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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Level Subsequence Matching Method based on a Virtual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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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ime-series data is the collection of real numbers over the time intervals. One of the main tasks in time-series data is efficiently to 

find subsequences similar to a given query sequence.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subsequence matching method, which is called 

Instance-Match (I-Match). I-Match constructs a virtual window in order to reduce false alarms. Through the experiment with real data 

set and query sets, we show that I-Match improves query processing time by up to 2.95 times and significantly reduces the number of 

candidates comparing to Dual 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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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실수 값을 장한 것이다. 시계열 데이터에서 사용자 질의 시 스가 주어졌을 때, 유사한 서 시

스를 가지는 데이터 시 스를 검색하는 서 시 스 매칭은 매우 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스턴스 벨의 새로운 서 시 스 매칭 방

법인 I-Match (Instance-Match)를 제안한다. I-Match는 인스턴스 벨에서 가상 도우를 생성하여 질의 시 스와 데이터 시 스를 비교하여 

착오 해답을 이는 방법으로 기존 방법인 Dual Match에 비해 후보의 개수를 임으로써 성능을 향상시켰다. 실험을 통해 I-Match의 질의 처

리 시간이 Dual Match와 비교하여 최  2.95배 빠르며, 후보의 개수를 임을 보인다.

키워드 : 서 시 스 매칭, 시계열 데이터, 인스턴스 벨 질의 처리

1. 서  론1)

시계열 데이터(time-series data)는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데이터의 값을 장한 것이다. 를 들어, 주식 데이터, 음악 

데이터 등과 같이 정보통신산업, 유비쿼터스 환경, 모바일 

컴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간에 따라 값이 변화하는 특

성을 가지는 데이터들이 시계열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데이터 시 스라고 부르며, 사용자의 질의

는 질의 시 스라고 부른다. 사용자 질의 시 스가 주어졌

을 때, 유사한 시 스를 찾는 방법을 시 스 매칭이라고 하

는데, 시 스 매칭은 질의 시 스가 데이터 시 스와 길이

가 같은 체 매칭과 서로 길이가 다른 서 시 스 매칭으

로 나  수 있다 [1]. 체 매칭에서는 질의 시 스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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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정의한 허용치 t가 주어졌을 때 유사한 데이터 시 스

를 모두 검색한다. 서 시 스 매칭에서는 질의 시 스와 

허용치 t가 주어졌을 때, 유사한 데이터 서 시 스를 모두 

검색한다. 이 때, 유사한 시 스란 두 시 스 간의 거리가 t

보다 작음을 뜻하며, 본 논문에서는 시 스 간의 거리를 구

하기 해 유클리디안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서 시 스 

매칭 방법은 패턴 매칭, 모션 측, 규칙 발견 로그램 등 

시계열 데이터의 패턴을 검색하는데 많이 사용 된다 [3, 5].

서 시 스 매칭 방법은 먼  데이터시 스와 질의 시

스를 차원 변환하여 요약된 정보를 장한 후, 요약된 정

보를 먼  비교하여 후보를 찾아낸다. 다음으로 후보들에 

하여 유클리디안 방법으로 거리 계산을 함으로써 계산 비

용을 인다. I-adaptive [1]는 서 시 스 매칭을 하여 데

이터 시 스를 슬라이딩 도우로 나 고, 질의 시 스를 

디스조인트 도우로 나 는 방법을 제안하 다. 하지만, 이 

방법은 데이터 시 스를 슬라이딩 도우로 나 므로 각각

의 서 시 스의 개별 을 장하는 오버헤드가 매우 커지

며, 후보의 개수가 매우 많다는 문제가 있다. Moon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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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I-adaptive의 이원 인 방법

으로 데이터 시 스를 디스조인트 도우로 나 고 질의 시

스를 슬라이딩 도우로 나 는 방법인 Dual Match를 제

안하 다. Dual Match는 I-adaptive와 비교하여 후보의 개

수를 여 질의 처리 시간과 성능을 개선하 다. 하지만 여

히 많은 착오 해답(false alarm, 후보이나 실제로는 질의 

시 스와 유사하지 않은 서 시 스)을 발생한다는 문제

이 있다. 

E-Dual Match [8]는 Dual Match의 착오 해답을 이기 

하여 인덱스 벨의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 다. E-Dual 

Match는 먼  차원 변환한 요약된 정보를 순차 으로 

장하는 인덱스를 추가로 생성한 후, Dual Match와 마찬가지

로 데이터 시 스를 디스조인트 도우로 나 고, 질의 시

스를 슬라이딩 도우로 나 다. 그리고 k- 도우 정책에 

따라 서 시 스 안의 모든 도우를 새로운 인덱스를 사용

하여 비교함으로써 Dual Match와 비교하여 착오 해답을 

여 성능을 개선하 다. E-Dual Match는 인덱스 벨에서의 

착오 해답은 개선하 지만, 여 히 인스턴스 벨에서의 착

오 해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산 비용이 크다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하여 인

스턴스 벨에서의 착오 해답을 이는 방법인 I-Match 

(Instance-Match)를 제안한다. 인덱스 벨에서 k- 도우 

정책에 따라 시 스 안의 모든 도우를 비교하고 나면, 비

교하지 못하고 남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이 게 남는 부분

으로 인하여 착오 해답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남는 부분을 사용하여 가상 도우를 생성한 

후, 인스턴스 벨에서 가상 도우를 비교함으로써 착오 

해답을 여서 계산 비용을 임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과 

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피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새로운 인스턴스 벨의 서 시 스 매칭 방법인 

I-Match를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

의 성능상의 이 을 보이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

는다. 

2. 련 연구

본 장에서는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서 시 스 매칭 방법

들  본 논문과 직 으로 련이 있는 연구들에 해 설

명한다. 서 시 스 매칭 방법에서 검색 시간을 이는 것

은 매우 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서 시 스 매칭 방법은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져왔다 [1, 3-4, 6-8]. 

I-adaptive [1]는 인덱스를 생성하는 단계와 서 시 스 

매칭을 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  인덱스 생성 단계

에서는 데이터 시 스를 차원 변환한 후 요약된 정보들을 

가지고 인덱스를 생성한다. 다음으로 질의 처리 단계에서는 

사용자 질의와 허용치 t가 주어지면 질의 시 스와 서 시

스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가 t보다 작은 서 시 스를 가

지는 데이터 시 스를 모두 검색한다. 이 때, I-adaptive는 

데이터 시 스를 슬라이딩 도우로 나 고, 질의 시 스를 

디스조인트 도우로 나 다. 하지만 데이터 시 스를 슬라

이딩 도우로 나 면서 후보가 많이 생겨 착오 해답을 많

이 발생시킨다.

Dual Match [4]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데이

터 시 스를 디스조인트 도우로, 질의 시 스를 슬라이딩 

도우로 나 었다. 하지만 후보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착

오 해답이 여 히 많이 발생한다. E-Dual Match [8]는 순차

인 값을 장하는 인덱스를 추가로 생성하고, k- 도우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인덱스 벨에서 후보의 개수를 

다. 하지만 k개의 도우를 비교한 후 남는 부분이 발생하

면서 착오 해답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3. 인스턴스 벨의 서 시 스 매칭 방법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스턴스 벨의 서

시 스 매칭 방법인 I-Match에 하여 설명한다. 먼  3.1

에서는 I-Match의 생성 단계에 하여 설명하고, 3.2 

에서는 I-Match 방법  가상 도우를 생성하는 방법에 

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3.1 I-Match 생성 단계

본 에서는 I-Match의 생성 단계에 하여 설명한다. 

I-Match는 총 네 단계로 구성된다. 먼  첫 번째 인덱스 생

성 단계에서는 E-Dual Match [8]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시

스를 차원 변환한 요약된 정보로 R*-tree 인덱스와 순

차 인 일 인덱스를 생성한다. 두 번째 도우 필터링 단

계에서는 k- 도우 정책 [8]에 따라 서 시 스 안의 k개의 

도우를 모두 비교한다. 세 번째 가상 도우 생성 단계에

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k개의 도우를 비교하고 남은 부분

을 하나의 가상 도우로 만들어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실

제 거리 계산 단계에서는 질의 시 스와 데이터 시 스 사

이의 실제 거리를 비교하여 유사 시 스인지 별한다. 각 

단계 별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a) 단계 1 (인덱스 생성 단계) : I-Match의 첫 번째 단계

인 인덱스 생성 단계에서는 E-Dual Match [8]와 같은 

방법으로 차원 변환된 데이터 시 스 값들을 장하

여 R*-tree와 순차 인 정보를 가지는 일 인덱스를 

생성한다. 한, 데이터 시 스는 디스조인트 도우로 

나 어 장한다.

b) 단계 2 ( 도우 필터링 단계) : 도우 필터링 단계에

서는 먼  단계 1에서 생성된 인덱스를 검색하여 데이

터 서 시 스와 질의 시 스를 비교한다. 이 때, k-

도우 정책 [8]을 용하여 시 스 내의 모든 도우

를 비교한다. 두 시 스 간의 거리가 허용치 t보다 작

다면 그 데이터 서 시 스는 후보로 설정된다.

c) 단계 3 (가상 도우 생성 단계) : 단계 2에서 k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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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omparison of the query processing time.

도우를 비교하고 나면 데이터 서 시 스와 질의 시

스에는 앞, 뒤로 남는 구간이 생기게 된다. 이 게 남

는 구간을 하나의 가상 도우로 구성하여 거리를 비

교했을 때, 허용치 t보다 크다면 후보에서 빠지게 된다. 

d) 단계 4 (실제 거리 계산 단계) : 마지막 단계에서는 후

보 데이터 시 스와 질의 시 스간의 실제 거리를 유

클리디안 방법으로 계산하여 결과인지 별한다.

3.2 I-Match의 가상 도우 생성 방법

본 에서는 I-Match의 가상 도우 생성 방법에 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Fig. 1은 3.1 에서 설명한 단계 2의 도

우 필터링 단계를 마친 후에 데이터 서 시 스에 남는 구

간을 보여주고 있다. 란색 그래 는 시간에 따른 시그  

값을 나타내는 시계열 데이터 시 스  i번째 데이터 서

시 스이다.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디스조인트 

도우이며, 단계 2에서는 서 시 스 안에 있는 두 개의 디

스조인트 도우가 질의 시 스와 비교되었다. 하지만 이 

때, 록색 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앞, 뒤로 비교하지 못하

고 남는 구간이 생기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게 남는 구간을 하나의 가상 도우로 

생성하여 비교한다. E-Dual Match에서는 이 남는 구간을 비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는 구간에서 질의 시 스와 거리 차이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후보로 설정되어 착오 해답이 많이 

발생되었다. 하지만 I-Match는 이를 가상 도우로 구성하여 

비교하기 때문에 착오 해답을 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Fig. 1. Creating process of virtual window

4. 실  험

I-Match는 후보들의 개수를 여 착오 해답의 발생을 

이고, 서 시 스 매칭의 성능을 매우 향상시켰다. 실험을 

통해 I-Match가 Dual Match와 비교하여 최  2.95배 질의 

처리 시간을 단축 한다는 것을 보 고, 후보들의 수를 일 

수 있음을 보 다. 본 장에서는 5.1 을 통해 실험에서 사용

된 데이터  환경을 설명한 다음 5.2 을 통해 I-Match의 

실험 결과를 설명한다. 

4.1 실험 데이터  실험 환경

실험에는 329,112 엔트리로 구성된 실제 데이터인 주식 

데이터 [4]가 사용되었으며 실험에 사용된 질의는 총 10개이

다. 각 질의와 유사한 25개의 서 시 스를 얻기 하여 사

용자 허용치 t를 설정하 다. Table 1은 실험에 사용된 허용

치 t의 값을 요약한 것이다. 

실험에서는 I-Match와 Dual Match의 질의 처리 시간과 

착오 해답을 발생시키는 후보의 수를 비교하 다. I-Match

는 C언어를 사용하여 구 되었으며, 실험은 16GB의 메모리

를 가진 2.80GHz 리 스 PC에서 실행되는 인텔 I5-760 쿼

드 코어 로세서에서 수행한다.

질의 처리 번호 주식 데이터 실험에 사용되는 허용치 t

1 0.0449966

2 0.065017

3 0.052359

4 0.052812

5 0.052937

6 0.053231

7 0.037903

8 0.041119

9 0.043788

10 0.051532

Table 1. Summary of notation

4.2 실험결과

실험에서는 I-Match와 Dual Match 간의 질의 처리 시간

과 후보의 수를 비교한다. 질의 처리 시간의 척도로써 wall 

clock time을 사용한다. 질의 처리 시간과 후보의 수를 한 

쿼리 숫자 1부터 10까지 측정한다. 

Fig. 2는 I-Match와 Dual Match 간의 평균 질의 처리 시

간을 보여 다. 어두운 회색 막  그래 는 Dual Match의 

질의 처리 시간을 나타내며 밝은 회색 막  그래 는 

I-Match의 질의 처리 시간을 나타낸다. I-Match가 Dual 

Match보다 질의 처리 시간이 2.95배 빠름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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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omparison of the number of candidates.

Fig. 3은 I-Match와 Dual Match의 후보의 수를 보여

다. 어두운 회색 막  그래 는 Dual Match의 후보 수를 나

타내며 밝은 회색 막  그래 는 I-Match의 후보 수를 나

타낸다. 10개의 사용자 질의에 하여 실험을 진행하 고, 

질의의 길이는 384이다. I-Match가 Dual Match에 비해 후

보의 수를 87-96% 인 것을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데이터에 한 서 시 스 매칭을 

효과 으로 하기 한 가상 도우를 사용하는 인스턴스 

벨의 서 시 스 매칭 방법인 I-Match를 제안하 다. 기존

의 서 시 스 매칭 방법들은 시 스 내에서 비교하지 못하

는 구간이 발생하여 착오 해답을 많이 발생시키는 문제 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I-Match는 이러한 남는 구간을 하나

의 가상 도우로 구성하여 비교함으로써 후보의 수를 매우 

으며, 질의 처리 성능을 개선하 다. 실제 데이터 셋에 

한 실험 결과, I-Match의 질의 처리 시간은 Dual Match

보다 2.95배 빨랐으며, 후보의 수는 최  96% 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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