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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Edge Computing은 분담을 통해 네트워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IoT 네트워크에 적합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는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사용하는 대신 서로 연결된 노드들이 협력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네트워크 말단에서의 데이터 

처리가 허용되어 데이터 센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트리구조는 데이터 구조의 하나로, 데이터 항목의 한 묶음인 세그먼트를 

나뭇가지처럼 연결한 것을 의미하여 분산된 데이터를 군집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Edge Computing 환경에서 트리 구조를 

이용하여 인덱스를 관리하는 모델을 알아보기 위해 이진 탐색 트리 중 AVL tree와 Paged Binary tree에 대해 서술하였다.

키워드: 인덱스 관리(Index management), 이진 탐색 트리(Binary search tree), AVL tree, Paged Binary tree

Edge Computing 환경에서 트리 구조를 이용한 인덱스 관리
유승언O, 김세준*, 이병준*, 김경태*, 윤희용**

O*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e-mail: {seyoo90, ksj105, byungjun}@skku.eduO*, kyungtaekim76@gmail.com*, youn7147@skku.edu**

Index Management Using Tree Structure in Edge 

Computing Environment
Seung-Eon YooO, Se-Jun Kim*, Byung-Jun Lee*, Kyung-Tae Kim*, Hee-Yong Youn**

O*Dep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Sungkyunkwan University
**Dept. of Software, Sungkyunkwan University

I. Introduction

IoT는 성능이 제한되어 있는 기기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하여, 

다양한 휴대 기기가 통신, 사업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Edge Computing 환경에 

IoT의 노드들이 포함되고 있다. Edge Computing은 분담을 통해 

네트워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IoT 네트워크에 적합한 방법으로, 

서로 연결된 노드들이 협력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네트워크 말단에

서의 데이터 처리가 허용되어 데이터 센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1].

트리구조는 데이터 구조의 하나로, 데이터 항목의 한 묶음을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이 세그먼트 사이를 나뭇가지처럼 연결한 것을 

의미한다. 상위 세그먼트는 하나 이상의 하위 세그먼트를 가지고 

있으나, 하위 세그먼트는 반드시 한 상위 세그먼트밖에 가질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Edge Computing 환경에서 트리 구조를 이용하여 

인덱스를 관리하는 모델을 알아보기 위해 이진 탐색 트리 중  AVL 

tree와 Paged Binary tree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AVL 트리

AVL트리[1]는 트리를 구성하는 어떠한 노드의 좌측과 우측 

subtree의 높이 차이가 1인 트리이며, 균형 잡힌 트리라고도 부른다. 

이진 탐색 트리에서 비대칭적 구조에 의한 탐색 효율의 저하를 방지하

기 위해서는 트리가 비대칭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데 

이를 균형 잡힌 트리(Height-Balanced tree)라고 한다. AVL 트리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AVL 트리를 HB 트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림 1]은 Height-Balanced tree의 두 가지 예시를 나타낸다.

Fig. 1. Height-Balanced tree의 예

III. Paged Binary tree

AVL 트리는 트리가 비대칭적으로 생성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였지

만, 이진 탐색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해결할 수 없다. Paged 

Binary tree[2]는 이진 탐색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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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고안된 tree 구조로써, 이진트리를 페이지 단위로 분리하여 

하드디스크상의 연속된 공간에 저장한다[2]. [그림 2]는 한 페이지에 

7개의 노드를 저장하도록 구현된 Paged Binary tree의 한 예시이다.

Fig. 2. Paged Binary tree의 예

Paged Binary tree를 이용하여 이진 탐색을 수행할 때, 위 그림과 

같이 Page Binary tree에서는 두 번의 seek 연산만으로 원하는 데이터

를 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위 그림에서 붉은색으로 칠해진 노드의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서 읽는다고 가정하면 다음의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1) 하드디스크에서 Page1을 읽은 다음, Page1로부터 생성된 이진

트리에서 이진 탐색을 수행한다.(1회의 seek 연산 발생)

2) 이진 탐색의 결과 붉은색으로 칠해진 노드의 데이터가 Page3에 

저장되어 있다는 결과를 얻게 되고, 하드디스크에서 Page3을 읽는

다.(1회의 seek 연산 발생)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Edge Computing 환경에서 트리 구조를 이용하여 

인덱스를 관리하는 모델을 알아보기 위해 이진 탐색 트리의 한 종류인 

AVL트리와 Paged Binary tree에 대해 서술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SDN환경에서 분산 컨트롤러에 각 트리를 적용 및 테스트하여 다른 

트리 모델과 비교하여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성능평가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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