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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최근 들어 자상거래 데이터의 실시간 공 이 가능해지면서, 자상거래 데이터를 실시간 

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하고 있다. 이를 해서는 자상거래 데이터 스트림과 

디스크에 장된 규모 릴 이션 간의 연속 조인 질의를 효율 으로 처리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상거래 데이터 스트림과 디스크에 장된 다수 릴 이션 간의 

효율 인 연속 조인 질의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기존 방법에 비해 서비스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한편, 메모리 사용량을 크게 인다. 분석과 다양한 실험을 통해, 제안 방법은 기존 

방법에 비해 서비스율과 메모리 사용량에서 더 효율 임을 보인다.

ABSTRACT

Recently, as real-time availability of e-commerce data becomes possible, the requirement 

of real-time analysis of e-commerce increases significantly. In the real-time analysis of 

e-commerce data, it is very important to efficiently process continuous join queries between 

an e-commerce data stream and disk-based large relation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method for processing a continuous join query between an e-commerce data stream 

and multiple disk-based relations. The proposed method improves the service rate signi-

ficantly, while reducing the amount of required memory substantially. Through analysis 

and various experiments, we show the efficiency of the proposed method compared with 

the previous one in terms of service rate and memory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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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자상거래 데이터의 실시간 공

이 가능해지면서, 자상거래 데이터를 실시

간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하고 있다. 

자상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해서는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유입되는 자상

거래 데이터 스트림(data stream)과 디스크에 

장된 규모 릴 이션(relation) 간의 연속 

조인 질의(continuous join query)를 효율 으

로 처리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1, 2, 3].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자상거래 데이터 

스트림을 S라 하고, 디스크에 장된 규모 

릴 이션을 R이라 할 때, S와 R 간의 연속 조

인 질의(continuous join query)는 S ⋈ R로 

표 된다. 그 사용 로서, 어떤 시각(time-

stamp)에 어떤 제품(productID)이 매되었을 

때 그를 나타내는 튜 (tuple) (timestamp, 

productID)가 데이터 스트림 S에 실시간으로 

유입된다고 하고, 디스크에 장된 릴 이션 

R의 각 튜 (productID, price)이 각 제품

(productID)의 가격(price)를 나타낸다고 할 

때, 연속 조인 질의 S ⋈ R의 각 결과 튜  

(timestamp, productID, price)는 실시간으

로 매되는 각 제품의 가격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속 조인 질의 S ⋈ R을 처리하기 

해, 통 인 첩 루  조인(nested loop 

join)[4]이나 색인 기반 조인(index-based join) 

[4]을 사용하면, S에 도착하는 매 튜 마다 

그와 조인되는 R의 튜 을 찾기 해 디스

크를 여러 번 근해야 하므로 성능이 매우 

하된다. 이를 극복하기 해 최근에 메시 

조인(mesh join)이라는 기법이 제안되었다[5, 

6]. 메시 조인은 S에 도착하는 w개의 튜  

당 디스크를 한 번만 근함으로써 S ⋈ R

의 처리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상거래 데이터 스

트림 S와 디스크에 장된 다수의 릴 이션 

R1, R2, …, RN 간의 연속 다 (multi-way) 

조인 S ⋈ R1 ⋈ … ⋈ RN에 한 처리가 

차 요해지고 있다[2]. 를 들어, 어떤 시각

(timestamp)에 어떤 제품(productID)가 어떤 

매장(storeID)에서 매되었을 때 그를 나타

내는 튜 (timestamp, productID, storeID)

이 데이터 스트림 S에 실시간으로 유입된다고 

하자. 디스크에 장된 릴 이션 R1의 각 튜

 (productID, price)는 각 제품(product-

ID)의 가격(price)을 나타내고, 디스크에 

장된 다른 릴 이션 R2의 각 튜 (storetID, 

location)은 각 매장(storeID)의 치(location)

를 나타낸다고 할 때, 연속 조인 질의 S ⋈ 

R1 ⋈ R2의 각 결과 튜 (timestamp, pro-

ductID, price, storeID, location)은 실시간

으로 매되는 각 제품의 가격과 매 치

를 나타낸다. 

그러나 연속 다  조인 S  ⋈ R1 ⋈ … ⋈ 

RN을 처리하기 해 기존의 메시 조인을 단

순히 용하면 문제 이 발생한다. 제 2.1

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메시 조인

은 각 릴 이션 R1, R2, …, RN을 고정된 크

기의 블록(block)으로 나 고, 각 릴 이션에

서 한 블록씩을 메모리에 재한다. 각 릴

이션 Ri(i = 1, 2, … N)의 블록 수를 B(Ri)

라 하자. 메시 조인은 S에 w개의 튜 이 새

로 도착할 때마다, 메모리에 재된 R1, R2, 

…, RN의 블록들  하나를 그가 속한 릴

이션의 그 다음 블록과 교체한다. 그리고 S에 

가장 최근에 도착한 w․B(R1)․B(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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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N)개의 튜 들과 재 메모리에 재된 

R1, R2, …, RN의 블록들 간의 조인을 수행

하고 그 결과를 출력으로 내보낸다. 따라서 

S에 w개의 튜 이 새로 도착할 때마다 디스

크를 한 번만 근하면 된다. 하지만 이 게 

메시 조인을 S ⋈ R1 ⋈ … ⋈ RN의 처리

에 단순하게 용하면, S에 w개의 튜 이 새

로 도착할 때마다 S에 가장 최근에 도착한 

w․B(R1)․B(R2)․…․B(RN)개의 튜 들

과 각 릴 이션 R1, R2, …, RN에서 하나씩 

총 N개의 블록들이 모두 참여하는 조인이 

매번 수행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이 조인 수

행 시간에 의해 서비스율이 제약을 받게 된다. 

더우기 이 방법은 S에 가장 최근에 도착한 

w․B(R1)․B(R2)․…․B(RN)개의 튜 들

을 메모리에 유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블록

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요구되는 메모리의 양

이 매우 커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해, 자상거래 데이터 스트림 S와 디스크

에 장된 다수의 릴 이션 R1, R2, …, RN 

간의 연속 다  조인 S ⋈ R1 ⋈ … ⋈ RN

을 효율 으로 처리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S에 w개의 튜 이 새로 도착할 

때마다, 메모리에 재된 R1, R2, …, RN의 

블록들을 모두 조인에 참여시키는 신 우선 

R1의 블록과만의 조인을 수행한다. 이후 S에 

w개의 튜 이 계속해서 새로 도착하여 비로

소 R1의 블록들과의 조인 결과가 w개가 되

면, 그 w개의 조인 결과와 R2의 블록과의 조

인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후 S

에 w개의 튜 이 계속하여 새로 도착하여 

비로소 Ri-1(i = 2, 3, …, N)의 블록들과의 

조인 결과가 w개가 되면, 그 w개의 조인 결

과와 Ri의 블록과의 조인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인을 수행하면, RN의 블록

과의 조인 결과가 최종 질의 결과가 된다. 이

게 단계 인 방식으로 연속 다  조인을 

처리하면, 메시 조인을 단순히 용할 때에 

비해 S에 w개의 튜 이 새로 도착할 때마다 

수행되어야 하는 조인의 비용을 크게 일 수 

있다. 그에 따라 서비스율이 크게 향상된다. 

한 S에 가장 최근에 도착한 w․B(R1)․

B(R2)․…․B(RN)개의 튜 들을 메모리에 

유지하는 신, R1, R2, …, RN에 해 각각 

w․B(R1), w․B(R2), …, w․B(RN)개의 

튜 들씩만 메모리에 유지하면 된다. 따라서 

메시 조인을 단순히 용할 때에 비해 요구

되는 메모리양도 크게 일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

서는 련 연구를 기술하고, 제안 방법의 기

반이 되는 메시 조인을 설명한다. 한 메시 

조인을 연속 다  조인에 단순히 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을 기술한다. 제 3장에서

는 제안 방법을 설명하고, 제안 방법의 성능

을 메시 조인을 단순히 용했을 때와 비교 

분석한다. 제 4장에서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제안 방법의 효율성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2.1 데이터 스트림과 디스크 기반 릴

이션 간의 연속 조인 질의 처리

데이터 스트림 간의 연속 조인 질의 처리에 

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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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3]. 하지만 데이터 스트림과 디스크에 

장된 릴 이션 간의 연속 조인 질의에 해

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데이터 스트림과 디스크에 장된 릴 이션 

간의 연속 조인을 처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은 색인 첩 루  조인(indexed nested loop 

join, INLJ)[4]을 사용하는 것이다. INLJ는 데

이터 스트림 S와 디스크 기반 릴 이션 R이 

있을 때, 먼  R의 조인 애트리뷰트에 해 

색인을 생성해 놓는다. 이 후 S에 새로운 튜

 t가 도착할 때마다 R에서 t와 조인될 튜

들을 R의 조인 애트리뷰트에 해 생성된 색

인을 사용하여 찾은 뒤, t와 그들을 조인한 결

과를 질의 결과로 내보낸다. 하지만 이 방법의 

문제 은 S에 들어오는 매 튜 마다 R에서 

그와 조인되는 튜 들을 찾기 해 색인 탐색

이 반복 으로 수행된다는 것이다. 일반 으

로 색인 탐색은 디스크에 한 여러 번의 임

의 근(random access)을 발생시키기 때문

에, 반복 인 색인 탐색은 디스크 I/O 비용을 

매우 크게 증가시킨다. 따라서 S에 매우 빠른 

속도로 튜 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질

의 처리 속도가 크게 하된다. 한 R에 

해 B+-tree와 같은 색인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INLJ의 문제

을 극복하기 해 최근에 메시 조인이라는 방

법이 제안되었다[5, 6]. 다음 에서는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기반이 되는 메시 조

인을 자세히 설명한다.

2.2 메시 조인(Mesh Join)

본 에서는 데이터 스트림 S와 하나의 

디스크 기반 릴 이션 R 간의 연속 조인 질

의 S ⋈ R를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해 제

안된 메시 조인을 설명한다. S ⋈ R을 처리

하기 해서는 S에 도착하는 각 튜 에 해 

R에서 그와 조인되는 튜 을 찾아 그들 간

의 조인 결과를 출력으로 내보내야 한다. 

메시 조인은 R을 동일한 크기의 블록 B1, 

B2, …, Bm으로 나 다(m은 블록의 개수). 

메시 조인은 S에 새로운 튜 이 도착할 때 마

다 각각을 개별 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w개의 튜 을 모아 이들을 일 으로 처리

한다. 한편 메시 조인은 S에 가장 최근에 도

착한 w․m개의 튜 들을 메모리 장공간 

H에 유지하고 있다. S에 w개의 새로운 튜 이 

도착하면, 메시 조인은 새로 도착한 w개의 

튜 을 H에 추가하고, 가장 오래된 w개의 

튜 을 H로부터 제거한다. 그리고 R의 한 

블록 Bi(1 ≤ i ≤ m)을 메모리에 재한다. 

S에 w개의 새로운 튜 이 도착할 때마다, R

의 블록들은 B1, B2, …, Bm순으로 하나씩 

순차 으로 메모리에 재된다. Bm 다음에는 

다시 B1 차례가 된다. 그 후 메시 조인은 H

에 장되어 있는 S의 튜 들(즉, S에 가장 

최근에 도착한 w․m개의 튜 들)과 재 메

모리에 재된 R의 블록 Bi 간의 조인을 수

행하고, 그 결과를 출력으로 내보낸다.

<Figure 1>은 메시 조인의 수행 를 보

여 다. R은 두 개의 블록 B1, B2로 나뉘어 

있으며, 메모리에는 S에 가장 최근에 도착한 

w․2개의 튜 을 장할 장공간 H가 있다. 

S에 w개의 튜 이 처음으로 새로 도착하면, 

이들을 H에 추가한다. 그리고 R의 첫 블록 

B1을 메모리에 재하여 H와 B1에 포함된 

튜  간의 조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출력

으로 내보낸다. 그 후 S에 w개의 튜 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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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esh Join

로  도착하면, 이들을 H에 추가한다. 그리

고 R의 다음 블록 B2를 메모리에 재하여 

H와 B2에 포함된 튜  간의 조인을 수행하

고, 그 결과를 출력으로 내보낸다. 그 후 S에 

w개의 튜 이 새로  도착하면, 이들을 H

에 새로 추가하고, 가장 오래된 w개의 튜

을 H에서 제거한다. 그리고 R의 첫 블록 B1

을 다시 메모리에 재하여 H와 B1에 포함

된 튜  간의 조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출

력으로 내보낸다. 이 게 조인을 수행하면 S

에 도착한 각 튜 들은 H에 추가되어 H에

서 제거되기 까지 R의 모든 블록 B1, B2

와 한 번씩 조인이 수행됨이 보장된다. 따라

서 S에 w개의 튜 이 새로 도착할 때마다 R

의 블록을 한 번씩만 읽으면 되므로 디스크

에 근하는 비용이 크게 어든다. 그 결과 

S ⋈ R를 매우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다.

최근에는 메시 조인의 성능을 더욱 높이기 

한 몇 가지 방법들이 더 제안되었다. R- 

MESHJOIN은 동일한 양의 메모리를 사용할 

때, R의 블록 수와 H의 튜  수를 최 화하

여 R에 한 디스크 근 비용을 더욱 감소시

키는 방법을 제안하 다[10]. X-hybrid join

은 R의 튜 들  조인 결과에 자주 참여하는 

튜 들을 메모리에 더 오랫동안 유지함으로써, 

R에 한 디스크 근 비용을 더욱 이는 방

법을 제안하 다[11]. 최근에는 X-hybrid join

의 성능을 더욱 개선한 Optimized X-hybrid 

join이 제안되었다[12]. 하지만 메시 조인을 

포함하여 이들 연구는 모두 데이터 스트림 S

와 단일 릴 이션 R과의 연속 조인 질의 S 

⋈ R에 한 것이며, S와 다수의 릴 이션 

R1, R2, …, RN 간의 연속 조인 질의 S ⋈ R1 

⋈ … ⋈ RN에 해서는 언 하지 않고 있다.

2.3 메시 조인을 연속 다  조인에 단순히 

용했을 때의 문제

제 2.2 에서 설명한 메시 조인은 데이터 

스트림 S와 단일 릴 이션 R 간의 연속 조인 

S ⋈ R을 처리하기 해 제안된 기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본 논문에서 다루는 문제인 

연속 다  조인 S ⋈ R1 ⋈…⋈ RN을 해 

특별히 제안된 기법은 찾지 못하 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제안 방법을, 메시 조인

을 연속 다  조인 S ⋈ R1 ⋈…⋈ R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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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Naive Extension of Mesh Join to Processing S ⋈ R1 ⋈ R2

처리에 단순히 용했을 때와 비교한다. 메시 

조인을 연속 다  조인 S ⋈ R1 ⋈…⋈ RN

의 처리에 단순히 용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각 릴 이션 Ri의 블록 수를 B(Ri)라 하자. 

메시 조인으로 S ⋈ R1 ⋈…⋈ RN을 처리

하기 해서는 S에 가장 최근에 도착한 w․

B(R1)․B(R2)․…․B(RN)개의 튜 들을 메

모리 장공간 H에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 각 릴 이션 Ri에 해 그의 블록을 하

나씩 장할 수 있는 장공간이 필요하다.  

S에 w개의 튜 이 새로 도착하면, 새로 도착

한 w개의 튜 을 H에 추가하고, 가장 오래

된 w개의 튜 을 H로부터 제거한다. 그리고 

R1, R2, …, RN 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재 메모리에 재된 그의 블록을 제거하고 

그의 다음 블록을 메모리에 재한다. S에 

w개의 튜 이 새로 도착할 때마다, R1, R2, 

…, RN의 블록들은 각 Ri에서 한 블록씩 뽑

아 만들 수 있는 B(R1)․B(R2)․…․B(RN)

개의 모든 가능한 블록들의 조합이 한 번씩 

나타나도록 하나씩 교체되어 메모리에 재

된다. 그 후 메시 조인은 H에 장되어 있

는 S의 튜 들(즉, S에 가장 최근에 도착한 

w․B(R1)․B(R2)․…․B(RN)개의 튜 들)과 

재 메모리에 재된 R1, R2, …, RN의 블

록들 간의 조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출력

으로 내보낸다. 이 게 조인을 수행하면 S

에 도착한 각 튜 들은 H에 추가되어 H에

서 제거되기 까지 R1, R2, …, RN에서 한 

블록씩 뽑아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블

록들의 조합과 한 번씩 조인이 수행됨이 보

장된다. 

<Figure 2>는 메시 조인을 S ⋈ R1 ⋈ 

R2의 처리에 단순히 용시킨 를 보여 다. 

R1은 두 개의 블록 B1, B2로, R2는 세 개의 

블록 B'1, B'2, B'3로 나뉘어져 있다. 메모리에

는 S에 가장 최근에 도착한 w․2․3 = w․

6개의 튜 을 장할 장공간 H가 있다. S

에 w개의 튜 이 새로 도착할 때마다, 새로 

도착한 튜 을 H에 추가하고, 가장 오래된 

w개의 튜 을 H로부터 제거한다. 그리고 S

에 w개의 튜 이 새로 도착할 때마다, R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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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에서 각각 한 블록씩 뽑아 만들 수 있는 

총 6개의 조합(즉, (B1, B'1), (B1, B'2), (B1, 

B'3), (B2, B'3), (B2, B'2), (B2, B'1))이 한 번

씩 나타나도록 R1과 R2의 블록들  한 블

록씩을 교체하여 메모리에 재한다. 그 후 

메시 조인은 H에 장되어 있는 S의 튜

들(즉, S에 가장 최근에 도착한 w․6개의 

튜 들)과 재 메모리에 재된 R1과 R2

의 블록들 간의 조인을 수행하고, 그 결과

를 출력으로 내보낸다. 이 게 조인을 수행

하면 S에 도착한 각 튜 들은 H에 추가되

어 H에서 제거되기 까지 R1과 R2에서 한 

블록씩 뽑아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블

록들의 조합과 한 번씩 조인이 수행됨이 보

장된다. 따라서 S에 w개의 튜 이 새로 도

착할 때마다 R1과 R2의 블록들  한 블록

씩만 읽어 S ⋈ R1 ⋈ R2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 을 가

진다. (1) 반복되는 조인 연산의 비용 : S에 w

개의 튜 이 새로 도착할 때마다, H에 장된 

w․B(R1)․B(R2)․…․B(RN)개의 튜 들

과 각 릴 이션 R1, R2, …, RN에서 하나씩 

총 N개의 블록들이 매번 모두 조인 연산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조인 연산은 결과 튜

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조건 

수행된다. 이 조인 연산은 S에 w개의 튜 이 

새로 도착할 때마다 매번 수행되므로, 이 조

인 연산에 드는 시간에 의해 서비스율이 제

약을 받게 된다. (2) 메모리 과다 사용 : H에 

장된 S의 튜 들은 R1, R2, …, RN에서 한 

블록씩 뽑아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블록

들의 조합과 한 번씩 조인이 수행되기 까

지는 H에서 제거될 수 없다. 이에 따라 H는 

S에 가장 최근에 도착한 w․B(R1)․B(R2) 

․…․B(RN)개의 튜 들을 장하고 있어

야 한다. 따라서 릴 이션의 크기가 커지거

나 릴 이션의 개수가 많아져서 블록 수가 

증가할수록 요구되는 메모리량이 매우 커지

게 된다.

3. 제안 방법

3.1 개요

제안 방법은 S에 w개의 튜 이 새로 도착

할 때마다, 메모리에 재된 R1, R2, …, RN의 

블록들을 모두 조인에 참여시키는 신 R1, 

R2, …, RN과의 조인을 단계 으로 수행한다. 

제안 방법은 S에 w개의 튜 이 새로 도착하

면, 제 2.2 에서 설명한 메시 조인을 사용하

여 S와 R1 간의 조인을 수행하고 그의 결과

를 스트림 S1으로 내보낸다. 이후 S에 w개의 

튜 이 계속해서 새로 도착하여 비로소 S1

에 새로 도착한 튜 이 w개가 되면, 제안 

방법은 S에 w개의 튜 이 새로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메시 조인을 사용하여 S1

과 R2 간의 조인을 수행하고 그의 결과를 

스트림 S2로 내보낸다. 이후 S에 w개의 튜

이 계속해서 새로 도착하여 비로소 S2에 

새로 도착한 튜 이 w개가 되면, 제안 방법

은 메시 조인을 사용하여 S2과 R3 간의 조

인을 수행하고 그의 결과를 스트림 S3로 내

보낸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여, 이후 S에 

w개의 튜 이 계속하여 새로 도착하여 SN-1

과 RN 간의 조인이 수행되면 그의 결과가 

최종 질의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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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xample of the Proposed Method

<Figure 3>는 제안 방법으로 연속 다  

질의 S ⋈ R1 ⋈ R2를 처리하는 를 보여

다. <Figure 2>에서와 마찬가지로 R1은 

두 개의 블록 B1, B2로, R2는 세 개의 블록 

B'1, B'2, B'3로 이루어져 있다. 메모리에는 

S에 가장 최근에 도착한 w․2개의 튜 을 

장할 장공간 H1이 있다. S에 w개의 튜

이 새로 도착하면, 메시 조인과 같이 S에 

새로 도착한 튜 을 H1에 추가하고, 가장 오

래된 w개의 튜 을 H1로부터 제거한다. 그

리고 재 메모리에 재된 R1의 블록을 그

의 다음 블록으로 교체한다. 그 후 H1과 

재 메모리에 재된 R1의 블록에 포함된 튜

 간의 조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 

스트림 S1으로 내보낸다. 따라서, S1은 연속 

조인 질의 S ⋈ R1의 결과를 나타내는 스트

림으로 볼 수 있다. 한 메모리에는 S1에 가

장 최근에 도착한 w․3개의 튜 을 장할 

장공간 H2가 있다. 이후 S에 w개의 튜

이 계속해서 새로 도착하여 비로소 S1에 새

로 도착한 튜 이 w개가 되면, 메시 조인과 

같이 S1에 새로 도착한 튜 을 H2에 추가하

고, 가장 오래된 w개의 튜 을 H2로부터 제

거한다. 그리고 재 메모리에 재된 R2의 

블록을 그의 다음 블록으로 교체한다. 그 후 

H2와 재 메모리에 재된 R2의 블록에 포

함된 튜  간의 조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최종 질의 결과로 내보낸다. 이 게 조인을 

수행하면 S에 도착한 각 튜 들은 R1의 모

든 블록 B1, B2와 각각 한 번씩 조인이 수행

됨이 보장되며, S1에 도착한 각 튜 들(즉, S 

⋈ R1의 결과에 포함된 각 튜 들)은 R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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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otations for the Cost Model

Notation Meaning

N Number of disk-based relations

Cremove Cost of removing a tuple from H  

Cinsert Cost of inserting a tuple to H

Cread Cost of reading a block from a disk-based relation

Chash Cost of probing a hash table H

B Size of a block(in bytes)

v(Ri) Size of a tuple of Ri(in bytes)

v(Si) Size of a tuple of Si(in bytes)

σ(Ri) The selectivity of Ri

f The fudge factor of the hash table implementation

모든 블록 B'1, B'2, B'3와 각각 한 번씩 조

인이 수행됨이 보장된다. 따라서 S  ⋈ R1 ⋈ 

R2의 결과가 올바르게 출력됨이 보장된다.

이 게 단계 인 방식으로 연속 다  조인

을 처리하면, 메시 조인을 단순히 용할 때

에 비해 S에 w개의 튜 이 새로 도착할 때

마다 수행되어야 하는 조인의 비용을 크게 

일 수 있다. 즉, S에 w개의 튜 이 새로 

도착할 때마다 S에 가장 최근에 도착한 w․

B(R1)․B(R2)․…․B(RN)개의 튜 들과 각 

릴 이션 R1, R2, …, RN에서 하나씩 총 N

개의 블록들을 매번 모두 조인하는 신, S

에 가장 최근에 도착한 w․B(R1)개의 튜 들

과 R1의 한 블록 간의 조인만 수행하면 된다. 

그 결과로 만약 Si(i = 1, 2, …, N-1)에 새

로 도착한 튜 의 개수가 w개가 되는 경우

에만 비로소 Si에 가장 최근에 도착한 w․

B(Ri+1)개의 튜 들과 Ri+1의 한 블록 간의 

조인이 수행된다. 따라서 S에 w개의 튜 이 

새로 도착할 때마다 수행되어야 하는 조인의 

비용이 크게 감소되어 서비스율이 크게 향상

된다. 한 S에 가장 최근에 도착한 w․B 

(R1)․B(R2)․…․B(RN)개의 튜 들을 메

모리에 유지하는 신, R1, R2, …, RN에 해 

각각 w․B(R1), w․B(R2), …, w․B(RN)

개씩 총 w․B(R1) + w․B(R2) + … + w․B 

(RN)개의 튜 들만 메모리에 유지하면 된다. 

이에 따라 메시 조인을 단순히 용할 때에 

비해 요구되는 메모리양도 크게 어든다.

3.2 제안 방법의 분석

본 에서는 연속 다  조인 S ⋈ R1 ⋈ … 

⋈ RN의 처리에 메시 조인을 단순하게 용한 

방법(제 2.2 에서 설명)과 제안 방법(제 3.1

에서 설명)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해 두 

방법의 (1)서비스율과 (2)메모리 사용량을 비교

한다. 편의를 해 제안 방법을 PL(Pipelined 

Join), 제 2.2 에서 설명한 방법을 MESH로 

각각 표기한다. <Table 1>은 아래 분석에서 

사용할 기호들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1>

에서 σ(Ri)는 Ri의 체 튜  에서 S의 튜

과 조인이 이루어지는 튜 들의 비율을 나

타내며, [0, 1]사이의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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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두 방법의 서비스율을 비교한다. 서

비스율은 연속 조인 질의 처리 기법에 의해 

당 처리되는 데이터 스트림 S의 튜  수를 

의미한다. MESH에서 S에 새로 도착한 w개

의 튜 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CMESH

라 하면 MESH의 서비스율은 MESH = w/ 

CMESH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CMESH는 

다음과 같이 각 세부 연산에 걸리는 시간의 

총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첫 번째 항(w․Cinsert)은 S에 새로 도착한 w

개의 튜 을 H에 추가하는 비용이다. 두 번

째 항(w․Cremove)는 가장 오래된 w개의 튜

을 H로부터 제거하는 비용이다. 세 번째 항

(Cread)는 R1, R2, …, RN의 블록들  하나

를 디스크로부터 읽어 메모리에 재하는 비

용이다. 마지막 네 번째 항은 H에 장되어 

있는 튜 들과 재 메모리에 재된 R1, R2, 

…, RN의 블록들 간의 조인 비용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이 조인 연산을 빠르게 수행

하기 해, H를 그에 장되어 있는 튜 들

이 조인 애트리뷰트 값으로 해시되어 있는 

해시 테이블의 형태로 유지하며, H의 튜

들과 재 메모리에 재된 R1, R2, …, RN

의 블록들 간의 조인을 해시 조인으로 처리

한다. 이 경우 메모리에 재된 각 Ri의 블록

에는 B/v(Ri)개 만큼의 튜 이 있으므로 이들

을 각각 해시하여 조인하는 비용은 B/v(R1) 

+ B/v(R2) + … + B/v(RN)에 비례한다. 

반면에 PL에서 S에 새로 도착한 w개의 튜

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CPL이라 하면, 

PL의 서비스율은 PL = w/CPL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CPL은 다음과 같다.

  ⋅⋅











⋅⋅











⋅











⋅








⋅






첫 번째 항은 S, S1, S2, …, SN-1 각각에 새로 

도착한 튜 들을 각각 H1, H2, …, HN에 추가

하는 비용이다. S에 w개의 튜 이 새로 도착

하면, H1에는 w개의 튜 이 추가된다. 그 결

과 H1과 R1의 한 블록이 조인되면, H1에는 

w․B(R1)개의 튜 이 있고, R1에서는 총 B 

(R1)개의 블록  하나가 조인에 참여하는 것

이므로 평균 으로 w․B(R1)․(1/B(R1))․

σ(R1) = w․σ(R1)개의 튜 이 S1에 새로 도

착한다. 결국 H2에는 평균 으로 w․σ(R1)개

의 튜 이 추가된다. 이와 같이 계산하면, S에 

w개의 튜 이 새로 도착할 때마다 각 Hi(i = 

2, 3, …, N)에는 평균 으로 w․σ(R1)․σ

(R2)․…․σ(Ri-1)개의 튜 이 추가된다. 따

라서 H1, H2, …, HN에 새로운 튜 들을 추가

하는 비용을 다 더하면 첫 번째 항과 같이 된다. 

두 번째 항은 각 H1, H2, …, HN에서 추가된 

튜 의 개수만큼 가장 오래된 튜 을 제거하

는 비용이며, 첫 번째 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세 번째 항은 R1, R2, …, RN 

각각에 해 다음 블록을 디스크에서 읽어 메

모리에 재하는 비용이다. S에 w개의 튜 이 

도착하면, R1에서는 한 개의 블록을 읽어 메모

리에 재한다. 하지만 이 때 S1에는 평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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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w․σ(R1)개의 튜 이 도착하므로, R2에서

는 평균 으로 σ(R1)개의 블록을 읽는다. 이

와 같이 계산하면, Ri(i = 2, 3, …, N)에서는 

평균 으로 σ(R1)․σ(R2)․…․σ(Ri-1)개의 

블록을 읽는다. 따라서 R1, R2, …, RN 각각에 

해 다음 블록을 디스크에서 읽어 메모리에 

재하는 비용을 다 더하면 세 번째 항과 같이 

된다. 마지막 네 번째 항은 H1, H2, …, HN와 

재 메모리에 재된 R1, R2, …, RN의 한 블

록씩을 각각 조인하는 비용의 총합이다. 에

서 설명한 로 해시 조인을 사용하면, Hi와 Ri의 

한 블록을 조인하는 비용은 Chash․(B/v(Ri))

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Hi와 Ri의 한 블

록 간의 조인은 Si-1에 새로 도착한 튜 이 w

개가 되었을 때만 한 번씩 수행되는 것이고, S

에 w개의 튜 이 도착했을 때 Si-1에 새로 도

착하는 튜 의 수는 평균 으로 w․σ(R1)․

σ(R2)․…․σ(Ri-1)이므로, S에 w개의 튜

이 새로 도착했을 때 발생하는 Hi와 Ri의 한 

블록 간의 조인 비용은 평균 으로 Chash․(B/ 

v(Ri))․σ(R1)․σ(R2)․…․σ(Ri-1)이 된다. 따

라서 이를 다 더하면 네 번째 항과 같이 된다.

앞서 분석한 CMESH와 CPL을 비교하면, PL

에서 H1, H2, …, HN에 튜 을 추가하고 제거

하는 비용의 합은 MESH에서 H에 튜 을 추

가하고 제거하는 비용에 비해 비교  크다. 

한 PL은 MESH에 비해 R1, R2, …, RN에서 

블록을 읽어들이는 비용이 더 크다. 하지만 이 

비용은 제 4장에서 보일 바와 같이 체 비용

에서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며, 부분은 조

인을 수행하는 비용이 차지한다. 더우기 이 비

용은 σ(R1), σ(R2), …, σ(RN)의 값이 작아질 

수록 PL과 MESH 간의 차이가 격히 어

든다. 즉, CPL의 식에서 1+∑   ∏  

≈이 된다. 특히 체 비용에서 부분을 차

지하는, S에 w개의 튜 이 도착할 때마다 수

행되는 조인의 비용을 비교하면, MESH에서

는 매번 모든 Ri에서 항상 B/v(Ri)개의 튜

들이 조인에 참여한다. 반면에 PL에서는 R1

을 제외한 각 Ri(i = 2, 3, …, N)에서 평균

으로 (B/v(Ri))․σ(R1)․σ(R2)․…․σ(Ri-1)

개 만큼의 튜 들만이 조인에 참여한다. 따라

서 PL은 MESH에 비해 더 은 비용으로 조

인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은 두 방법의 메모리 사용량을 비교한다. 

먼  MESH의 메모리 사용량 MMESH는 다

음과 같다.

 ⋅⋅

⋅⋅⋅






첫 번째 항(N․B)은 각 릴 이션 R1, R2, 

…, RN의 블록을 하나씩 재하는데 필요한 

메모리 사용량이다. 두 번째 항(w․v(S))은 

S에 가장 최근에 도착한 w개의 튜 을 장

하는데 필요한 버퍼의 크기를 나타낸다. 마지

막 항은 S에 가장 최근에 도착한 w․B(R1) 

․B(R2)․…․B(RN)개의 튜 을 장하는 

메모리 장공간 H의 크기를 나타낸다(f는 

해시 테이블 구  방법에 따라 튜  하나 당 필

요한 실제 공간의 비를 나타내는 상수이다).

반면에 PL의 메모리 사용량 MPL는 다음

과 같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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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항(N․B)은 각 릴 이션 R1, R2, 

…, RN의 블록을 하나씩 재하는데 필요한 

메모리 사용량이다. 두 번째 항은 데이터 스

트림 S, S1, …, SN-1 각각에 해 가장 최근

에 도착한 w개의 튜 을 장하는데 필요한 

버퍼 크기의 총합을 나타낸다. 마지막 항은 

장공간 H1, H2, …, HN의 크기의 총합을 

나타낸다.

따라서 PL은 MESH에 비해 S1, S2, …, 

SN-1 각각에 해 가장 최근에 도착한 w개의 

튜 을 장하기 한 버퍼가 부가 으로 필

요하다. 하지만 MESH에서는 H가 B(R1)․

B(R2)․…․B(RN)에 비례하는 메모리를 사

용하는 반면, PL는 H1, H2, …, HN이 B(R1) 

+B(R2) + … +B(RN)에 비례하는 장공간만

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총 메모리 사용량을 

크게 임을 알 수 있다.

4. 성능 평가

4.1 실험 환경  방법

본 에서는 PL와 MESH의 성능을 비교

하기 한 실험 환경  방법을 기술한다. 두 

방법의 성능을 비교하기 해 사용한 데이터

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 스트림과 조인되는 

디스크 기반 릴 이션의 개수는 3, 4, 5, 6개

로 증가시켜가며 실험을 수행하 다. 한 주

어진 릴 이션의 개수에 해, 각 릴 이션의 

조인 선택도 는 블록 수를 변화시켜가며 실

험을 수행하 다. 6개 릴 이션의 조인 애트

리뷰트 도메인은 각각 [1, 7.2×105], [1, 3.0× 

105], [1, 4.8×105], [1, 5.0×105], [1, 6.0×105]

으로 하 으며, 각각 균등 분포(uniform dis-

tribution)로 값을 생성하 다. 모든 릴 이션

의 튜  하나의 크기는 400bytes로 동일하게 

하 으며, 한 블록에는 2000개의 튜 이 들어

가도록 하 다. 데이터 스트림에 도착하는 튜

의 조인 애트리뷰트 값은 주어진 각 릴 이

션의 선택도(selectivity)에 맞게 생성하 다. 

실험은 Windows 7 운 체제 환경에서 CPU

가 Intel Core i7-2600이고 메모리가 4GB인 

컴퓨터에서 수행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PL와 MESH의 성능을 서

비스율과 메모리 사용량 두 가지 척도로 측

정하 다. 서비스율은 당 처리된 데이터 

스트림의 튜  수로써, 각 방법을 10분간 수

행하고 첫 1분 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9

분 동안 처리된 데이트 스트림 튜  수를 총 

수행 시간(9분)으로 나 어 구하 다. 메모

리 사용량은 각 방법이 수행될 때 사용한 메

모리의 총량으로서, Windows 작업 리자의 

리소스 모니터를 사용하여 직  측정하 다. 

각 척도에 해 릴 이션의 개수가 각각 3, 

4, 5, 6개일 때, 각 릴 이션의 조인 선택도 

는 블록 수를 변화시켜가면서 실험을 수행

하 다.

4.2 실험 결과

<Figure 4>는 릴 이션의 개수가 각각 3, 

4, 5, 6개일 때 각 릴 이션의 조인 선택도를 

변화시켜가면서 PL과 MESH의 서비스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가로축은 각 릴 이션들의 

조인 선택도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당 처

리된 데이터 스트림의 튜  수(tuples/sec)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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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ervice Rate for Varying Selectivity

<Figure 4>에서 볼 수 있듯이 PL은 모든 

경우에 해 MESH보다 훨씬 높은 서비스 

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제 3.2 에서 

분석한 것처럼, PL은 MESH에 비해 S에 w

개의 튜 이 도착할 때마다 수행되는 조인 

연산의 비용이 더 기 때문이다. 한 조인 

선택도가 감소할수록 서비스 처리율이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조인 선택도가 

감소할수록 S에 w개의 튜 이 도착했을 때

마다 수행되는 조인 연산의 비용이 어들기 

때문이다. 즉, PL에서는 조인 선택도가 감소

할수록 S ⋈ R1 ⋈ … ⋈ Ri의 수행 결과 다

음 Si로 유입되는 결과 튜 의 수가 큰 폭으

로 감소하여, R2, R3, …, RN의 블록이 조인에 

참여하는 빈도 수가 크게 어든다. 따라서 

조인 선택도가 감소할수록 더 많은 입력 스

트림 튜 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MESH에

서도 조인 선택도가 감소할수록 H와 R1, R2, 

…, RN의 한 블록씩 간의 조인 결과를 만들

어 내는 비용이 어들어 체 인 조인 비

용이 감소한다. 하지만 그에 따른 감소 폭은 

PL에 비해 매우 작다.

<Figure 5>는 릴 이션의 개수가 각각 3, 

4, 5, 6개일 때, 각 릴 이션의 블록 개수를 

증가시키면서 PL과 MESH의 메모리 사용량

을 측정한 결과이다. 가로축은 릴 이션들의 

블록 수를 모두 더한 값을 나타내며, 세로축

은 총 메모리 사용량(GB)를 나타낸다. 6개 

릴 이션의 기 블록 개수는 각각 10, 4, 7, 

7, 10, 8개로 하 으며, 동일한 비율을 유지

하며 각각을 증가시켰다. 제 3.2 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두 방법 모두 블록 수가 증가할수

록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MESH의 메모리 사용량은 각 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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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emory Usage for Varying Number of Blocks

션의 블록 수의 곱에 비례하여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PL의 메모리 사용량은 각 릴

이션의 블록 수의 합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상 으로 거의 변화하지 않는 것처

럼 보인다. 특히 릴 이션의 개수가 5개이고 

블록 수의 총합이 266개 이상일 때와 릴 이

션의 개수가 6개이고 블록 수의 총합이 116

개 이상일 때는 MESH에서 메모리 오버

로우가 발생하여 수행이 불가능하 다. 이로

부터 제안 방법은 기존 방법에 비해 서비스

율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메모리 사용량을 

큰 폭으로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은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자상거래 

데이터 스트림과 다수의 디스크 기반 릴 이

션 간의 연속 다  조인을 효율 으로 처리

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방법은 데

이터 스트림에 튜 들이 도착할 때마다 수행

되어야 하는 조인 연산의 비용을 여 서비

스율을 향상시켰다. 한 메모리에 장하고 

있어야 하는 데이터 스트림의 튜  수를 

여 메모리 사용량도 크게 감소시켰다. 그리고 

기존의 방법을 연속 다  조인 질의의 처리

에 단순하게 용했을 때와 제안 방법을 서

비스율과 메모리 사용량 측면에서 비교 분석

하 다. 마지막으로 실험을 통해, 제안 방법

이 기존 방법에 비해 서비스율과 메모리 사

용량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보 다.

본 연구에서는 릴 이션들이 모두 하나의 

디스크 내에 장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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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릴 이션들이 다수의 컴퓨터에 분산

되어 장되어 있는 경우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규모의 릴 이션들이 분산되어 

장되어 있는 경우는 네트워크 송 비용, 

근 비용 등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 추후

로는 이 게 다수의 컴퓨터에 분산된 릴

이션을 고려한 연속 조인 처리 기법을 연구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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