획(global shared query execution plan)을 수립하고, 수립된 질의 

실행 계획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목적을 가진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점을 정의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타 연구들을 살펴보며, 4장에서는 2장에서 

정의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세 

가지 기법을 소개하고, 5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의 처리 성능과 효율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추후 연구 과제를 기술한다. 

 

2. 문제 정의 

2.1. 다중 MJoin에 대한 전역 공유 질의 실행 계획 수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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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역 질의 실행 계획들 

[그림 1]에서와 같이 여러 질의가 MJoin으로 처리될 경우, 이 

질의들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전역 공유 질의 실행 계획은 

복수개가 될 수 있다. 다중 MJoin 연산자에 대한 전역 공유 

질의 실행 계획 수립 문제는 여러 질의들로부터 생성되는 

전역 공유 질의 실행 계획들 중 최소의 처리 비용을 가지는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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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개의 MJoin 연산자가 주어졌을 때, 각 MJoin Mi (1≤i≤n) 는 

가능한 질의 실행 계획 집합 pi={pi1,pi2,…,pik}를 가진다. 각 

Mi에 대해 pi집합에서 하나의 질의 실행 계획을 선택하고, 

여러 질의에 공유되는 부분은 병합하여 전역 질의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가능한 모든 전역 질의 실행 계획들의 

조합 중 전체 처리 비용이 최소가 되는 전역 질의 실행 계획 

GP를 선택하는 것이 다중 MJoin에 대한 전역 공유 질의 실행 

계획 수립 문제이다. 

Sellis[13]는 일련의 질의들이 주어졌을 때, 여러 질의들에 

대한 최적의 전역 질의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러한 문제가 NP-Hard임을 증명하였다. 먼저, 

전통적인 다중 질의의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질의 Qi (1≤i≤n)에 대한 가능한 질의 실행 계획의 집합이 

pi={pi1,pi2,…,piki}라 하고, 모든 질의에 대한 n개의 질의 실행 

계획 집합 p1,p2,…,pn이 주어졌을 때, 각 pi에서 하나씩의 질의 

실행 계획을 선택함으로써 최소 비용을 가지는 전역 질의 

실행 계획 GP를 찾는 것이다. Sellis[10]는 이 문제를 3SAT 

문제 [11]로부터의 변형(reduce)을 통해 NP-Hard임을 

증명하였다. 다중 질의의 최적화 문제가 다중 MJoin에 대한 

전역 공유 질의 실행 계획 수립 문제로 쉽게 변형될 수 

있음은 다음과 같다. 

정리 2.1 다중 질의의 최적화 문제 ∝ 다중 MJoin의 전역 

공유 질의 실행 계획 수립 문제 

증명 (1) 다중 질의의 최적화 문제에서의 최소 비용을 가지는 

전역 질의 실행 계획은 다중 MJoin 연산자를 쪼갠 후 공유 

시켜 최소 비용을 가지는 전역 공유 질의 실행 계획과 같은 

개념이다. (2) 다중 질의의 최적화 문제에서의 각 질의 Qi는 각 

MJoin 연산자 Mi와 같은 개념이다. (3) 각 질의 Qi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질의 실행 계획 집합 pi는 MJoin이 쪼개질 

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형태의 집합과 같다. 따라서, (1), (2), 

(3)에 의해 다중 질의의 최적화 문제는 어떠한 예에서도 본 

연구에서 다루는 다중 MJoin에 대한 최적의 전역 공유 질의 

실행 계획 문제의 예를 얻을 수 있다. 결국, 다중 질의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다중 MJoin에 대한 최적의 전역 

공유 질의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그 역도 성립한다. 

다중 MJoin에 대한 최적의 전역 공유 질의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근사화된 전략이 사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근사화 전략이 데이터 스트림 환경을 고려하고 적은 계산 

비용만을 필요로 해야 한다. 

 

2.2. 조인 연산 결과에 대한 윈도우 갱신 및 라우팅 문제 

여러 MJoin을 공유하여 처리할 때에는 윈도우 갱신 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A�B와 C에 대해 

조인을 수행하는 연산자에서 A�B의 튜플들은 입력된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력 A의 어떤 튜플이 

제거가 될 경우, 상위 조인 연산자에서 A�B의 튜플들 중 

제거해야 할 튜플을 빨리 찾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각 

질의에서 정의된 윈도우 크기로 조인된 결과를 적절한 질의 

결과로 분기시켜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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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역 공유 질의 실행 계획에서 윈도우 갱신, 라우팅 

 

3. 관련연구 

3.1. 전역 공유 질의 실행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3.1.1. 전통적인 다중 질의 최적화 기법 

기존의 관계 형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와 추론 

데이터베이스 (deductive database)에서 여러 질의들을 처리해야 

하는 요구가 증가하면서 다중 질의의 최적화 기법들 [10, 12]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다중 질의 최적화 기법 문제는 이미 

2장에서 NP-Hard임을 설명하였다. 오랜 기간 이 문제를 

근사화(approximation)하여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법들이 

제안되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기법으로 A* greedy 

기법[12]을 들 수 있다. A* greedy 기법은 매우 큰 탐색 공간에 

대한 근사화 접근 방법인 A* search 알고리즘을 이용한 탐색 

방법으로, 최적의 해에 근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초기 상태(state)에서 마지막 상태까지 

가장 적은 비용을 찾기 위해 상태 공간을 탐색한다. 따라서 

이 기법은 최악의 경우 질의 당 모든 가능한 질의 실행 

계획들의 수에 대해 지수 승에 비례하는 시간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공유 질의 실행 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하는 데이터 

스트림 환경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3.1.2. 그 밖의 최적화 기법 

Dynamic Regrouping[14]은 질의가 계속 추가되는 환경에서 

점진적인 질의 최적화를 수행하지만, 최초에 여러 질의가 

한번에 주어지면 모든 가능한 질의 실행 계획을 살펴보아야 

하며, 슬라이딩 윈도우 제약 사항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15]에서는 공유되는 부분을 최대로 하는 전역 공유 질의 실행 

계획 수립 기법을 제안하였으나 본래 연산자를 너무 많이 

쪼개어 기존의 최적 매치 순서(probing sequence)를 많이 

위배하게 되며, 스케줄러에 의한 문맥 교환(context switch)이 

증가하여 성능이 하락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3.2. 조인 연산 결과의 윈도우 갱신에 관한 연구 

[16, 17]에서는 조인 연산 결과에 대한 윈도우 갱신을 위해 

Negative Tuple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림 3]에서 튜플 6, 3이 

윈도우를 벗어나게 되어 제거되어야 한다면, 6, 3은 다시 조인 

연산자의 입력으로 들어가 튜플 6에 대한 Negative Tuple로 –(6, 

6)을 생성된다. Negative Tuple인 –(6, 6)과 동일한 값을 가지는 

(6, 6)튜플이 값 기반 탐색(value-based Search)을 통해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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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Negative Tuple 기법 

 

3.3. 공유 조인 연산자를 위한 라우팅 기법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라우팅을 위해 Dead Vector 기법[18]을 사용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Dead Vector 기법은 본래 조인 연산과 

선택(selection) 연산의 공유 처리를 위해 제안된 기법으로 선택 

연산을 수행할 때 튜플을 제거시키지 않고, 튜플의 Dead 

Vector에 매치 정보를 기록해 둔 채 조인 연산을 수행한다. 

생성되는 결과 튜플에는 본래의 Dead Vector를 병합하여 그 

정보로 라우팅을 수행한다. 

 

4. 다중 MJoin의 공유 처리 

4.1. 최적의 전역 공유 질의 실행 계획 수립 근사화 기법 

다중 MJoin 연산자에 대한 최적의 전역 공유 질의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는 NP-Hard이므로 데이터 스트림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빠르게 최적해에 근접하는 근사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근사화 기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탐색 공간을 줄이고, 적은 탐색으로도 만족할만한 

성능 향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MJoin연산자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데이터 스트림 환경에서 

한정된 메모리만을 사용하게 해주는 슬라이딩 윈도우의 

제약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찰들을 해 볼 수 있다. 

첫째, MJoin의 특성 상 하나의 질의를 기준으로 탐색을 해 

나간다면 탐색 공간을 매우 줄일 수 있다. 둘째, 연산자를 

너무 많이 쪼갤 경우 오히려 성능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연산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문맥 교환이 증가하고 최적화된 

매치 순서(probing sequence)가 너무 많이 위배된다. 셋째, 처리 

비용이 높은 연산자를 많이 공유할수록 성능 향상 폭이 

증가한다. 비용이 높은 연산자를 따로 처리하는 것보다 

한번에 처리할 때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인 연산자의 비용 모델(cost model)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의 4.1 어떤 MJoin이 n개의 입력 R={R1,R2,…,Rn}을 사용하고 

각 Ri의 입력 속도와 윈도우 크기를 각각 ri, Wi라 하자. f를 

조인 연산에 대한 선택 비율 요소(Selectivity Factor)라 하면, 

다음과 같이 비용 모델을 정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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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조인 연산 결과에 대한 윈도우 크기를 다음과 

같이 예측하여 상위 연산자에 대한 비용을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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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슬라이딩 윈도우 제약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조인 연산자들은 각 질의에서 정의된 윈도우가 다르더라도 

공유되어 처리될 수 있다. 연산자가 공유될 때 가장 큰 

윈도우 크기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공유 시 오히려 

더 많은 튜플을 저장하게 되는 가능성을 지닌다. 

for Qj = l

for Qi = k

for Qi = n

for Qj = m

<Input R> <Input S>

for Qj = l

for Qi = k

for Qi = n

for Qj = m

<Input R> <Input S>
 

[그림 4] 두 입력에 대한 서로 다른 윈도우 

만일 질의 Qi와 Qj가 입력 R과 S에 대한 조인을 수행하고, 

Qi는 R과 S에 대해 각각 k와 n만큼의 윈도우를 사용하며, Qj는 

R과 S에 대해 각각 l과 m만큼의 윈도우를 사용한다고 하자. 

이 두 질의가 공유되지 않는다면, 질의 Qi는 최대 k×n만큼의 

튜플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고, Qj는 최대 l×m만큼의 튜플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게 된다. 만일 이 두 질의가 공유되어 

처리된다면, 처리하는 튜플의 최대 양은 k×m이 된다. 

연산자를 공유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정의 4.2 (공유 조건 식) m개의 공유 가능한 질의 Qi (1≤i≤m)가 

있고, 공유되는 MJoin 연산자가 k개의 입력 스트림 Rj (1≤j≤ 

k)를 가진다고 하자. 또한, 각 질의 Qi는 각 입력 Rj에 대해 

Wij의 윈도우 크기를 사용하며, 각 Rj에 대해 모든 질의에서 

정의한 윈도우 크기 중 가장 큰 윈도우 크기를 Wj*라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연산을 공유시켰을 때 처리하는 양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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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찰내용을 토대로 다중 MJoin 연산자의 최적의 전역 

질의 실행 계획을 근사화 하여 수립하는 경험론적 

욕심쟁이(heuristic greedy)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매 단계마다 하나의 MJoin을 선택한다. 각 

단계에서는 가장 많이 공유되는 집합이 복수개가 선택된다면 

그 중 가장 많은 처리 비용을 가지는 하나의 집합을 선택한다. 

선택된 집합이 정의 4.2의 공유 조건 식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선택 집합을 제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선택된 집합이 

공유 조건 식에 부합하면, 그 집합을 포함하여 모든 주어진 

집합에서 선택된 집합의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을 찾아 해당 

부분을 선택된 집합으로 치환한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원소만을 가지는 집합을 다음 단계에서 제외한다. 이는 

하나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은 질의 실행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작업을 모든 질의가 제외될 때가지 

반복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매 단계에서 하나의 원소만을 가지게 되는 

집합이 제외되므로 매 단계에서는 적어도 하나의 집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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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된다. 따라서 [알고리즘 1]이 반환하는 연산자 수는 

본래의 연산자 수보다 같거나 작게 된다. 

Input : a set of queries, QuerySet[] 

Output : shared query plans, QuerySet[] 

while (QueryCount > 0) { 

    for (i := 0 to QueryCount) { 

        if (Containing # of SelectedSet < Containg # of QuerySet[i]) 

SelectedSet := QuerySet[i] 

        else if (Containing # of SelectedSet = Containg # of QuerySet[i] 

and Cost of QuerySet[i] > Cost of SelectedSet)  

SelectedSet := QuerySet[i] 

    } 

    if (SelectedSet satisfies CONDITION OF SHARING) { 

        for (i := 0 to QueryCount) { 

            Replace the elements of QuerySet[i] to common elements of 

SelectedSet 

        } 

        for (i := 0 to QueryCount) { 

            if (QuerySet[i] has only one element) { 

                exclude QuerySet[i] 

                QueryCount := QueryCount - 1 

    } } } 

    else { exclude SelectedSet } 

} 

return QuerySet 

[알고리즘 1] 경험론적 욕심쟁이 전략을 이용한 다중 MJoin의 최적화 알고리즘 

[알고리즘 1]의 입력으로 질의가 n개 주어지고 각 질의는 

최대 m개의 입력을 가진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알고리즘의 

매 단계마다 포함되는 질의 집합 수와 비용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는 각 질의가 최대 m개의 입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질의 집합을 탐색해야 하므로 O(nm2) 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공통되는 원소들을 하나의 원소로 치환하는 

작업 역시 선택된 집합을 포함하는 질의를 찾기 위해 모든 

질의 집합을 검사해야 하며 각 질의가 최대 m개의 입력을 

사용하므로 O(nm2)의 시간이 소요된다. 공유 조건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O(nm+nm)=O(nm)의 시간이 소요된다. 

최악의 경우 [알고리즘 1]은 매 단계에서 하나의 질의만을 

제외시키므로 n번 반복된다. 따라서 제안하는 기법의 총 시간 

복잡도는 O(n2m2+n2m+n2)이 된다. 이는 최적화 시간을 

다항시간(polynomial time)으로 줄이게 되었음을 말한다. 

 

4.2. 조인 연산 결과를 위한 윈도우 갱신 및 라우팅 기법 

4.2.1. 인덱스 할당 

원시 스트림에서 윈도우 갱신으로 튜플이 제거되거나 라우팅 

정보가 추가될 때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상위 튜플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인덱스 할당 

기법을 제안한다. [그림 5]는 제안하는 인덱스 스킴을 나타낸 

것으로 각 튜플이 PrevID와 PostID의 쌍을 추가적으로 가짐을 

보인다. PrevID는 이 튜플이 어떠한 튜플들로부터 생성된 

것인지를 알려주며, PostID는 이 튜플이 어떠한 튜플들을 

생성한 것인지를 알려주게 된다. 튜플이 처음 시스템에 

입력되면 PrevID와 PostID는 NULL값을 가진다. 두 튜플에 

대한 조인이 수행되면, 해당하는 두 튜플의 PostID에 동일한 

인덱스 값을 추가한다. 

조인에 참여한 튜플이 매치되면서 추가된 인덱스 값과 

동일한 값이 조인 연산 결과 튜플의 PrevID에 기입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PrevID는 하나의 값을 가지는 

속성이며, PostID는 벡터(Vector)의 형태로 여러 인덱스 값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튜플이 여러 조인 연산 결과 

튜플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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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조인 수행 시의 인덱스 할당 

 

4.2.2. 라우팅을 위한 Dead Vector 

본 논문에서는 3장에서 언급하였듯이 Dead Vector를 

이용하여 라우팅을 위한 정보를 사전에 튜플 내에 기입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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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Dead Vector의 예 

[그림 6]은 서로 다른 윈도우 크기를 사용하는 3개의 질의가 

하나의 연산자로 공유되어 치리 되었을 때 Dead Vector의 사용 

예를 나타낸 것이다. 질의 Q1, Q2, Q3이 각각 w1, w2, w3의 

윈도우를 정의하였을 때, 공유된 조인 연산자는 가장 큰 

윈도우 크기인 w3만큼의 튜플들을 모두 조인 스테이트에 

저장한다. 처음에 입력된 튜플은 모든 윈도우 내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Dead Vector에 아무런 값도 기입되지 

않는다. 만약 다른 튜플이 입력되면 기존의 튜플은 w1(1개의 

튜플)을 벗어나게 되어 Dead Vector에는 Q1을 기입하는데, 

이것은 해당 튜플이 Q1에 만족하지 않는 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보이다. 만일 입력 스트림 L과 R이 조인된다면, 스테이트 

L과 스테이트 R에서 키 값이 120인 튜플들이 조인 연산 결과 

튜플을 생성하게 된다. 조인 연산 결과 튜플이 생성될 때에 

조인에 참여하는 튜플이 가지고 있는 두 Dead Vector를 합치게 

된다. 

 

4.2.3. Purging Tuple과 Dead Tu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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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윈도우 갱신에 의해 제거되는 튜플 

ID
1
,  ID

2
, ID

3
NIL*120

PostIDPrevIDAttrsKey

ID
1
,  ID

2
, ID

3
NIL*120

PostIDPrevIDAttrsKey

 
(b) Purging tuple 

[그림 7] Purging Tuple 생성의 예 

원시 스트림의 튜플에서 어떤 튜플이 제거되거나 튜플에 

새로운 Dead 값이 추가될 때마다 상위 조인 연산자의 연산 

결과 튜플에도 영향을 끼쳐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Purging Tuple과 Dead Tuple을 제안한다. 이들은 Negative Tu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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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변형한 형태로, Negative Tuple과는 인덱스 기반 탐색을 

수행한다는 점과 이들을 생성하기 위해 다시 조인 연산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인덱스 정보를 이용하여 윈도우 갱신 시 튜플이 제거되었을 

때 이와 연관된 튜플을 삭제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생성되는 튜플이 Purging Tuple이다. Purging Tuple은 인덱스 

정보와 특별한 플래그(Flag) 를 가지며 실제 조인 연산에는 

참여하지 않고 튜플을 삭제하는 데에만 사용된다. [그림 7b]는 

[그림 7a]의 튜플이 제거되면서 생성되는 Purging Tuple로, 이 

튜플이 Purging Tuple임을 알려주는 플래그가 Attrs속성에 

기입되어 있으며, 제거되는 튜플과 동일한 PostID 값을 가진다. 

이렇게 생성된 Purging Tuple은 상위 조인 연산자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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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새로운 Dead Vector 값이 추가된 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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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ead Tuple 

[그림 8] Dead Tuple 생성의 예 

 어떠한 원시 스트림 튜플의 Dead Vector에 새로운 값이 

추가되면, 이 튜플이 생성한 조인 연산 결과 튜플의 Dead 

Vector에도 동일한 값을 추가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Dead 

Vector에 값을 추가할 수 있는 정보를 운반하는 튜플로 Dead 

Tuple을 제안한다. Dead Tuple이 상위 조인 연산자에 전달되면 

Dead Tuple의 PostID값을 얻고, 인덱스 해시 테이블을 이용하여 

조인 스테이트의 같은 PrevID를 가진 튜플들을 탐색하며, 

매치되는 튜플에 Dead Tuple이 가진 Dead Vector를 결합시킨다. 

[그림 8]은 이러한 Dead Tuple의 예를 보여준다. Dead Tuple은 

Purging Tuple과 다른 플래그를 가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중 Asterrisk(**)로 표시한다. 

 

4.2.4. 인덱스 해시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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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조인 연산자의 자료구조 

Purging Tuple과 Dead Tuple이 해당 튜플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Dead Vector 값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인덱스 기반 

탐색을 수행한다. 즉, 어떤 튜플의 PrevID값이 Purging Tuple 및 

Dead Tuple이 가지고 있던 PostID에 포함된다면 그 튜플은 

제거되거나 새로운 Dead Vector값이 추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덱스 기반의 탐색을 보다 빠르게 수행하도록 인덱스 해시 

테이블(Index Hash Table)을 조인 연산자 내에 구성한다. 인덱스 

해시 테이블은 해당 조인 연산자내의 튜플들이 가지고 있는 

PrevID를 기반으로 구성된다. 

[그림 9]에서 <I-Node>는 인덱스 해시 테이블의 

헤더(Header)정보로 각 PrevID의 값이 가장 처음으로 발생되는 

튜플과 마지막에 나타나는 튜플에 대한 포인터(Pointer)를 

유지한다. 각 튜플이 저장되는 자료구조는 <T-Node>로 

표현되는데, 이들은 같은 PrevID를 가지는 다음 튜플에 대한 

포인터를 유지함으로써 인덱스 해시 테이블의 계속적인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 

 

5. 성능평가 

5.1. 실험 환경 설정 

본 실험에서는 20개의 스트림을 가정하였으며 각 스트림의 

입력 속도를 초당 300개 튜플로 정의하였다. 모든 튜플에서 

키 속성 값은 0부터 1000까지의 정수 값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 키 속성 값은 모든 튜플에 걸쳐 같은 빈도수로 발생하도록 

하였는데, 발생 순서는 무작위(Random)로 하여 슬라이딩 

윈도우 내에 있는 키 속성 값들이 매번 바뀌므로 조인 

연산자의 선택비율도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각 질의는 최대 

20개의 서로 다른 입력 스트림을 사용할 수 있다. 실험의 

정교함을 위해 여러 질의에 걸쳐 나타나는 입력 스트림들의 

비대칭도(skewness)를 지프 분포(Zipf distribution) [19]를 

이용하여 반영하였다. 본 실험에서 이를 SO라 명명한다. 또한, 

각 질의에서 각각의 입력 스트림에 대해 500개의 튜플, 

1000개의 튜플, 1500개의 튜플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윈도우로 사용하였으며, 각 윈도우는 균등 분포로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유 조건 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5.2. 실험1: 전역 공유 질의 실행 계획 수립 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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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질의 수 변화에 따른 수립 시간 비교 (SO=0.5) 

[그림 10]은 각 질의에서 나타나는 입력 스트림의 비대칭도가 

0.5일 때,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MJoin과 제안하는 기법의 

최적화 시간 및 연산자 할당 시간을 보여준다. [알고리즘 1]을 

통해 연산자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본래의 연산자 할당 

시간보다 약간 적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질의 수가 증가할수록 별도의 최적화를 위한 연산이 증가하여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실제 데이터 스트림 관리 시스템 

엔진으로 내장된다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5.3. 실험2: MJoin과 제안하는 기법의 Through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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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평균 처리량 비교 (Q=100) 

[그림 11]은 질의의 수를 100개로 고정하고 입력 비대칭도를 

변화시켰을 때의 평균 처리량을 보여준다. 입력 비대칭도가 

증가할수록 여러 질의들 가운데에 공통되는 부분도 증가하여 

더 많이 공유되어 제안하는 기법의 상대적인 평균 처리량도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질의의 수와 입력 스트림의 비대칭도가 

증가하면 각 질의들이 포함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증가하므로 

제안하는 기법에서 공유되는 연산자의 수도 증가하게 된다. 

일정 수준 이상 SO에 이르면 처리향상률의 큰 증가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일정 수준의 질의 수가 주어지면 이미 연산자가 

충분히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때문이다. 질의 수 

변화에 따른 처리량 변화는 공간의 제약으로 생략한다. 

 

5.3. 실험3: MJoin과 제안하는 기법의 튜플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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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질의 수에 따른 튜플량 비교 (SO=0.5) 

[그림 12]은 SO를 0.5로 고정시키고 질의의 수를 변화시켰을 

때 평균적인 튜플 사용량을 보여준다. 질의의 수가 

증가할수록 제안하는 기법이 사용하는 상대적인 튜플 

사용량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질의 수가 

증가하면 연산자가 더 많이 공유되기 때문이다. 

 

6. 결론 및 추후연구 

본 논문은 기존의 데이터 스트림 연구 분야에서 제안된 

효율적인 조인 연산자를 이용하여 다중 질의로 그 영역을 

확장하였고 효율적인 처리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기법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스트림에서 전역 공유 질의 실행 계획의 수립 

기법 시간을 대폭 줄였다. 둘째, 공유 질의 실행 계획 하에서 

정확한 윈도우 갱신 기법을 제안하였다. 셋째, 공유 질의 실행 

계획 하에서 정확한 라우팅 기법을 제안하였다. 

유비쿼터스 환경과 같이 많은 사용자가 접근하는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보다 빠른 처리가 

요구되는데, 제안하는 기법이 이러한 환경에 보다 빠른 

처리를 가능케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의 Purging/Dead Tuple 기법을 하나의 튜플로 

통합하여 생성되는 튜플의 수를 줄이는 것과 동적인 환경에서 

전역 공유 질의 실행 계획을 매우 적은 비용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법을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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