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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적으로 연속 데이터 스트림을 모니터링하는 응용은 다수의 범위 질의를 포함한다. 이러한 다수의

범위 질의는 술어 색인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IBS-tree는 연속 데이터 스트림 상에서 효

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술어 색인 기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IBS-tree는 모든 노드에서 등호 검사와 

부등호 검사를 함께 실시하며, 이는 검색 성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등호 검사와 부

등호 검사를 분리하여 수행함으로써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는 술어 색인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

은 등호 검사를 위해 해싱을 이용하고, 부등호 검사에는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

는 실험을 통해 IBS-tree와 제안하는 방법의 검색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실험 결과로부터 제안하는 방법

의 성능이 더욱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최근 들어 온라인 경매, 주식 거래, 네트워크 통계, 

웹 페이지 방문 통계, 센서 데이터 수집 등 연속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는 응용(Application)에 대한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1, 5]. 이러한 응용들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범위 질의(Range query)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식 거래 응용에서는 사용자의 관심을 반영한 다

수의 범위 질의가 주식 가격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

해 등록되고 이용된다. 

술어 색인(Predicate index)[2]은 다수의 범위 질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술어 색인

은 입력 튜플이 주어졌을 때, 해당 튜플의 값이 어느 질

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찾아내기 위해 이용된다. 그

림 1은 균형 이진 검색 트리(Balanced binary search 

tree)로 된 술어 색인의 예를 보여준다. 검색 트리의 노

드는 주어진 질의의 범위 값의 종단점(Endpoint)으로 

구성된다. 주어진 n개의 종단점은 입력 값의 도메인

(Domain)을 (n+1)개의 분리된 범위(Separate region)들

로 나눈다. 입력 튜플이 전달되었을 때, 해당 튜플은 검

색 트리를 통해 그 범위들 중 하나에 대응된다. 예를 들

어, 그림 1에서 입력 튜플 8은 범위 r5에 대응된다. 따

라서 튜플 8에 대한 검색 결과는 Q1과 Q3가 된다. 

IBS-tree(Interval binary search tree)[2]는 연속 스트

림 상에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술어 색인 방법 

중 하나이다. IBS-tree에서는 입력 튜플에 대해 모든 트

리 노드에서 등호 검사(equality test)와 부등호 검사

(inequality test)를 함께 수행한다. 그러나, 등호 검사를 

매 노드마다 수행하는 것은 검색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입력 값의 범위가 매우 크고(e.g. 1부

터 100,000) 노드의 개수는 상대적으로 적은(e.g. 100

개) 경우를 가정해 보자. 만약 입력 값이 균등하게 분포

될 경우, 하나의 튜플이 등호 검사를 만족시킬 확률은 

매우 낮아진다(e.g. 1/1000). 이러한 경우 등호 검사를 

매 노드마다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성은 

노드의 개수가 늘어날 수록 더욱 증가한다. 이는 노드가 

증가할수록 트리의 높이(Height)는 급격하게 증가함에 

비해, 등호 검사를 만족시킬 확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등호 검사와 부등호 검사를 분리하여 

수행함으로써 검색 성능(Search performance)을 향상시

키는 술어 색인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등호 검사를 위해 해싱(hashing)을 이용하며, 부등호 검

사에는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사용한다. 제안하는 방법

은 해싱을 이용하므로, 등호 술어(Equality predicate)의 

개수와 관계없이 등호 검사에 필요한 비용이 항상 일정

하다. 이 외에도, 부등호 검사를 위한 검색 트리는 부등

호 술어(Inequality predicate)만을 이용해 생성되므로 

트리의 높이가 IBS-tree에 비해 적어진다. 이러한 특성

은 IBS-tree에 비해 제안하는 방법의 검색 성능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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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하게 만든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IBS-tree

와 제안하는 방법의 검색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실험 결

과로부터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이 더욱 우수한 것을 확

인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술어 색인 

방법과 관련한 기존연구에 대해 소개한다. 3장에서는 제

안하는 색인 방법을 설명하고, 검색 비용 측면에서 

IBS-tree와 비교한다.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IBS-tree

와 제안하는 색인 방법의 검색 성능을 비교한다. 마지막

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기존 연구 

 

기존에 IBS-tree[2], IS-list(Interval skip list)[3], 그

룹 필터(Grouped filter)[8], R-tree[7], Interval B+ 

tree[9] 등 술어 색인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중 모두가 스트림 처리에 적합하지

는 않다. 예를 들어, R-tree는 개방 범위(Open interval)

를 지원하지 않으며, 겹치는 범위가 많을 수록 검색 성

능이 급격히 저하된다[2]. 그리고 스트림 응용은 실시

간 응답을 위해 메인 메모리 상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되

는 반면, 기존의 많은 공간 색인 방법은 디스크 기반으

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해당 색인 방법을 스트림 응용에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4]. Interval B+tree

의 경우 O(n2)의 검색 성능을 제공하며, 을 제

공하는 다른 색인 방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할 수 있다 (n은 술어 개수를 의미함). 위 내용으로부터 

이 장에서는 메인 메모리 기반 술어 색인에 해당하는 

IBS-tree, IS-list, 그리고 Grouped filter만을 고려한다. 

IBS-tree는 서로 겹치는 다수의 범위 질의를 효율적

으로 처리하기 위한 균형 이진 검색 트리이다. 그림 2

는 A부터 G까지 7개의 질의 술어를 처리하기 위한 

IBS-tree의 예를 보여준다. IBS-tree에서 하나의 노드는 

4개의 슬롯을 포함한다. 제일 상단의 슬롯은 부등호 술

어의 종단점이나 등호 술어의 상수 값을 나타낸다. 이를 

편의상 “술어 상수”라 부른다. 아래의 3개의 슬롯은 술

어 상수보다 입력 튜플의 값이 각각 작거나(smaller-

than), 같거나(equal), 클(greater-than) 때 만족하는 술

어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IBS-tree에서 등호 검사가 성공하면 검색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입력 튜플 3이 

들어왔다고 하면, 검색은 2번째 레벨(second-level)의 

 

 

그림 1. 술어 색인을 이용한 범위 질의 처리 

2 5

3 9

7

술어색인에 의해
분리된 범위
(Separated 
regions)

술어색인
(Predicate 
index)

Q1: x < 3

Q2: 2 < x < 7

Q3: 3 < x < 9

입력 튜플 (x = 8)

≤ <

r1 r2 r3 r4 r6r5

 

그림 2. IBS-tree의 예 

술어 ID 술어

A x ≤ 6

B 2 < x

C x < 9

D x = 3

E x = 5

F x = 7

G x = 8

8
< = >

C C
G

6
< = >

A
C

A
B
C

B

3
< = >

B
D

B

2
< = >

B

5
< = >

E

7
< = >

F

9
< =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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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3에서 멈춘다. 그리고 결과는 A, B, C, 그리고 D가 

된다. 이 때 A와 C는 루트 노드 6에서, 그리고 B와 D

는 노드 3에서 비롯된다. 

술어를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마다 IBS-tree는 트리 

구조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복잡한 과정의 재균형

(Re-balance) 처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재균형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같은 저자는 이후에 IS-list를 제안하였

다. 그리고 재균형 처리의 관점에서 IS-list가 IBS-tree

보다 나은 성능을 제공한다는 점을 보였다. 그러나 검색 

성능에서는 두 방법이 동일한 성능(O(log n))을 보인다. 

현재 본 논문에서는 검색 성능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편의상 두 방법 중 IBS-tree만을 고려한다. 

그룹 필터는 4개의 분리된 구조를 사용한다. ‘>’ 

(Greater-than test)나 ‘<’ (Smaller-than test)를 지닌 

술어를 처리하기 위해 두 개의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한다. 그리고 ‘=’ (Equality test)나 ‘!=’ (Non-

equality test)를 지닌 술어를 처리하기 위해 두 개의 해

시 테이블을 이용한다. 이러한 구조의 분리는 술어의 동

적 삽입 및 삭제를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튜플이 들어

올 때마다 모든 구조를 체크해야 하므로 검색 성능은 

저하된다.  

그룹 필터는 등호 검사를 위해 해시 테이블을 이용한

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그

러나 두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로 그룹 필터는 ‘>’나 ‘<’를 포함한 부등호 검사를 두 

개의 트리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반면, 제안하는 방식에

서는 오직 하나의 트리를 이용한다. 다음으로 그룹 필터

는 등호 검사가 성공해도 검색을 계속 진행하지만, 제안

하는 방식에선 검색을 멈춘다. 이 두 가지 차이로부터 

제안하는 방식이 그룹 필터보다 더 좋은 검색 성능을 

보인다는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다음 장 이후에서는 

IBS-tree만을 기준으로 제안하는 방식의 특성과 성능에 

대해 언급한다. 

 

 

3. 제안하는 술어 색인 방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술어 색인 방식은 등호 검사와 

부등호 검사를 분리하여 처리함으로써 검색 성능을 향

상시킨다. 등호 검사를 위해 해시 테이블을 이용하고 부

등호 검사를 위해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사용한다. 그

림 3은 그림 2에서 주어진 술어로부터 생성된 술어 색

인의 예에 해당한다. 하나의 해시 엔트리(Hash entry)는 

각 술어 상수에 해당하는 술어들의 집합을 가진다. 그리

고 검색 트리의 한 노드는 3개의 슬롯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제일 상단의 슬롯은 부등호 술어의 종단점의 값을 

나타낸다. 아래의 2개의 슬롯은 각각 ‘<’ 및 ‘>’을 만족

시키는 술어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하나의 튜플이 들어오면 제안하는 방식에서는 먼저 

해시 테이블을 검색한다. 만약 튜플 값에 대한 해시 엔

트리를 찾으면, 검색을 멈추고 엔트리 내의 술어들을 결

과로 반환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검색 트리를 체크한

다. 예를 들어, 그림 3에서 입력 튜플 5가 들어왔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먼저 해시 테이블을 검색한다. 해시 

테이블엔 튜플 5에 대한 엔트리가 존재하며, 엔트리에

는 술어 A, B, C, E가 존재한다. 따라서 검색을 멈추고 

4개의 술어를 결과로 반환한다. 또 다른 예제로 튜블 4

가 들어온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해시 테이블에 

튜플 4를 위한 엔트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색 

트리를 체크하게 되고, 트리의 리프 노드(leaf node) 2

로부터 결과로서 A, B, C를 반환하게 된다. 

제안하는 방식에서 검색 트리는 오직 부등호 술어들

로부터 생성된다. 반면에 해시 테이블은 등호 술어 뿐 

아니라 부등호 술어들까지 포함하여 만들어진다. 만약 

부등호 술어에 해당하는 엔트리가 해시 테이블에 없다

면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3에서 술

어 B의 상수 2를 위한 엔트리가 해시 테이블에 존재하

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입력 튜플 2가 들어왔

을 때, 검색은 리프 노드 2에서 종료되며, 결과로는 술

어 A, B, C가 반환될 것이다. 하지만, B는 x 2로 정의

 

그림 3. 제안하는 술어 색인의 예 

술어상수 술어 ID

2 A,C

3 A,B,C,D

5 A,B,C,E

6 A,B,C

7 B,C,F

8 B,C,G

9 B

(1) 균등 검사를 위한 해시
테이블

(2) 부균등 검사를 위한
균형 이진 검색 트리

술어 ID 술어

A x ≤ 6

B 2 < x

C x < 9

D x = 3

E x = 5

F x = 7

G x = 8

6
< >

2
< >

A
B
C

A
B
C

9
< >

B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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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므로 결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아래의 정리

는 제안하는 방법에서 해시 테이블이 모든 술어들에 대

한 엔트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정리 1. 제안하는 술어 색인 방식에서 검색 트리에 n개

의 노드가 있다면, 정확한 결과를 반환하기 위해 최

소 n개의 해시 엔트리가 필요하다. 

 

증명. 번째 노드를 라 하자.  

 

1 1  

 

노드 수가 일 때, 전체 입력값 범위는 그림 1처럼 

1개의 범위로 나누어진다. 번째 범위 는 아래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1 1  1  

1  

 

여기서 는 부등호 술어들로부터 만들어졌으므로, 

모든 가 를 포함하지 않는다. 

튜플 가 주어지고, 해시 테이블에 에 대한 엔트

리가 없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검색은 트리의 에 

도달할 것이다. 하지만 는 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잘못된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

해서는 에 해당하는 엔트리가 해시 테이블에 존재

해야 한다. □ 

 

이제 IBS-tree와 제안하는 방식의 검색 비용을 비교

해 보도록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검색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두 종류의 검색 비용을 이용한다. 첫째는 트리 검

색 비용이며, 둘째는 해시 비용이다. 전자는 검색 트리

의 깊이와 트리의 한 노드를 접근하고 처리하는데 걸리

는 비용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후자는 하나의 상수

로 나타낼 수 있다. 아래에서 검색 비용을 논의할 때 표 

1에서 정의된 기호를 사용한다. 

IBS-tree의 검색 비용은 트리 검색 비용으로 나타낼 

수 있다. 트리는 모든 술어로부터 만들어지므로 높이는 

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IBS-tree는 하

나의 입력 튜플에 대해 노드마다 ‘=’ 및 ‘<’ 또는 ‘>’을 

포함한 최소 두 번의 비교를 수행한다. 비교 회수를 반

영한 단위 비용을 라 하면, IBS-tree의 검색 비용 

는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정확히 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등호 검사가 성공할 

경우 검색이 멈추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장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등호 검사에 의해 검색

이 중간에 멈추는 것이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에는 등호 검사에 의한 

검색 멈춤을 고려하지 않는다. 

제안하는 방식의 검색 비용은 트리 검색 비용과 해싱 

비용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제안하는 방식에서 검색 

트리는 오직 부등호 술어들로부터 생성되므로 검색 트

리의 높이는 으로 나타낼 수 있다. 트리는 하나의 

입력 튜플에 대해 노드마다 ‘>’ 또는 ‘<’를 포함한 한번

의 비교를 수행한다. 비교 회수를 반영한 단위 비용을 

라 하면, 제안하는 방식의 검색 비용 는 +

로 나타낼 수 있다. 

해싱은 일반적으로 해싱 함수의 복잡한 계산 과정과 

충돌 처리(Collision control) 과정으로부터 큰 비용을 가

진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안하는 방식에서는 입

력 튜플 값의 범위를 포함하는 충분한 크기의 배열을 

해시 테이블로 이용한다. 예를 들어, 경매 응용(Auction 

application)에서 사용자 질의의 대상 가격이 1000원부

터 100,000,000원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

다. 이러한 경우 100,000개의 요소를 지닌 배열을 이용

하여 해시를 처리할 수 있다. 이 때 공간 사용 효율

(Space utilization)을 높이기 위해, 입력 값의 분포에 따

라 배열 크기를 동적으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확

장 해싱(extensible hashing)[5]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

다. 다음 장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배열 색인(Array 

indexing) 비용이 검색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는 

으로 간략히 표현될 수 있다. 

위에서 얻어진 와 를 바탕으로 IBS-tree와 제

안하는 방식의 성능 차이를 (1)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가 보다 더욱 큰 값을 

지니므로 실제 성능 차이는 추정된 차이보다 커진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장에서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 

 

 / /    ... 1  

 

 

 

 

표 1. 본 논문에서 이용하는 기호에 대한 설명 

Symbol Description

n 부등호 술어의 수 (e.g. x > 1 or x < 1)

m 등호 술어의 수 (e.g. x = 1)

α IBS-tree에서 하나의 노드를 처리하기 위
한 단위 비용

β 제안하는 방법에서 하나의 노드를 처리
하기 위한 단위 비용

h 해쉬 비용

r 입력값의 도메인의크기 (e.g. [11, 100]일
경우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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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이 장에서는 IBS-tree와 제안하는 술어 색인 방식의 

성능을 실험을 통해 비교한다. 실험을 위해 두 방식의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으며, 실험을 위한 파라미터 , , 

이 주어졌을 때 데이터 집합을 생성해 주는 데이터 생

성기 역시 구현하였다. 표 2는 실험을 위한 파라미터 

설정을 보여준다. 표에서 은 전체 술어 개수에 대한 배

수로 나타내고 있다. 실험은 인텔 펜티엄 IV 2.4GHz의 

CPU와 1G의 메인 메모리를 가지는 MS Windows XP 

상에서 이루어졌다. 

 

실험 1. 등호 검사가 IBS-tree의 검색 성능에 주는 영향: 

실험 1은 IBS-tree의 등호 검사에서 일어나는 검색 멈

춤이 검색 성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등호 검사가 성공할 확률은 의 값에 많은 영향

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이 증가하면 등호 검사가 성공

할 확률은 감소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변화하는 

의 값에 따른 결과를 관찰하였다. 그림 4 (a)는 실험 결

과를 보여준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1에서 4로 

변할 때는 검색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에 반해 그 

이외의 경우에 검색 비용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즉 이 

4보다 적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호 검사에 

의한 검색 멈춤이 검색 성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 2. 배열 색인 비용이 제안하는 방식의 검색 성능에 

주는 영향: 

실험 2에서는 제안하는 방식의 검색 비용에 대해 배열 

색인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각각의 조건 

하에서 비교해 보았다. 즉, 검색 트리만 사용한 경우와 

검색 트리와 배열을 함께 사용한 경우 검색 비용을 비

교하였다. 그림 4 (b)는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결과에

서 알 수 있듯이, 두 경우의 비용은 거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배열 색인 비용이 검색 성능에 주는 영향은 미

미하다고 할 수 있다. 

 

실험 3. IBS-tree와 제안하는 방식의 검색 성능 비교: 

실험 3에서는 IBS-tree와 제안하는 방식의 검색 성능을 

비교하였다. 제안하는 방식의 검색 성능을 체크할 때 가

장 나쁜 조건(m = 0)으로 설정한 후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5 (a)는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실험 결과는 제안

하는 방식의 검색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4. IBS-tree와 제안하는 방식의 검색 성능 비율 차

이: 

마지막 실험은 두 방법의 검색 성능의 비율 차이를 비

교하였다. 실험을 위해 등호 술어와 부등호 술어의 비율

(  )을 1024:0에서 1:31까지 바꿔가면서 변화를 관

찰하였다. 그림 5(b)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험결과는 

비율이 커질수록 성능 차이가 커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실험에 의한 차이 값을 (1)을 이용해 계산한 추

 

표 2. 실험을 위한 파라미터 설정값 

    

그림 4. (a) 등호 검사가 IBS-tree의 검색 성능에 주는 영향 (왼쪽) 및  

(b) 배열 색인이 제안하는 방식의 검색 성능에 주는 영향 (오른쪽) 

실험 ID r ng nl ne 튜플개수

1 가변 512 512 1 M

2 100 가변 0 1 M

3 100 가변 가변 1 M

4 100 0 ~ 1024 1024 – ng 0 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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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실험값이 추정치보다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이 차이는 지난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와 

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등호 검사와 부등호 검사를 분리한 술

어 색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을 스

트림 환경에 가장 적합한 술어 색인 방법 중 하나인 

IBS-tree와 비교하였다. IBS-tree와 비교할 때, 제안하

는 방식에서는 등호 검사 비용은 항상 일정하며, 검색 

트리의 높이도 적다.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제안하는 방

식이 IBS-tree보다 나은 검색 성능을 제공한다. 본 논문

에서는 실험을 통해 IBS-tree와 제안하는 방법의 검색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

이 더욱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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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 IBS-tree와 제안하는 방식의 검색 성능 차이 (왼쪽) 및  

(b) IBS-tree와 제안하는 방식 간의 검색 성능에 대한 비율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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