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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op-k 질의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면서 높은 수를 가진 상  k개의 코드를 요청하는 질의이

다. 개체의 수를 계산하는 랭킹함수가 단조함수가 아닐 경우 발생하는 기술  어려움을 해결하기 

한 여러 연구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각 차원이 선호 차원과 배척 차원으로 나뉘는 비단조 

랭킹함수를 효율 으로 처리하는 기존의 top-k 질의 처리 기법들을 소개하고 비교한다.

1. 서론

 Top-k 질의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면서 가장 높은(혹

은 낮은) 수를 갖는 상  k개의 코드를 요청하는 질

의이다. Top-k 질의는 business intelligence, 

e-commerce, drug discovery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1]. 를 들어, 주식 투자에 합한 회사

를 k개 골라서 추천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용자는 

규모, 매출, 망을 고려해서 top-k 질의를 요청할 수 있

다.  다른 로는 사용자로부터 거리가 가깝되 평 이 

높은 음식 을 k개 추천하는 것이 있다.

 랭킹함수란 인자로 받은 개체의 수를 계산하는 함수이

다 [1]. 데이터베이스가 질의에 빠르게 답하기 해서는 

색인 생성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랭킹함수는 질

의와 함께 주어지고, 랭킹함수와 질의에 따라 합한 색

인이 다르기 때문에 색인을 생성하는 작업이 어렵다. 

 문제를 간단히 하기 해서, 랭킹함수가 가진 속성을 활

용해서 top-k 질의를 처리하는 알고리즘들이 제기되었다. 

랭킹함수가 실수(real number)를 정의역으로 가질 때, 임

의의 두 실수 에 해 ≤  이면 ≤  을 항

상 만족할 때, 랭킹함수 는 단조증가함수이다. 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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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만족할 경우, 는 단조감소함수이다. 만약 

가 단조증가 혹은 단조감소 함수일 경우 를 단조함수

라 한다. 만약 가 실수 튜 을 정의역으로 가질 때, 모든 

차원에서 단조성을 띈다면   한 단조함수로 정의한다. 

랭킹함수가 단조함수일 때 top-k 질의를 효과 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다 [2, 3, 4]. 하

지만 기존의 방법들은 랭킹함수가 단조함수가 아닐 경우 

사용이 어려우며, 이것을 해결하기 한 여러 연구가 있었

다 [1, 5, 6].  

 이번 논문에서는 각 차원이 선호 차원과 배척 차원으로 

나 어 졌을 때, top-k 질의를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

는 기존의 기법들을 조사하 다. 여기서 선호 차원이란 

코드와 질의를 고차원의 으로 나타낼 때, 서로 비슷

한 값을 가질수록 좋은 차원을 의미한다. 반 로 배척 차

원은 코드와 질의가 서로 먼 값을 가질수록 좋은 차원

을 의미한다. 를 들어, 코드  질의를 2차원상의  

(x, y)로 표 할 때, 는 선호 차원이고 는 배척 차원일 

경우, top-k 질의는 값은 질의 과 최 한 가깝고 값

은 최 한 먼 코드들을 순서 로 반환하게 된다. 이때, 

각 차원에서 질의 과의 거리 계산이 필요하고, 두 과

의 거리를 계산하는 함수는 거리라는 개념의 특징상 부

분 비단조함수로 정의된다. 따라서 기존의 단조 랭킹함수

만 지원하는 기법들은 사용할 수 없으며 비단조 랭킹함수

들을 지원하는 top-k 질의 처리 기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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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다섯 개의 코드의 등치선(lp/rlp만 표기)들과 

두 질의 q1, q2

 

(그림 1) (a) 질의 q가 주어졌을 때 , ,   의 등치선

(b) 코드 가 가질 수 있는 등치선의 네 가지 형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서는 특정한 형태

의 비단조 랭킹함수만을 지원하는 top-k 질의 처리 기법 

SD-색인[1]을 소개한다. 3, 4 에서는 일반 인 비단조 

랭킹함수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top-k 질의 처리 기법인 

BRS[5]와 진  탐험 기법[6]을 소개한다. 5 에서는 

각 기법의 선호 차원과 배척 차원을 고려한 top-k 질의 

처리 성능을 비교한다.

2. SD-색인 (SD-Index)

 SD-색인[1]은 선호 차원과 배척 차원을 고려한 비단조 

랭킹함수  특정한 형식의 함수만을 지원하는 메인 메모

리 기반의 top-k 질의 처리 기법이다. SD-색인은 [선호 

차원에 한 맨해튼거리 – 배척 차원에 한 맨해튼거리] 

형태의 함수를 SD-Score로 정의하여 랭킹함수로 사용한

다. 를 들어, 코드  질의를 2차원상의  (, )로 

표 할 때, x는 선호 차원이고 y는 배척 차원일 경우, 

SD-색인은 아래와 같은 형태의 랭킹함수를 처리할 수 있

다. 여기서 p와 q는 각각 코드와 질의 이고, a와 b는 

각각 x와 y차원에 한 가 치이다.

          　　　

1) 2차원에서 top-k 질의 처리

 2차원에서 정의된 코드  질의에 한 질의를 빠르게 

풀기 해, SD-색인 방법은 등치선(isoline)을 정의한다. 

어떤 코드 , 질의 가 주어졌을 때, 랭킹함수 

      ’를 만족하는  '를 2

차원 평면에 그렸다고 가정하자. 이때, 2차원 평면에는 두 

종류의 직선이 그려지게 되는데, 한 종류는 기울기가 

인 직선이고, 다른 한 종류는 기울기가 –인 직선이다. 

이 두 기울기는 질의 에 향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 

를 미리 알고 있을 때, 각 코드 에 해 기울기 

와 -를 가진 두 직선을 미리 그려둘 수 있다. 이것을 

코드 의 등치선이라고 한다.

 등치선은 축에 평행하고 질의 를 지나는 직선 과 교

　　　 함수값이 작은 코드를 더 선호한다고 하자.

차할 수 있으며, 코드 의 수는 등치선과의 교차 의 

y 좌표를 질의 의 y 좌표에서 뺀 것과 정확히 같다. 

를 들어, 그림 1. (a)에서   는 직선 과 

의 오른쪽 아래 등치선의 교 의 y 좌표를 q의 y 좌표로

부터 뺀 것과 같다. 따라서, top-k 질의를 처리하는 것은 

직선 L과 등치선들 사이의 교 들을 빠르게 구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림 2는 질의가 주어졌을 때 등치선과 직선 간의 교

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질의 의 경우, 수가 가장 좋

은 코드는 순서 로 , , ,  그리고   순이다. 

질의 q2의 경우, 수가 가장 좋은 코드는 , , ( = 

),  순이다.

 등치선에 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b)에 나타난 바와 같이, 등치선의 종류는 총 네 가지가 

있다. (left/right, upper/lower) 이 때 등치선이 축과 이

루는 각도는 모두  

 로 같다. 즉, 어떤 질의 가 

주어지든, 등치선은 모두 같은 모양을 가지게 된다. 따라

서 등치선을 미리 계산하기가 매우 수월하다.

 등치선과 직선 의 교 을 구하는 것은 코드 가 질

의 를 기 으로 어디에 있는지와 련이 있다. 를 들

어, 가 의 왼쪽에 있을 때 (그림 1. (a)의 ), 등치선 

/만 과 교차하고, /는 교차하지 않는다. 

 등치선의 각도 ()가 고정되었을 때, SD-색인 방법은 

직선 과 등치선들 사이의 교 을 빠르게 구하기 해 

트리구조의 색인을 제안한다. 이 색인의 핵심은, 어떤 질

의 가 주어졌을 때, 의 왼쪽에 있는 등치선들과 의 오

른쪽에 있는 등치선  가장 수가 좋은 것들을 빠르게 

가져오는 것이다. 총 4종류의 등치선이 있으므로, 최종

으로는 4개의 등치선을 서로 비교하게 된다. 

 색인의 단말 (leaf) 노드는 실제 코드를 나타내며, x축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 색인의 비단말(non-leaf) 노드

는 자식 노드들의 등치선과  ±∞의 교 을 구하여 가

장 수가 좋은 것을 장한다. 총 4개의 등치선이 있으므

로, 비단말 노드는 총 4 개의 교 을 장하게 된다. 

201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1호(2017. 4)

- 805 -



(그림 3) 코드 t1~t12 로부터 만든 R-트리

 만약 어떤 질의 가 주어졌을 때 top-k 질의를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 색인 트리의 루트 노드에서 단

말 노드까지 가는 경로를 찾는다. 이것을 분리 경로 

(separating path)라고 한다. 그리고 이 분리 경로로부터 

왼쪽에 있는 색인 노드들로부터, 등치선 /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분리 경로로부터 오른쪽

에 있는 색인 노드들로부터 등치선 /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비교하면 가장 좋은 코드를 

하나 얻을 수 있다. k번째로 좋은 코드를 얻는 과정은 

 알고리즘을 조  변형하면 된다. 

2) 2차원에서 top-k 질의 처리 (일반화)

  경우는 랭킹함수가 고정되어서 ,   값이 더 이상 바

지 않을 때 동작한다는 한계 이 있다. 일반 으로 랭킹

함수는 질의와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지 과 같이    

  값을 미리 알기는 힘들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SD-색인은 여러 등치선의 기울기 () 에 해 미리 색

인을 생성한 뒤, 새로운 랭킹함수가 오면 가장 가까운 기

울기에 해 만들어진 두 색인을 활용해서 결과를 빠르게 

얻는 기법을 제안한다. 를 들어, 새로운 랭킹함수의  

= 0.5이고, 이 에  = 0.3, 0.6, 0.9 에 해 이미 색인

이 만들어 져 있다고 할 때, SD-색인 기법은  = 0.3, 

0.6인 두 색인을 잘 활용해서  = 0.5일 때의 top-k 결

과를 만들어 낸다.

3) 고차원 데이터에서 top-k 질의 처리

 SD-색인 방법은 3차원 이상의 top-k 질의 처리를 해 

2차원에서의 top-k 질의 처리 기법을 활용한다. 이 방법은 

2차원 질의의 합으로 표 될 수 있는 특정한 꼴의 랭킹함

수에 해서 top-k 질의 결과를 올바르게 계산한다.

 N차원 공간을 이루는 차원 , 선호 차원들의 모음을 , 

배척 차원의 모음을   라고 하자. 정의에 따라, 

     을 만족한다. 그 다음, S의 각 원소를 D의 

각 원소와 짝지어서, 1 1 응을 만든다. 각 짝지어진 차

원들에 해선 모두 에서 명시한 2차원 top-k 질의 문

제로 해결될 수 있다. 짝지어지지 못한 차원의 경우, 

naive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빠르게 top-k 결과를 얻어올 

수 있다. 각각의 작은 문제들에 해 top-k 결과가 얻어지

면, 이들을 임계값 기법(threshold algorithm)과 유사한 방

법을 사용해서 최종 결과를 얻는다. 

3. BRS 기법

 BRS(Branch-and-bound Ranked Search)[5]는 비단조 

랭킹함수를 지원하는 디스크 기반의 top-k 질의 처리 기

법으로 모든 차원이 색인되는 하나의 R-트리를 사용한다. 

Top-k 질의를 처리하기 해, BRS 알고리즘은 첫 번째

로 R-트리의 각 노드에 해 수를 매기는 방법을 제시

한다. R-트리의 단말 노드(leaf node)의 수는 그 단말 

노드가 가진 데이터의 수이다. 비단말 노드(non-leaf 

node)의 수는 그 노드에 포함될 수 있는 노드들의 수 

 가장 좋은 값(최댓값 혹은 최솟값)을 부여한다.

 그림 3은 12개의 단말 노드   ~ , 그리고 6개의 비단

말 노드  ~ 로 이루어진 R-트리를 나타낸다. 편의상 

루트 노드는 생략했다. 이 때, 비단말 노드 의 수는 

(0.2, 0.7) ~ (0.5, 0.9)를 덮는 사각형 내에서 가능한 들

의 수  가장 좋은 값이다.

 두 번째로, 힙 자료구조를 사용해서 수가 좋은 단말 

노드 k개를 찾는다. 힙 자료구조에는 가장 처음엔 R-트리

의 루트 노드만 들어가 있다. 그다음부터, 힙으로부터 가

장 수가 좋은 R-트리 노드를 뽑고, 그 노드의 자식 노

드를 다시 힙에 넣는 것을 반복한다. k개의 단말 노드가 

나올 때까지 이것을 반복한다. 임의의 R-트리 노드의 

수는 자식 노드들의 수보다 항상 더 좋거나 같게 평가

되므로, 간에 더 최 일 수 있었던 비단말 노드를 빠뜨

리는 일이 없으므로 이 알고리즘은 옳다. 

 랭킹함수가 단조함수일 때 비단말 노드의 수는 쉽게 

계산될 수 있다. 2차원 사각형의 경우 항상 네 꼭지   

하나가 가장 좋은 수가 된다. 랭킹함수가 비단조함수일 

때는, 랭킹함수의 기울기를 구해서 최댓값 는 최솟값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만약 모든  에 해서  

를 계산할 수 있다면, ∇   인 지 를 찾음으로써 

범  내에서 최댓값 는 최솟값을 찾을 수 있다. 

4. 진  탐험 (Progressive Exploration) 

 진  탐험[6]은 BRS와 같이 색인을 사용한 디스크 기

반의 top-k 질의 처리 기법으로 비단조 랭킹함수를 처리

할 수 있다. 진  탐험은 모든 차원을 하나의 R-트리에 

색인하는 BRS와 달리 각 차원별로 혹은 여러 차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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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별로 분리된 색인을 유지하여 차원이 큰 데이터에 해 

효율 으로 top-k 질의를 처리할 수 있다. 진  탐험은 

다수의 색인 노드들로 구성되는 결합 상태(joint state)들

의 역에 해 진  검색을 수행하는 색인-병합 

임워크를 활용한다. 를 들어, 2개의 색인 과 가 있

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의 어떤 색인 노드 와 의 

어떤 색인 노드 의 결합 상태인 (, )를 구하기 해 

와 의 자식 노드들의 카티션(Cartesian) 곱을 자식 상

태들에게 수행한다. 진  탐험은 이러한 결합 상태들이 

가질 수 있는 수  가장 좋은 값을 계산함으로써, 결합 

상태들의 탐색 순서를 선택하고, 해답이 아닐 것으로 확실

시되는 결합 상태들을 미리 제외한다.

 그러나 진  탐험의 이러한 처리 방법은 비단조 랭킹

함수를 처리하는데 있어 심각한 성능 하를 래할 수 

있다. 진  탐험은 결합 상태들의 역에 한 진  

검색을 수행하기 해 하향식으로 검색을 수행한다. 결합 

상태들의 역을 루트부터 단말까지 순회(즉, 확장)하기 

해서, 진  탐험은 임계값 확장(threshold 

expansion)이라 불리는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알고리즘은 다음에 확장할 결합 상태를 구하기 해 카티

션 곱의 개수만큼 자식 상태의 개수를 반복 으로 생성해

야 하는 심각한 문제 을 가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진  탐험 기법에서는 두 가

지 해답을 합친 방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확장을 게으

르게(lazily) 진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코드를 포함하

지 않는 상태를 미리 검색 역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5. 성능 비교

 본 에서는 2, 3, 4 에서 소개한 SD-색인, BRS, 

진  탐험 방법의 성능을 비교하기 해 SD-색인 논문

[1] 에서 실험한 결과를 소개한다.  실험 환경은 3.2GHz, 

4GB 메모리이고 Debian Linux 4.0이다. BRS 기법, 진

 탐험 기법, SD-색인 기법을 각각 자바로 구 하 다. 

데이터셋은 균일(uniform0 / 상호 계(correlated) / 상

호 역 계(anti-correlated) 분포를 따르는 1000만 개의 

합성 데이터를 사용하 다. 랭킹함수는 SD-색인에서 처리 

가능한 SD-Score 함수를 사용하 으며, 가 치는 균일 

분포를 이용해 0과 1사이의 값을 생성하여 사용하 다. 

질의는 균일 분포를 이용하여 100개의 질의 을 임의로 

생성하 다. 상  1개  5개의 결과를 얻는 실험을 했으

며 (top-1  top-5) 각 데이터의 차원 한 2, 4, 6, 8

개로 변화시키며 실험하 다. 실험 결과, SD-색인 기법이 

BRS 기법  진  탐험 기법에 비해 여러 데이터셋에

서 수십 ~ 수백 배 더 빠르게 질의를 처리하 다. BRS는 

부분의 경우 진  탐험보다 더 빨랐으며 최  1.8배 

정도 차이가 났다. 일부 작은 데이터셋에서는 진  탐

험이 BRS보다 더 빠른 경우도 있었으나 데이터셋의 크기

가 증가할수록 BRS보다 느려졌다. 자세한 실험 결과는 

SD-색인 논문[1]에 수록되어 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각 차원이 선호 차원과 배척 차원으로 나

뉘는 비단조 랭킹함수들을 처리할 수 있는 top-k 질의 처

리 기법 세 가지를 소개하 다. SD-색인은 SD-Score라

는 특정 랭킹함수만을 지원하는 기법으로 랭킹함수의 특

징을 활용하여 top-k 질의를 효율 으로 처리한다. BRS 

기법은 R-트리에서 각 비단말 노드에 수를 매기고, 힙 

자료구조를 이용해 가장 좋은 k개의 단말 노드를 찾을 때

까지 비단말 노드들을 확장하여 top-k 질의를 계산한다. 

진  탐험 방법은 여러 차원의 집합별로 분리된 색인의 

색인 노드들로 구성되는 결합 상태들의 역에 해 진

 검색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임계값 확장이라는 알고리

즘을 이용해 루트부터 단말까지 결합상태들의 역을 순

회하는 기법이다. 세 방법의 성능을 비교한 실험에서는 

SD-색인이 다른 두 방법에 비해 수십 ~ 수백 배 빨랐다. 

그러나 SD-색인은 다른 두 디스크 기반 기법과 달리 메

인 메모리 기반의 기법임을 고려해야 하며, 특정한 형식

의 랭킹함수만을 처리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비단조함수에서 top-k 질의의 성능을 발 시키기 해서

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다. 첫째로, SD-색인과 같은 기

법을 제한 인 꼴이 아닌 조  더 다양한 종류의 함수에 

해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등치선을 직선이 아닌 곡

선으로 확장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로, BRS 

기법을 사용할 때 비단말 노드의 수를 조  더 효과

으로 매길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질의의 종류에 따라 

세 기법  효율 이라 단되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체

인 성능 향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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