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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위치 인식 기술과 휴대 장치의 발달로 인해 이동하는 객체를 기반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Location Based Service, LBS)의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에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동 객체의 응용은 빈번하게 변경되는 이동객체의 위치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색인구

조를 필요로 한다. 위치정보를 색인하기 위해 R-tree 기반의 색인들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R-tree는 변

경보다는 검색 연산에 초점이 맞추어진 색인구조이기 때문에 잦은 변경을 다루어야 하는 이동객체 환경

에 적합하지 못하다. 최근 이러한 객체의 빠른 위치 변경을 지원하는 그리드 기반의 색인 구조가 제안되

었다. 하지만 셀의 객체 점유율에 따라 검색 속도가 저하되는 단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

러한 단점은 객체들이 특정 영역에 몰리는 경우 또는 그리드의 해상도를 잘못 지정한 경우 더욱 부각된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상 셀 기반의 색인 구조를 제안한다. 데이터 페이지

에 객체의 점유율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개의 인접한 셀들의 데이터를 한 데이터 페이지에 함께 저장한

다. 공간 채움 곡선을 기반으로 순서화된 셀들로 셀의 인접성을 결정한다. 또한 공간 채움 곡선의 차수

를 동적으로 지정하여 객체가 집중된 셀에 대해서는 셀의 단위 크기를 작게 지정한다. 뿐만 아니라 셀을 

표현하기 위한 식별자를 위해 비트를 이용한 표현식을 제안하였다. 이로 인해 노드의 팬아웃을 증가시켰

고, 저장공간을 절약하였다. 실험을 통해서 제안하는 색인 기법의 우수성을 증명하였다.  

 

 

1. 서  론 

위치 인식 기술과 휴대 장치의 발달로 인해 이동하는 

객체를 기반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LBS)의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위치 기반 서비스는 특정 객체의 위치에 따르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인터넷을 통해 수화물의 현재 

위치를 제공하거나, 현재 사용자 위치로부터 가장 

근접한 주유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위치 기반 서비스의 수준은 미비하지만 현재 GPS 

모듈을 포함하는 휴대폰의 생산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동 객체를 대상으로 하는 응용은 이동 객체에 대한 

지속적인 대량의 변경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게다가 대량의 변경연산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다차원 

질의를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다차원 데이터 색인 기술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R-tree 계열의 색인구조는 저차원의 데이터를 

색인하기 위해 쓰고 주로 대용량의 정적인 데이터 

집합에 최적화되었으며 변경연산 처리에 있어서는 낮은 

처리 성능을 보인다[1].  

R-tree 기반 색인구조들의 변경연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제안되었다[2][3]. 이들 

색인 기법들은 변경 성능 향상을 위해서 각각 변경 

지연 기술과 상향식 변경기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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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변경 성능을 향상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다. 

특히, 대량의 변경 연산이 동시에 수행될 때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동시성 제어 알고리즘이 문제를 악화 

시킨다. 노드 분할과 MBR변경의 반영을 위해서 트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산이 빈번하게 되면 잠금 충돌이 

빈번해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제안된 

색인구조들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에 쉽게 통합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상용 DBMS에서 R-tree 계열의 이동 

객체 색인을 지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R-tree 계열의 

이동객체 색인구조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DBMS의 

커널을 상당부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공간 채움 곡선(Space Filling Curve)을 이용하여 

다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B+-tree를 

통해 색인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4][5][6]. B+-

tree를 이용하면 다름과 같은 장점을 얻을 수 있다. 

B+-tree는 기존의 상용 DBMS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질의 및 변경에 대한 효율성과 

안정성이 이미 증명되었다. 두 번째로 1차원 

색인구조를 이용하게 되므로 앞에서 언급한 기존의 R-

tree 계열의 색인구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에 제안된 공간 채움 곡선을 기반으로 하는 색인 

기법들에서는 고정된 차수의 공간 채움 곡선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색인 공간을 동일한 크기의 

셀들로 구성된 그리드 구조로 관리하고 각 셀을 공간 

채움 곡선을 기반으로 정렬하여 B+-tree로 셀들을 

색인한다. 실세계에서 객체들은 균등하게 분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동객체의 수 역시 변경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셀의 객체 점유율에 따라 검색 속도가 

저하되는 단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단점은 객체들이 특정 영역에 몰리는 경우 또는 

그리드의 해상도를 잘못 지정한 경우 더욱 부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상 셀 

기반의 B+-tree 색인 구조를 이용한 VCB-tree를 

제안한다. VCB-tree는 데이터 페이지에 고정된 크기의 

한 셀 영역에 포함되는 객체 정보를 기록하지 않고, 

여러 개의 인접한 셀들의 데이터를 한 데이터 페이지에 

함께 저장하여 객체의 점유율을 보장한다. 또한 공간 

채움 곡선의 하나인 z-ordering 기법을 기반으로 

순서화된 셀들을 기준으로 인접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 데이터 페이지 내의 데이터의 인접성을 보장한다. 

게다가 공간 채움 곡선의 차수를 고정하지 않고 

동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비트기반의 셀 식별자 표현 

기법으로 B+-tree에서 중간 노드의 팬아웃을 

증가시켰다. 제안하는 기법은 데이터 페이지에 객체 

데이터 점유율과 인접성을 보장하고 중간 노드의 

팬아웃을 증가 시킴으로서 질의 처리 성능을 향상 

시킨다. 또한 z-ordering 기법의 1차원 순서를 

기반으로 데이터 영역이 관리되기 때문에 분할, 병합 

연산이 간단하다. 마지막으로 비트기반 식별자 표현 

기법으로 색인의 저장 공간을 절약하여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2장에서는 관련연구를 

기술한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인 VCB-tree의 

특징과 질의 처리 기법을 기술하고 4장에서는 성능 

평가를 통해 그 우수성을 보여준다. 5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를 기술하고 본 논문의 기술을 마친다.  

 

2. 관련연구 

이동 객체와 같은 공간 데이터를 색인하기 위해 R-

tree와 그 변형의 색인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공간 

색인 기법으로 R*-tree[7], R+-tree[8] 이외에 R-tree 

계열의 많은 기법들이 공간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질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TPR-

tree[9]는 자주 이동하는 객체의 갱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다. 객체의 위치뿐만 아니라 갱신 시간과 

속도를 함께 저장하여, 객체가 현재 위치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객체의 위치를 추정하여 질의를 처리한다. 

그러나 사장 영역의 증가로 인해 질의 처리 성능 

저하를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드와 B+-tree기반의 공간 색인이 

최근 들어 제안되었다. Bx-tree[4]는 공간을 동일한 

크기의 셀로 구성된 그리드로 분할한다. 그리고 각 셀에 

식별자를 부여한 뒤, 그 식별자를 키(key)로 하는 B+-

tree를 통해 각 셀을 관리한다. 그리드 구조를 쓰기 

때문에 객체의 갱신 속도는 향상되었지만 사장 

영역으로 인한 질의 처리 속도의 저하는 여전히 

발생한다. 또한 전체 공간에 객체의 밀집도가 균등하지 

않을 경우, 질의 처리 속도 저하는 더욱 심해 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T2B-tree[6]가 제안되었다. 

이미지 처리 시 동일한 색을 찾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비슷한 밀집도를 가지는 영역을 구별하여, 그 중심점의 

보로노이 다이어그램(Voronoi Diagram)을 통해 영역을 

분할한다. 그리고 영역별로 동일한 해상도의 그리드가 

아닌 해당 영역의 객체 밀집도에 따른 적절한 그리드 

해상도를 계산하여 Bx-tree를 구축한다. 이 방식은 

객체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질의 처리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한다.  

이들 방법은 힐버트 곡선을 이용해서 2차원 이상의 

데이터를 1차원으로 변환하고 있다. 변환을 위해서는 

먼저 힐버트 곡선의 차수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차수를 너무 크게 주면 저장 공간이 많이 소요되고 

너무 작게 주면 같은 값을 갖는 객체들이 많아져서 

검색 성능이 저하된다. 따라서, 데이터 분포에 따라서 

차수가 변경될 수 있다면 색인구조의 성능이 향상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결정된 차수는 변경이 될 경우 

색인구조를 다시 구성해야 하므로 색인구조를 유지하는 

동안 변경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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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하는 VCB-tree(Virtual Cell based B+-tree) 

3.1 VCB-tree의 기본 개념 

기존의 기법들은 전체 색인 공간을 적절한 크기의 

그리드 형태로 분할하고 각 셀을 한 데이터 페이지에 

할당한다. 공간 채움 곡선을 이용하여 셀에 순서화된 

식별자를 부여하고 식별자를 기반으로 B+-tree를 

구성한다. 이러한 경우 데이터 페이지에 데이터 

점유율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셀에 데이터가 

적게 존재하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한개의 

데이터 페이지가 할당되어 저장 비용뿐만 아니라 질의 

처리 비용을 증가 시킨다. 또한 객체가 한 셀에 

집중되는 경우 고정된 크기의 셀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 페이지가 한 셀에 할당되어 질의 처리시 

불가피하게 여러 데이터 페이지를 탐색해야 하여 질의 

처리 비용을 증가 시킨다.  

VCB-tree는 전체 색인 공간을 그리드 구조로 

분할하고 공간 채움 곡선을 이용하여 셀에 순서화된 

식별자를 부여한다. 그리고 그 식별자를 기반으로 B+-

tree를 구성한다. 기존 기법과 차이점은 전체 색인 

공간을 가상의 그리드 셀로 분할하고 한 데이터 

페이지에 그 셀들의 식별자 범위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여러 셀을 할당한다. 만약 셀에 데이터 점유율이 높으면 

여러 개의 셀이 한 데이터 페이지에 할당되고, 만약 

셀에 데이터 점유율이 낮다면 한개 또는 몇개의 셀이 

한 데이터 페이지에 할당된다. 그림 1은 기존 기법과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림 1(a)는 색인 공간에서 데이터 

분포를 나타낸다. 색인 공간은 4x4 해상도로 분할되어 

있고 셀의 식별자는 공간 채움 곡선의 하나인 z-

ordering 기법을 이용하여 할당하였다. 그림 1(b)는 

기존의 색인 기법을 나타낸다. 각 셀은 한 데이터 

페이지에 할당되고, 셀의 식별자를 기준으로 B+-tree를 

구성한다. 한 데이터 페이지의 팬아웃을 10이라고 

가정한다. 한 셀의 객체 점유율에 관계 없이 한 데이터 

페이지를 할당하기 때문에 16개의 데이터 페이지가 

할당되고 또한 이 데이터 페이지를 가리키기 위한 

키(key)도 16개가 유지된다. 그림 1(c)는 제안하는 

기법인 VCB-tree를 나타낸다. VCB-tree는 셀에 데이터 

점유율에 따라 객체의 합이 팬아웃 10을 넘기지 않는 

셀 범위를 한 데이터 페이지에 할당한다.  셀 0~4 까지 

10개의 객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한 데이터 페이지에 셀 

0~4을 할당하고 그 데이터 페이지의 키를 0으로 

지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셀 5~10을 한 데이터 

페이지에 할당하고 그 키를 5로 지정한다. 셀 11~15를 

한 데이터 페이지에 할당하고 그 키를 11로 지정한다. 

그러면 키가 각각 0, 5, 11인 데이터 페이지 3개가 

생성되고 그 키를 이용하여 B+-tree를 구성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존 기법의 경우 16개의 데이터 페이이지를 

이용하지만 제안하는 VCB-tree의 경우 단지 3개의 

데이터 페이지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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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존의 색인 기법과 VCB-tree의 차이점 

 

3.2 비트 식별자 표현 

VCB-tree는 데이터 페이지에 할당된 키의 크기를 

줄여서 중간 노드의 데이터 팬아웃을 늘리기 위해 가상 

셀 기반의 비트 식별자 표현 방식을 제안한다. 만약 

전체 색인 공간이 2x2의 해상도로 표현할 경우 2개의 

비트로 각 셀을 식별할 수 있다. 4x4 해상도로 표현할 

경우 4개의 비트로 각 셀을 식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별자를 할당하기 위해 4바이트 정수를 

사용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32비트 길이의 식별자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가상으로 분할된 그리드의 

해상도에 따라 사용되는 비트 식별자의 길이가 

결정된다. 그림 2는 비트 식별자의 생성 패턴을 

나타낸다. 비트 식별자는 부모 셀의 비트 Pbit와 부모 

셀에서 분할된 4개의 셀을 표현하기 위한 지역 셀의 

비트 Lbit 로 구분된다. 한 셀의 식별자 Cbit는 Pbit 뒤로 

Lbit를 추가하여 결정된다. 그림 2(a)는 Lbit를 할당하는 

방법이다. 그림 2(b)는 한 셀의 전체 비트 식별자를 

결정하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색인 공간을 2x2로 

분할한 것을 level 0로 한다. 이때 나타나는 4개의 셀은 

Lbit를 할당받지만 최상위 노드이기 때문에 Pbit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Lbit가 곧 Cbit가 된다. 

level0에서 어둡게 표현된 셀(Cbit=10)을 분할하여 

level1의 셀로 표현한다면 그 셀들의 식별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Lbit를 할당한다. 그리고 그 셀들의 Pbit는 

10이기 때문에 level1의 셀 식별자는 ‘10’+Lbit로 

결정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객체의 점유율에 따라 

level의 깊이를 동적으로 지정한다. 

비트 식별자 표현 기법을 이용해 각 셀의 식별자를 

결정하고 이는 곧 데이터 페이지를 구분하는 키로 

사용된다. 데이터 페이지의 키로 B+-tree가 구성된다. 

비트 식별자의 길이가 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노드의 새로운 자료구조가 필요하다. 노드에서 

데이터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는 <Lbit, 

Key, Add>이다. key는 비트 식별자로 표현된 하위 

노드의 키, Add는 하위 노드의 정보가 저장된 디스크 

페이지 주소 그리고 Lbit는 키의 비트 식별자 level을 

나타낸다. Lbit는 곧 비트 식별자의 길이를 나타낸다. 

그림 3은 노드에 저장된 자료의 예를 나타낸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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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는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고 그림 3(b)는 level 값에 

따른 비트 길이를 나타낸다.  

 

 

(a) z-ordering 기법을 이용한 비트 할당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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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트 식별자 결정 

그림 2. 비트 식별자 생성 패턴 

 

Lbit Cbit Add

0001 0110 …

0010 011101 …

0011 01100110 …

 

Lbit Length of Cbit

0000

0001

0010

0011

…

2

4

6

8

…

(a) 데이터 구조 (b) level 값에 따른 비트 길이

그림 3.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 표현 

 

3.3 노드 분할  

객체가 삽입되어 한 노드에 오버플로우(overflow)가 

발생하면 노드 분할을 수행한다. VCB-tree는 z-

ordering 기법의 1차원 순서를 기반으로 데이터 영역이 

관리되기 때문에 분할이 간단하다.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노드의 셀 범위를 포함하는 객체의 개수가 동일하도록 

두개의 셀 범위로 분할한다. 분할이 수행되면 분할된 

노드의 기존의 키를 그대로 유지하는 노드와 분할된 

노드의 셀 영역 중 특정 위치의 셀의 식별자를 키로 

갖는 노드로 구성된다. 그리고 새로운 키를 갖는 노드를 

B+-tree에 삽입한다.  

그림 4는 데이터 삽입으로 인한 노드 분할의 예를 

보여준다. 데이터 페이지의 팬아웃이 10이라고 가정 

한다. 시간 t0에 객체 o1~29가 존재하고 데이터 분포는 

그림 4(a)에서 나타낸다. 시간 t0에서 VCB-tree의 

구조는 그림 4(b)에서 나타낸다. 시간 t1에 객체 

o30~38이 삽입 된 경우 키가 ‘10’인 노드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비트 식별자가 ‘10’인 셀을 

분할하여 객체를 균등하게 분할하는 두개의 셀 식별자 

영역 ‘10’~’1000’과 ‘1001’~’1010’을 생성한다. 그리고 

‘1010’를 키로 하는 데이터 페이지를 추가하고 B+-

tree에 삽입한다. 그림 4(c)는 시간 t1에 노드 분할 

후의 VCB-tree의 구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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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데이터 삽입으로 인한 노드 분할 

 

3.4 노드 병합 

객체가 삭제되어 한 노드에 언더플로우(underflow)가 

발생하면 이웃 노드와 비교하여 노드 병합 및 영역 

재조정을 수행한다. 식별자 순서상의 앞 노드와 뒷 노드 

객체 개수를 총합하여 두 노드로 병합이 가능하면 

병합을 수행한다. 언더플로우가 발생한 노드는 삭제하고 

그 노드가 포함하는 객체 데이터와 셀 영역은 양쪽의 

이웃 노드 또는 한쪽의 이웃 노드에게 양도한 후 

삭제된다.  

그림 5는 데이터 삭제로 인한 노드 병합의 예를 

보여준다. 데이터 페이지의 팬아웃이 10이라고 가정 

한다. 시간 t0에 객체 o1~38이 존재하고 데이터 분포는 

그림 5(a)에서 나타낸다. 시간 t0에서 VCB-tree의 

구조는 그림 5(b)에서 나타낸다. 시간 t1에 어두운 

색으로 표시된 객체가 삭제 된 경우 키가 ‘1001’인 

노드에서 언더플로우가 발생한다. 키가 ‘1001’인 노드의 

이웃 중 키가 ‘11’인 노드에 포함된 객체의 수가 한 

노드의 팬아웃 보다 적어서 병합을 수행한다. 두 노드의 

데이터를 한 데이터 페이지로 이동하고 그 데이터 

페이지의 키는 ‘1001’로 지정한다. 그림 5(c)는 시간 

t1에 노드 병합 후의 VCB-tree의 구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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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데이터 삭제로 인한 노드 병합 

 

3.5 질의 처리 기법 

VCB-tree에서 영역질의 처리는 B+-tree의 특성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수행이 된다. 질의의 형태는 

사각형으로 가정한다. 질의가 내려지면 질의 영역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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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꼭지점 좌표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가상 셀의 

비트 식별자를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 

식별자를 키로 하여 VCB-tree를 순회하여 그 탐색 

키를 포함하는 영역을 가진 노드를 탐색한다. 해당 

노드에서 질의 영역과 겹치는 모든 객체를 알아낸다. 

계속해서 아직 검색되어 지지 않은 인접한 영역의 가상 

식별자를 계산하고 그 식별자를 포함하는 영역의 

노드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질의를 처리한다. 이 과정을 

질의영역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을 데이터 페이지를 

순회할 때까지 반복한다.  

 

4. 성능 평가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근 발표된 B-tree 기반의 

이동객체 색인 기법인 ST2B-tree, 그리고 R-tree 

기반의 색인 구조인 TPR-tree와 제안하는 VCB-tree를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비교한다. 구현하는 색인구조의 

페이지 크기는 모두 1Kbyte로 고정하였다. 데이터 

공간은 2차원이며 각 차원의 영역은 1~1000으로 

하였다.  

제안하는 색인구조와 TPR-tree, ST2B-tree의 

저장공간을 비교한 하였다. 저장공간의 크기는 전체 

객체의 개수를 변경시켜 가면서 측정하였다. VCB-

tree의 저장 비용이 다른 색인 구조에 비해 현저히 적다. 

이것은 노드의 객체의 점유율을 고려하고 동적인 분할 

기준으로 노드를 분할하고 병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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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데이터 크기에 따른 저장 비용 

 

객체의 이동에 따른 색인 갱신 비용을 비교하였다. 

실험에서는 객체의 개수를 50,000개에서 

1,000,000개로 증가시키면서 페이지 접근 횟수를 

측정하였다. 총 5,000개의 변경연산을 수행하였고 

제시된 결과는 평균 페이지 접근 횟수이다. 제안하는 

색인 기법은 ST2B-tree와 VCB-tree의 경우 TPR-

tree보다 현저한 성능 향상을 보였고 VCB-tree의 경우 

ST2B-tree보다 30% 나은 성능을 보였다. VCB-tree의 

경우 노드에 대한 객체 점유율을 보장하고 또한 비트 

식별자를 이용하여 노드 팬아웃을 증가시키는 데서 

B+-tree의 레벨차이가 나고 또한 객체가 다른 노드로 

이동하는 연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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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데이터 크기에 따른 갱신 비용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가상 셀을 이용한 B+-tree 기반의 

새로운 이동객체 색인 기법인 VCB-tree를 제안하였다. 

VCB-tree는 데이터 페이지에 고정된 크기의 한 셀 

영역에 포함되는 객체 정보를 기록하지 않고, 여러 개의 

인접한 셀들의 데이터를 한 데이터 페이지에 함께 

저장하여 객체의 점유율을 보장한다. 또한 공간 채움 

곡선의 하나인 z-ordering 기법을 기반으로 순서화된 

셀들을 기준으로 인접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 데이터 

페이지 내의 데이터의 인접성을 보장한다. 게다가 공간 

채움 곡선의 차수를 고정하지 않고 동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비트기반의 셀 식별자 표현 기법으로 B+-tree에서 

중간 노드의 팬아웃을 증가시켰다. 실험을 통해서 

VCB-tree의 우수성을 증명하였다. 실험 결과 다른 

색인들 보다 변경 연산이나 질의 성능 모두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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