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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다양한 응용에서 실시간으로 발행하는 이벤트들을 신속하고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해 복합 이벤

트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기존 복합 이벤트 처리 연구는 연산자의 유사성과 복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연산과 많은 메모리를 소비하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유사 연산과 복 연산을 고려한 효율 인 복합 이벤트 처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

은 동일한 기본 이벤트들이 유사한 연산을 가지면 그 연산들을 하나의 가상 연산자로 결합한다. 복된 

연산을 가질 경우에는 우선 하나의 연산만을 처리하고 이후에 같은 연산이 나오면 먼  처리된 연산의 

결과를 이용하여 처리한다. 기존 기법과의 성능 비교를 통하여 체 연산 처리량 측면에서 제안하는 기법

의 성능이 우수함을 보인다.

■ 중심어 :∣스트림 데이터∣복합 이벤트 처리∣유사 연산∣중복 연산∣

Abstract

Recently, a complex event processing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quickly and efficiently 

process real-time events in various applications. Since the existing complex event processing 

schemes do not consider the similarity and duplication of operators, they perform a lot of 

computations and consume memory. To solve such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an efficient 

complex event processing scheme considering similar operators and duplication operations. 

When the same primitive events have similar operations, the proposed scheme combines them 

into one virtual operator. For duplicated operations, the proposed scheme processes only one of 

them first, and then processes the others using the results of the already processed operation 

when the same operation is subsequently performed. It is shown through performance 

comparison that the proposed scheme outperforms the existing scheme in terms of the whole 

operation through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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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업 환경에서 문제 해결

을 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민첩한 응을 수행하기 

해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한 실시간 감지와 모니터링

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부분의 기업들은 

격하게 증가하는 기업 내외의 량의 이벤트들을 신속

하고 효율 으로 처리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많은 기업에서 복합 이벤트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복합 이벤트 처리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이벤트들을 탐지하고 리하기 해 

필요한 기술로 여러 소스로부터 발생한 이벤트를 분석

하고 의미 인 정보를 제공한다[1][2]. 를 들어, 실시

간으로 변하는 온도, 습도, 기상정보 데이터를 수집하여 

CRM과 치 정보를 기반으로 취향을 고려하여 음식

, 음료, 제품등 사용자의 기상정보와 고객의 정보에 

따른 의미 있는 고 서비스를 빠른 시간 안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복합 이벤트 처리의 목표는 의미 있는 이벤트를 도출

하고 이러한 결과에 해 가능한 민첩하고 유연하게 

응하는 것이다. 복합 이벤트 처리에서 이벤트는 단순 

이벤트와 복합 이벤트로 구성된다. 단순 이벤트는 하나

의 이벤트로 표 되며, 복합 이벤트는 단순 이벤트들의 

조합으로 표 된다. 복합 이벤트에 한 처리는 재 

많은 기업에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연구는 아직 

기 단계인 상태이다. 한 격하게 발생하는 량의 

복합 이벤트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에 필요성이 두

되면서 이에 따라 복합 이벤트에 한 분석과 처리에 

드는 비용을 이는 것에 한 연구가 핵심 세부 주제 

연구로 두되고 있다[3]. 

기존의 복합 이벤트 처리 연구는 오토마타 기법을 사

용한 SASE 알고리즘과 복합 이벤트의 패턴을 그래  

형태로 구성하여 이벤트를 처리하는 RCEDA가 표

이다. SASE는 오토마타 형태로 비즈니스 이벤트를 표

하며, 각각의 비즈니스 이벤트는 스택에 기본 이벤트

를 장하고 발생된 시간에 따라 포인터를 연결하는 구

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기본 이벤트로 구성

되어 있는 이벤트도 복 장하여 체 처리량이 증가

한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4][5]. RCEDA는 복합 이

벤트의 패턴을 그래  형태로 구성하고 모든 기본 이벤

트들을 그래 의 상  노드로 달하여 조건을 비교하

는 연산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이다[6]. 하지만 유사한 연

산을 가지는 기본 이벤트들이 들어오게 되면 각 이벤트

에 한 연산을 개별 으로 처리하게 되어 연산량이 증

가한다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유사 연산

과 복 연산을 고려한 효율 인 복합 이벤트 처리 기

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복합 이벤트의 체 

연산량을 감소시키기 해 복합 이벤트를 이루는 기본 

이벤트들이 유사 연산을 가질 경우와 복 연산을 가질 

경우를 고려한다. 동일한 기본 이벤트들을 가지는 유사 

연산자의 경우는 각 연산자를 하나의 가상 연산자로 표

한다. 가상 연산자를 생성함으로써 유사한 연산을 개

별 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연산량을 감소시킨다. 

복된 연산자를 가질 경우는 하나의 연산만 우선 처리

하여 그 결과를 나머지 연산자의 상 로 달한다. 따

라서 동일한 연산을 반복 으로 처리하지 않고 한 번만 

수행 가능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연구

에 한 설명을 하고 그 문제 을 기술한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에 해 상세히 기술하고, 4장에서는 제

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한 성능평가를 수

행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에 

해 기술한다.

 

Ⅱ. 관련연구
SASE는 SSC(Sequence Scan and Construction)연

산, Selection 연산, WITHIN 연산 그리고 NG(Negation) 

연산을 수행한다[4][5]. SSC 연산은 이벤트를 오토마타

의 형태로 구성하고 발생하는 이벤트를 순차 인 스캔

을 통하여 스택에 장한다. 그리고 기본 이벤트의 순

차 인 발생에 따라 오토마타의 상태를 변화 시킨다. 

이때, 오토마타의 상태가 최종 단계에 도달하면 스택을 

역으로 탐색하며 후보 집합을 구성한다. 그리고 Selection 

연산, Window 연산이 만족하는지 검사하고 Negation 

연산을 통해 발생하지 않은 데이터를 처리하여 모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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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만족하면 복합 이벤트를 처리한다.  SASE는 동일

한 기본 이벤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벤트도 각각의 기본 

이벤트를 장하고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유사한 연

산과 복된 연산을 처리하는데 장 공간을 개별 으

로 후보 집합을 검출하기 해 스택의 장 공간에 

복으로 검색 하게 되어 체 연산량이 증가한다는 문제

이 있다.

RCEDA는 비즈니스 이벤트를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한 정의 규칙과 처리 방안이다[6]. [표 1]은 기본 이벤

트인 과 에 한 복합 이벤트의 연산자들을 나타

낸다. RCEDA는 [표 1]과 같은 복합 이벤트 연산자를 

사용하여 복합 이벤트들을 트리로 나타낸다. 트리의 하

 노드는 기본 이벤트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상  노

드에는 이벤트를 처리하기 한 연산자로 구성되어있

다. 단말노드의 이벤트가 조건에 부합하면 상  노드의 

연산자로 이동하게 되어 최상의 노드의 연산에 부합하

는 조건이면 복합 이벤트를 검출한다. 그리고 NOT(¬) 

연산일 경우에는 해당 연산자에서 이벤트를 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상 에 가상 노드를 만들어서 하 의 

NOT 연산자에서 가상 노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  노드로 달한다. RCEDA는 비즈니스 이벤트를 

그래 의 형태로 등록하고 발생하는 모든 기본 이벤트

는 그래 의 상  노드로 달되어 비즈니스 이벤트 처

리를 수행한다. 이는 발생하는 기본 이벤트의 수가 증

가함에 따라 연산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단 이 있다. 

연산자 의미

∨   또는  발생
∧  와 가 동시에 발생


가 발생하고 가 
순차적으로 발생

   가 연속적으로 발생 

 ττ  시간부터  시간까지 
가 연속적으로 발생 

ττ 가 발생한 후, 
 시간부터  시간까지 가 발생

  가 τ 시간마다 발생

표 1. 복합 이벤트 연산자

비트맵 인덱스 기반 복합 이벤트 처리 기법은 이벤트

의 발생 유무에 따라 트리거를 사용하여 복합 이벤트를 

처리한다[7]. 복합 이벤트를 구성하는 모든 이벤트가 발

생하지 않아도 부분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에 해 계속 

연산을 수행하여 많은 연산을 수행하고 많은 메모리를 

소비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비트맵 인덱스 

기반 복합 이벤트 처리 기법은 용량의 스트림 데이터

에서 발생한 모든 이벤트를 처리하지 않고 응용 계층에

서 등록한 복합 이벤트를 구성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시

에만 복합 이벤트를 처리한다. 하지만 동일한 기본 이

벤트로 이루어진 복합 이벤트의 경우 연산자에 한 고

려가  없기 때문에 연산량이 크게 감소하지 못한다

는 문제 이 있다.

처리 필터링을 용한 효율 인 RFID 비즈니스 이

벤트 검출 기법은 이벤트가 발생하는 최소 조건을 만족 

하지 못하는 경우에서도 계속 인 검사를 수행하기 때

문에 연산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최

소조건을 정의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복합 이

벤트를 검출하는 연산을 한다. 복합이벤트를 그리드 색

인에 등록하고 질의 색인과 비트맵을 사용하여 복합 이

벤트를 검출한다. 하지만 유사한 연산을 가지는 복합 

이벤트는 비트맵에 장된 이벤트를 탐색이 복되기 

때문에 연산량이 많아지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8]. 

이벤트 스트림 질의 처리 성능을 개선하기 한 질의 

처리 자동화 도구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질의를 분석

하여 성능에 나쁜 향을 미치는 패턴의 질의로 정되

면 즉각 으로 수정을 통해서 질의 처리도구가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향상된 성능의 질의로 변경하여 

수행한다 하지만 질의 처리 자동화 도구는 Esper 

Reference에 소개된 Performance Tips을 참조하 기 

때문에 질의처리도구가 Esper인 경우에만 해당되어 처

리도구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이 있다[9]. 

[표 2]는 기존의 연구들의 문제 을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기법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기존 연구

들은 유사한 연산을 하나로 공유하여 이벤트들을 처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한 패턴의 연산을 가지는 이벤

트들을 개별 으로 처리하여 연샨량이 증가한다는 문

제 이 있다. 한 동일한 기본 이벤트를 가지는 복

된 연산의 경우에 한 고려가 없다. 이로 인해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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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논문 문제

SASE 유사한 연산과 중복된 연산을 처리하는데 저장 공간을 개별적으로 후보 집합을 검출하기 위해 스택의 저장 공간에 중복
으로 검색 하게 되어 전체 연산량이 증가

RCEDA 유사, 중복연산이 발생이 많아짐에 따라 이벤트의 수가 증가하여 연산들을 각자 개별적으로 처리 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단점

비트맵 인덱스 기반 복합 이벤트 
처리 기법 동일한 기본 이벤트로 이루어진 복합 이벤트의 경우 연산자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음.
전처리 필터링을 적용한 효율적
인 RFID 비즈니스 이벤트 검출 
기법

유사한 연산을 가지는 복합 이벤트는 비트맵에 저장된 이벤트를 탐색이 중복되기 때문에 연산량이 많아지는 문제점

이벤트 스트림 질의 처리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질의 전처리 자동
화 도구

질의전처리 자동화 도구는 Esper Reference에 소개된 Performance Tips을 참조하였기 때문에 질의처리도구가 Esper
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문제점

표 2. 기존 방법의 문제점 

그림 1. 전체적인 처리 과정

데이터 스트림에서 복합 이벤트를 처리하는데 연산이 

크게 증가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이벤트를 처리하지 못

하여 시간이 지연된다는 문제 이 발생한다. 따라서 복

합 이벤트를 이루는 기본 이벤트들이 유사 연산과 복 

연산을 가질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체 연산량을 이

는 연구가 필요하다.

Ⅲ. 제안하는 복합 이벤트 처리 기법

1. 개요 
기존 연구들은 복합 이벤트의 유사 연산과 복 연산

을 각각 처리하여 연산량이 증가한다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연산량을 감소시켜 량의 복합 이벤트를 신속

하게 처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으로 량의 스트림 이벤트가 들어오는 환경에서 동일

한 기본 이벤트들의 유사 연산과 복 연산을 각각 처

리함으로써 연산량을 인다. 동일한 기본 이벤트들이 

유사 연산을 가질 경우 그 유사 연산들을 하나의 가상 

연산으로 결합하고, 복 연산을 가질 경우 한 번의 연

산만 수행하고 수행된 결과를 나머지 같은 연산들의 상

로 달시킨다. 유사 연산과 복 연산을 고려함으로

써 량의 복합 이벤트의 체 연산량을 감소시킨다. 

[그림 1]은 제안하는 기법의 체 인 처리 과정을 

나타낸다. 체 인 처리 과정은 크게 사용자가 복합 

이벤트 질의를 내리면 이를 등록하고, 복합 이벤트를 

구성하는 기본 이벤트들에 한 유사 연산과 복 연산

을 검출하며, 검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복합 이벤트 질

의를 처리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사용자가 질의를 등

록하게 되면 복합 이벤트를 트리로 나타낸 뒤 기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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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트와 연산자, 이후의 연산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복합 

이벤트 정보 테이블로 생성한다. 생성된 복합 이벤트 

정보 테이블의 정보를 이용하여 동일한 기본 이벤트들

에 한 유사 연산과 복 연산을 검출한다. 유사 연산 

검출을 한 후 가상 연산 테이블을 생성하여 그 결과를 

장한다. 복 연산 검출 결과는 복합 이벤트 정보 테

이블에 결과를 입력하여 두 연산에 한 결과 정보인 

기본 이벤트 발생 시 어느 연산을 수행하고 이후 연산

이 무엇인지를 해시 테이블을 구성하여 장한다. 이후 

기본 이벤트들이 입력되면 생성된 해시 테이블 정보를 

이용하여 유사 연산, 복 연산, 일반 연산에 한 복합 

이벤트 처리를 수행한다.

2. 복합 이벤트 등록 
사용자가 입력하는 복합 이벤트 질의는 기본 이벤트

와 연산에 한 정보로 구성된 트리로 변환하기 해 

복합 이벤트 정보 테이블을 생성한다. 복합 이벤트 질

의는 [그림 2]와 같이 트리로 표 하며 기본 이벤트들

과 연산자들로 구성된다. 연산을 구성하는 기본 이벤트

는 하  노드에 구성하고, 연산자는 기본 이벤트의 상

 노드에 구성하여 하나의 트리로 표 한다.

그림 2. 복합 이벤트 질의의 트리 표현: (a) E= ∨, 
(b)E=∧ , (c)E= ,(d)E= ,
(e)E= ,(f)E=ττ , 
(g)E=ττ 

[그림 3]은 복합 이벤트 질의인 ⋁
⋁ ⋁⋁ ⋁∧
  를 트리 구조로 나타낸 것이다. 복합 

이벤트가 등록이 되면 기본 이벤트와 연산의 순서를 논

리 으로 표 하기 해 트리 구조로 장한다. 트리 

구조를 통해  순회를 이용하여 기본 이벤트와 연산

의 주소를 악한다. 연산의 주소는 1∼9와 같이 숫자

로 표 한다.

그림 3. 복합 이벤트 질의를 트리 구조로 표현

3. 유사 및 중복 연산 검출 
복합 이벤트를 구성하는 기본 이벤트들  동일한 기

본 이벤트들로 이루어진 유사 연산 는 복 연산을 

검출함으로써 연산량이 증가하는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 동일한 기본 이벤트를 가지는 유사 연산의 경우, 

그 연산들을 하나의 가상 연산으로 결합하여 한번의 연

산만 수행하기 때문에 연산량을 일 수 있다. 만약 유

사 연산들이 시간 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면, 가상 연산

으로 결합될 때 각 시간 조건을 각 연산에 그 로 반

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기본 이벤트들의 유사 연산의 의미

를 정의한다. [표 3]은 동일한 기본 이벤트들에 한 유

사 연산들을 하나의 가상 연산으로 정의한 것을 나타낸

다. 과 로 이루어진 ∨(OR) 연산과 ∧(AND) 연산

은 유사 연산인 가상 연산 OA를 의미하며, 두 개의 

;(SEQ) 연산의 경우는 가상 연산 SS로 정의된다. ∨

(OR) 연산과 ;(SEQ) 연산의 경우는 가상 연산 OS로 정

의된다. 

가상 연산 유사 연산

OA ∨
(OR)

∧
(AND)

SS ;
(SEQ)

;
(SEQ)

OS ∨
(OR)

;
(SEQ)

표 3. 동일한 기본 이벤트들에 대한 유사 연산

가상 연산 OA의 경우, ∨(OR) 연산은   는 가 

발생하는 연산이고, ∧(AND) 연산은 과 가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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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생하는 연산이다. 두 연산은 와 가 발생하는 

순서는 상 이 없다. [그림 4]는 가상 연산 OA의 생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OR) 연산은 이 발생하면 

상  노드로 발생 유무를 달하고, ∧(AND) 연산은 

이 먼  발생하고 가 발생했을 경우 수행이 가능

하다. 따라서 이 두 연산을 유사 연산이라고 정의하

다.

그림 4. 가상 연산 OA의 생성

가상 연산 SS의 경우, 첫 번째의 ;(SEQ) 연산은 가 

발생한 후 이 발생하는 연산이고, 두 번째의 ;(SEQ) 

연산은 가 발생한 뒤 가 발생하는 연산이다. [그림 

5]는 가상 연산 SS의 생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SEQ) 연산을 이루는 두 기본 이벤트  먼  발생하

는 기본 이벤트가 동일할 경우, 먼  발생하는 기본 이

벤트를 기 으로 이후에 발생하는 기본 이벤트가 발생

한다. 따라서 먼  발생하는 기본 이벤트가 같은 두 개

의 ;(SEQ) 연산이 있으면 그 기본 이벤트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연산을 유사 연산이라고 정의

한다. 

그림 5. 가상 연산 SS의 생성

[그림 6]은 가상 연산 OS의 생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

다. 가상 연산 OS의 경우, ;(SEQ) 연산에서 먼  입력

되는 가 ∨(OR) 연산에서도 동일하게 입력되는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 발생하면 ∨(OR) 연산은 

발생 유무를 상  노드로 달한다. ;(SEQ) 연산은 이

후에 입력될 를 기하게 되는데, 두 연산 모두 상  

노드로 발생 유무를 달하기 해 공통 으로   발

생에 향을 받기 때문에 유사 연산이라고 정의하 다. 

그림 6. 가상 연산 OS의 생성

[표 4]은 [그림 3]의 내용을 기반으로 검출된 유사 연

산의 검출 결과와 상  노드의 주소를 나타낸다. 이를 

이용하여 가상 연산 테이블을 생성한다. 동일한 기본 

이벤트인 과 를 가지는 연산자들인 ∨(OR)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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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AND) 연산을 유사 연산으로 검출하고, 이 두 개

의 유사 연산들을 하나의 가상 연산인 OA로 결합한다. 

이때 유사 연산들이 시간 간격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

면, 결합된 가상 연산도 같은 시간 간격 정보를 포함한

다. 동일하게 입력되는 를 가지고 있는 ∨(OR) 연산

과 ;(SEQ) 연산은 유사 연산으로 검출되어, 하나의 가

상 연산인 OS로 결합된다. 

가상 
연산

E 연산자 E 상  노드의 주소  

OA  ∨  4 1sec ·
 ∧  9 0sec 3sec

OS  ∨  4 · ·
 ;  9 · ·

표 4. 유사 연산 검출 결과

[표 5]는 [그림 3]에서 검출된 유사 연산을 이용하여 

결합된 가상 연산의 정보를 나타내며, 결합된 가상 연

산을 구성하는 기본 이벤트들과 그 기본 이벤트들의 입

력 순서 정보를 포함한다. 패턴은 어떠한 유사 연산들

로 결합이 되었는지를 의미한다. 기본 이벤트들의 입력 

순서는 가상 연산 정보 테이블에 기본 이벤트들의 발생 

유무를 비트로 표 하기 해  필요하다. 가상 연산인 OA(1,6)

의 경우, 이 가상 연산은 두 개의 복합 이벤트 질의인 

⋁, ∧의 

연산이 결합된 연산이다. 이 두 질의 에 ∨(OR) 연산

은 두 기본 이벤트들  하나의 기본 이벤트만 발생하

면 수행이 되는 연산이므로, 이 연산이 포함되어 있는 

질의부터 기본 이벤트의 발생 유무를 확인한다. 따라서 

∨(OR) 연산에 포함되어 있는 이 1 마다 발생하면 

발생 유무를 1로 표기한다. 그리고 의 발생 시간인 1

 간격, 0∼3  간격 이 에 가 발생하는지를 검사

하여, 발생하 으면 의 발생 유무를 1로 표기하고 발

생하지 않았으면 0으로 표기한다. 

가상 연산으로 결합된 기본 이벤트들의 발생유무

 

1 1

표 5. 가상 연산과 기본 이벤트들

(a) OA(1,6) 연산

가상 연산으로 결합된 기본 이벤트들의 발생유무

  

1 1 1

(b) OS(3,7) 연산

[표 6]는 결합된 가상 연산의 정보와 상  노드의 주

소를 나타내는 가상 연산 테이블을 표 한 것이다. 가

상 연산 테이블을 생성함으로써 동일한 기본 이벤트들

을 가지는 두 개의 유사 연산들을 하나의 가상 연산으

로 결합하기 때문에 연산량을 일 수 있다. 가상 연산

은 유사 연산들의 연산 정보와 연산 주소를 포함하며, 

가상 연산을 구성하는 기본 이벤트들의 발생 유무는 0

과 1의 비트 값으로 표 한다. OA(1, 6)의 경우를 로 

들면, 유사 연산인 ∨(OR) 연산과 ∧(AND) 연산이 결

합되어 만들어진 가상 연산이며, ∨(OR) 연산의 연산 

주소 값인 1과 ∧(AND) 연산의 연산 주소 값인 6을 가

진다. 이 가상 연산을 이루는 기본 이벤트들은 발생 유

무를 나타내는 비트 값인 001∼111로 나타내며, 가상 

연산 정보 테이블은 이 기본 이벤트들의 상  노드의 

주소를 각각 가지고 있다.

 

가상
연산

상  노드의 주소

001 010 011 100 101 110 111

OA(1,6) X 4 X 4 X 4,9 X
OS(3,7) X 4 X 4 9 4 X

표 6. 가상 연산 정보 테이블

[그림 7]은 [그림 3]에 해 가상 연산을 생성하여 결

합한 트리 구조를 나타낸다. 가상 연산 OA(1,6)를 로 

들면, 1번 연산 주소를 가지는 ∨(OR) 연산과 6번 연산 

주소를 가지는 ∧(AND) 연산이 하나의 가상 연산인 

OA(1,6)으로 결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R) 연

산은 과 의 발생 유무인 010, 100, 110의 비트 값에 

해 각각 4, 4, 4의 상  노드 주소를 가진다. ∧(AND) 

연산은 110의 비트 값에 해 9의 상  노드 주소를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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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가상 연산을 생성한 그림 3에 대한 트리

동일한 기본 이벤트들을 가지는 복 연산의 경우, 

하나의 연산을 수행한 후 그 연산의 결과를 나머지의 

복되는 연산의 상  노드로 달시킴으로써 연산량

을 인다. [표 7]은 [그림 3]에서 복 연산을 검출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3]에서 동일한 기본 이벤트를 

가지는 복 연산은 2번과 8번의 연산 주소를 가지는 

연산들이다. 두 연산은 동일한 복 연산이기 때문에 

두 번의 연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복 연산인 2번과 8

번  번호가 높은 연산 주소인 8의 연산을 지우고 연

산 주소 2의 연산 결과를 8의 상  노드에 추가한다. 그 

결과 복 연산으로 검출된 연산  하나의 연산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연산량을 일 수 있다. 

연산 주소 E 연산자 E 상  노드

2,8  ;  4,9

표 7. 중복 연산 검출 결과

[그림 8]은 [그림 3]에 해 동일한 기본 이벤트인 

와 을 가지는 ;(SEQ) 연산인 복 연산을 결합한 것

을 나타낸다. 2와 8의 연산 주소를 가지는 ;(SEQ) 연산

은 동일한 기본 이벤트들을 가지므로 하나의 연산으로 

결합하여 표 할 수 있다.

그림 8. 중복 연산을 결합한 그림 3에 대한 트리

[그림 9]는 [그림 3]에 해 가상 연산과 복 연산 처

리를 수행하여 최종 으로 만들어진 복합 이벤트 질의

를 트리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9.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질의에 대한 트리

4. 복합 이벤트 처리 
기본 이벤트가 새롭게 입력되면 사용자가 입력한 복

합 이벤트 질의에 해 미리 생성된 해시 테이블을  탐

색을 한다. [그림 10]은 해시 테이블을 나타낸다. 해시 

테이블 탐색을 통하여 입력된 기본 이벤트들이 일반 연

산, 유사 연산, 복 연산으로 이루어졌는지 단하고, 

각 연산에 맞는 처리를 수행한다. 해시 테이블은 기본 

이벤트가 입력되었을 때, 그 기본 이벤트의 연산이 실

행되는 연산 주소로 연결시켜주기 해 사용된다. 그리

고 이 해시 테이블은 기본 이벤트가 수행되는 주소와 

연산을 이루는 이벤트들을 리스트로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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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해시 테이블

[그림 11]은 새로운 기본 이벤트가 입력되었을 때 제

안하는 기법을 이용하여 복합 이벤트 질의를 처리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a)는 두 개의 질의인 , 

∨,∧ 가 공통된 

기본 이벤트 과 를 가지게 되어 하나의 가상 연산

인 OA로 결합된 것을 나타낸다. ∨(OR) 연산은 시간 

간격 정보인 1sec와 과 의 발생 유무 정보를 포함

하고 있다. ∧(AND) 연산은 0∼3sec의 시간 간격 정보

와 과 의 발생 유무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기본 이벤트가 
 , 

 , 
의 순서로 들어온다고 가정하

고, 
는 의 발생 이벤트이며 i는 아이디, t는 시간을 

나타낸다. (b)는 새 기본 이벤트들  첫 번째 이벤트인 


가 입력되었을 경우를 나타낸다. 1sec마다 처리하는 

∨(OR) 연산에서 
가 1sec 안에 발생하 기 때문에 

의 발생 유무를 나타내는 비트가 1로 표기한다. 에

서 발생되는 이벤트는 없으므로 0으로 표기한다. 따라

서 체 이벤트의 발생 유무를 비트로 표 하면 01이 

된다. ∨(OR) 연산은 와    하나의 이벤트만 발생

하면 상  노드로 결과를 달하기 때문에, 연산 주소 

4를 가지는 상  노드로 01을 발생 유무를 달한다. 

(c)는 두 번째 이벤트인 
이 입력되었을 경우이며, 

1sec마다 처리하는 ∨(OR) 연산에서 1sec 안에 발생하

으므로 의 발생 유무를 1로 표기한다. 이 에 들어

온 
는 ∧(AND) 연산의 조건인 0∼3sec를 벗어나기 

때문에 의 발생 유무를 0으로 표기한다. 따라서 체 

이벤트의 발생 유무를 비트로 표 하면 10이 된다. 연

산 주소 4번을 가지는 상  노드로 10의 발생 유무를 

달한다. (d)는 마지막 이벤트인 
가 입력되었을 경

우이며, 1sec마다 처리하는 ∨(OR) 연산에서 1sec 안에 

발생하 으므로 의 발생 유무를 1로 표기한다. 이

에 들어온 
는 ∧(AND) 연산의 조건인 0∼3sec 안에 

발생하 으므로 의 발생 유무를 1로 표기한다. 따라

서 최종 이벤트 발생 유무의 비트는 11이 된다. ∧

(AND) 연산은 과 가 모두 발생하여야만 수행되는 

연산인데, 이벤트들이 모두 발생하 고 두 개의 연산을 

모두 만족하므로 4번과 9번의 연산 주소를 가지는 상  

노드로 발생 유무를 달한다.

그림 11. 복합 이벤트 질의 처리 과정

Ⅳ. 성능평가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과 기존의 RCEDA 기법

[6]과의 성능 비교 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

성을 기술한다. 제안하는 기법에서 사용한 실험 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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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과 같다. JAVA를 이용하여 체 인 복합 이벤

트 처리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 으며, 실험 데이터는 

임의로 5,000개, 10,000개, 20,000개, 30,000개의 샘  데

이터 셋을 생성하 다. 

항목 값

CPU AMD A4 4355M APU 1.90GHz
RAM 4.00 GB

사용 언어 Java(TM) SE Runtime Environment 
(build 1.8.0_31-b13)

표 8. 성능평가 환경

생성된 데이터를 통해 기본 이벤트의 갯수에 따라 복

합 이벤트 질의를 처리하는 시간을 기존의 RCEDA 기

법과 비교 평가하 다. [그림 12]는 기본 이벤트 개수에 

따른 처리 시간을 기존 기법과 비교한 것을 나타낸다. 

기본 이벤트 수가 증가할수록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 기

법보다 처리 효율이 더 우수하게 나타났고, 기존 기법

보다 제안하는 기법이 평균 약 58% 높은 처리 속도를 

보 다. 기존 기법은 유사 연산을 가지는 이벤트들을 

개별 으로 처리하여 각각 계산을 수행하 지만, 제안

하는 기법은 반복되는 계산량을 이기 하여 유사 연

산들을 하나로 그룹화하 기 때문에 개별 으로 처리

한 것보다 더 우수한 처리 효율을 보인다.

그림 12. 이벤트 수에 따른 이벤트 처리 시간

[그림 13]은 유사 연산의 비율에 따른 복합 이벤트 처

리 시간을 비교 평가한 것을 나타낸다. 이 때 기존 기법

과 제안하는 기법은 약 40개의 동일한 복합 이벤트 질

의로 실험하 다. 유사 연산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기법은 비교  일정한 처리 시간을 보이며, 제안

하는 기법은 처리 시간이 차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유사 연산의 비율이 은 구간인 10∼20%보다 많

은 구간인 30∼50%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처리 성능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기존 

기법에서 고려하지 않은 유사 연산들을 하나의 가상 연

산으로 결합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 기법보다 연산

량이 어든다. 따라서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 기법에 

비해 평균 으로 약 18.2%정도 처리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입증하 다.

그림 13. 유사 연산 비율에 따른 처리 시간

[그림 14]는 복 연산의 비율에 따른 복합 이벤트 처

리 시간을 비교 평가한 것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기법

은 기존 기법과 달리 복 연산을 한 번만 수행하여 그 

결과를 나머지 복 연산에 사용함으로써 체 연산량

을 인다. 따라서 복합 이벤트 질의에서 복 연산의 

비율이 많아짐에 따라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 기법보다 

평균 으로 약 18.8%정도 처리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4. 중복 연산 비율에 따른 처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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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사 연산과 복 연산을 고려한 효율

인 복합 이벤트 처리 기법을 제안하 다. 기존 기법

은 동일한 기본 이벤트로 이루어진 유사 연산과 복 

연산을 가지는 복합 이벤트들을 개별 으로 처리하여 

체 연산량이 증가한다는 문제 이 있다. 이를 해결하

기 해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유사 연산들을 하나의 가

상 연산으로 결합하고, 복 연산을 한 번만 수행함으

로써 체 연산량을 감소시켰다. 실제 시스템에 용할 

때 유사한 연산에 시간 조건이 많을수록 비교하는 연산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추후에는 연산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복합이벤트 

질의의 연산별로 메모리, 연산량, 통신비용을 고려하여 

분산 처리 하는 연구를 진행할 정입니다. 향후 연구

는 제안하는 기법을 분산으로 처리하여 실제 시스템에 

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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