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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센서로부터 획득되는 데이터 스트림은 스트림 데이터 간의 인과관계와 같은 다양한
유용한 정보를 포함한다. 센서 스트림에 대한 인과관계 조인질의는 스트림으로부터 인
과관계의 (원인, 결과) 쌍을 찾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센서로부터 DSMS로 데이터가 전
송될 때 발생하는 지연과 제한된 윈도우 크기로 인해 일부의 인과관계 결과 쌍이 손실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데이터 스트림에서 인과관계 조인질의를 처리할 때 고
려해야할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시공간적 관점에 대해 관찰하고 이러한 관찰들을 고
려한 다양한 슬라이딩 윈도우 처리 방법들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들의 성능은 다양
한 실험들을 통해 평가되어지는데 실험 결과들은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들이 기존의
FIFO 방법에 비해 인과관계 질의 처리 결과가 더 정확함을 보여준다.
주요어 : 센서 스트림, 인과관계 조인, 시공간 슬라이딩 윈도우
ABSTRACT : Data stream collected from sensors contain a large amount of useful
information including causality relationships. The causality join query for data stream is to
retrieve a set of pairs (cause, effect) from streams of data. A part of causality pairs may
however be lost from the query result, due to the delay from sensors to a data stream
management system, and the limited size of sliding windows. In this paper, we first investigate
spatial, temporal, and spatio-temporal aspects of the causality join query for data stream. Second,
we propose several strategies for sliding window management based on these observations. The
accuracy of the proposed strategies is studied by intensive experiments, and the result show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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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mprove the accuracy of causality join query in data stream from simple FIFO strategy.
Keywords : sensor stream, causality join query, spatio-temporal sliding window

영역에 한정된 정보와 더불어 데이터 스
트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

1. 서 론

하다. 첫 번째로 원인은 결과에 시간적으
로 앞선다. 두 번째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센서 데이터는 일정한 공간적 조건을 만

센서로부터 취득되는 데이터는 인과관
계 정보를 포함하여 많은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센서의 데이터를 통하여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은 다양한 응용

족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원인이 결과로
전달되는 것은 전달 속도와 같은 시공간
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 세 가지 예제들

분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고 그
현상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온도를 감지하는 센

은 각각 스트림 데이터의 원인과 결과가
맺는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시공간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서와 가스 파이프의 밸브의 오동작을 감
지하는 센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발화점
으로부터 고온의 정보가 온도 센서에서

대부분의 경우, 센서로부터 취득된 데이
터가 스트림의 형태로 DSMS에 도착하기
까지 다양한 이유로 지연이 존재한다. 이

감지되고 가스 파이프 밸브의 오동작 정
보가 밸브 감지 센서에서 감지된다. 이 경
우 원인과 결과의 판단에 따라 두 가지 서

지연은 제한된 슬라이딩 윈도우(sliding window)
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질의를 처리
하는데 있어서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중요

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 가스
밸브의 오동작으로 인해 고온의 정보가
감지되어질 수 있다. 두 번째, 고온이 발생

한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가장 일
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FIFO 방식으로 슬
라이딩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 간의 인과

하여 가스 밸브의 오동작이 일어날 수 있
다. 이 경우에서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어
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화재에 대한 대

관계 질의를 처리하게 되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는 다양한 관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처 방법은 달라져야한다.
데이터 스트림 처리 시스템(Data Stream
Management System, DSMS)에서 센서 스트

특히 앞 서 설명한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시공간적인 관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트림 데이터에서 원인

림 데이터 간의 원인과 결과의 쌍을 찾아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데이터 스트림의 인

과 결과 간의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시공
간적인 특징들에 대해 관찰하고,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과 질의를 처리하는

과관계 조인질의라 명한다. 시간적, 공간
적 그리고 시공간적인 관계 정보는 특정

방법들을 알아본다. 특히, 이 세 가지 측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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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슬라이딩 윈도우의 버퍼링(buffering)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실험을 통하여 기

펴보고, 3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설명하며 스트림

존의 First In First Out(FIFO) 방법과 비교하
여본다. 본 논문이 기여하는 바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데이터를 위한 인과관계 질의를 정의한다.
4 장에서는 인과관계 질의의 처리를 위하
여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시공간적 고려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고려사항을
이용한 윈도우의 버퍼링 정책을 제시한다.
5 장에서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제시된 세

∙ 데이터 스트림에서 인과관계 조인질의
를 소개하고
∙ 인과관계 조인질의에 대한 시간적, 공간

가지 정책과 FIFO 방법을 비고하고 마지
막으로 6 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적 그리고 시공간적 관계에 대해 관찰
한다. 그리고,
∙ 인과관계 질의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2. 관련 연구

위한 슬라이딩 윈도우의 새로운 버퍼링
정책들을 소개한다.

DSMS로 전달되는 센서 데이터는 무한
한 스트림 형태를 나타낸다. DSMS에서 이
러한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

본 논문의 전체 연구 수행 과정을 요약
하면 [그림 1]과 같다. 스트림 데이터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정의를 하고 인과관계에
있는 두 스트림데이터에서 관찰되는 시간

지 제약 사항이 따른다. 첫 번째, DSMS는
제한된 버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분
의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비폐쇄

적, 공간적 그리고 시공간적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관계들을 바탕
으로 하여 새로운 윈도우 버퍼링 방법을

형 연산(nonblocking operation)이 수행되어
야 한다. 대표적인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은
STREAM(A. Arasu, 2003), Fjord(S. Madden and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방법들의 성
능을 기존의 FIFO 방법과 비교하여 본 논
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뛰어남을 증명한다.

M. J. Franklin, 2002) 그리고 TelegraphCQ
(S. Chandrasekaran, 2003)에서 제안되었다.
슬라이딩 윈도우의 성능은 윈도우의 크기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2 장에서는 기존에 관련 연구들을 살

에 의해 결정된다. 슬라이딩 윈도우의 크
기가 클수록, 동시에 처리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기 때문에 질의 처리 결과가 더 정
확해진다. 하지만 질의 처리 수행 시간이
길어진다. STREAM, Fjord 그리고 TelegraphCQ
에서 제안하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은
데이터의 도착 시간(transaction time)만을
고려하는 FIFO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스트림 데이터 간의 인과관계를 찾기 위

[그림 1] Total procedure of causality query

해서 데이터의 도착 시간보다 발생 시간

process in sensor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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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 time)이 더 유용하다.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할 때 DSMS가 고

범위를 설정하고 서로 다른 스트림 간의
조인 쌍이 맺어질 때 까지 연속적으로 조

려해야할 두 번째 제약 사항은 실시간 질
의 처리이다. 인과관계 질의는 조인 연산
을 수행한다. STREAM은 해쉬 테이블을

인 연산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데이터의 도착 시간에 따라 순차적인 스
트림만을 가정하고 있다. J. Wu 외(2007)는

이용한 이진 조인(binary-join) 방법을 제안
하였다. Fjord는 여러 입력 스트림에 대해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동일한 윈도우 내

조인 결과의 재현율이 떨어지는 원인을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윈도우 크기 문제
로 보고, 스트림의 순서와 지연시간을 고

에 존재하는 데이터들 간의 조인 연산을
수행하는 지퍼 조인(zipper join) 방법을 제
안하였다. T. Urhan과 M. J. Franklin(2000)은

려하여 윈도우 크기를 동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스트림 데이터의 도착 시간만을 고려하여

스트림 데이터가 DSMS에 전달될 때 발생
하는 지연을 고려한 X-조인 연산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먼저 메모리 기반

FIFO 방식으로 수행된다.
데이터 마이닝에서 인과관계는 자료들 간
의 원인과 결과 관계를 추론해 내는 방법이

으로 두 스트림에 대한 조인 연산을 수행
하고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디스크 기반
의 조인 연산을 수행한다. 하지만 위의 방

다(Silverstein C. et al., 2000; D. Freedman,
2004; P. W. Holland, 1986; Pearl. J., 2000).
LTCCS(2007)는 실제 트럭 간에 발생한 사

법들은 데이터의 도착 시간만을 고려하며
조인 연산 수행 시 스트림의 시공간적인
요소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고 정보를 수집하여 통계적인 분석 방법
을 통해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였
다. XinZhou Qin과 Wenke Lee(2003)는 데이

L. King 외(2003)는 데이터 스트림에 대
한 메타 데이터를 이용한 M-조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중단점(punctuation)

터들 간의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
여 시스템의 위험 상황에 대해 경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센서 스트림에

을 이용하는데, 중단점은 중단점 표시 이
후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특정 조건을 만
족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조건자이다. 따라

대한 인과관계 분석은 무한한 센서 스트
림에 대해 실시간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제한적인 윈도우 크기로 인해 통계적인

서 중단점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데이터
들은 윈도우에서 우선적으로 삭제된다. 하
지만 중단점 조건은 발생 시간을 고려하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센서
스트림 데이터의 인과관계 질의를 처리하
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고 있지 않고 중단점을 설정하는 단계는
전처리로 수행된다. M. A. Hammad 외
(2003)는 다수의 센서 스트림의 서로 다른

3. 데이터 스트림에서 인과관계 조인질의

지연 시간을 고려한 스트림 윈도우 조인
(Stream Window Join)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센서 스트림들 간의 최대 지연

본 장에서는 데이터 스트림에서 인과관
계 조인질의를 정의한다. 그리고 센서 네
4

시공간 슬라이딩윈도우기법을 이용한 데이터스트림의 인과관계 결합질의처리방법

한다. 수식 (1)에 나타나있는 조건자들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된다.

트워크 환경에서 인과관계 조인질의를 수
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논의한다.

∙ 시간적 조건 : 원인과 결과는 항상 원인
이 결과보다 우선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3.1 데이터 스트림에서 인과관계 조인질의

는 시간적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공간적 조건 : 원인이 발생한 지점과 결
과가 발생한 지점은 일정한 공간적 조건

센서 스트림에서 인과관계 조인질의는
인과관계 조건을 만족하는 (원인, 결과)의
쌍을 찾는 질의로 정의되는데 다음과 같
이 표현될 수 있다;

을 만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결과는
원인과 일정한 거리 이내에 있어야 한다.
∙ 시공간적 조건 :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

정의 1. 데이터 스트림에서 인과관계 조인
질의

과의 동적인 관계로 시공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시공간적
특성은 원인에서 결과로 전달되는 속도

주어진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 인과관계
조인질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정보이다. 예를 들어, 화재는 발화 지점
으로부터 속도를 가지고 퍼진다. 이러한
사실은 발화점으로부터 화재의 결과까

       ∈    ∈  

지 전달되는 시간을 거리와 속도의 함
수로 판단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응용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조건 : 위의

      

       는 스트림의 집합을 나타

내고, c와 e는 각각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
다.    는  스트림에 대한 윈도우 버

세 가지 조건은 응용의 종류와 관계없
이 정의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응용에 따라서 정의될 수 있는 조건이

퍼를 나타낸다.

있다. 이 조건은 본 논문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않는다.

위의 정의에서     는 인과관계 조
건을 만족하는 조건자이다. 이 조건자는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조건자들을 결합한

인과관계 조인질의에 대한 위의 네 가
지 조건을 조사하는 과정은 [그림 2]와 같
다. 먼저 시간적 조건을 조사하고, 다음 단

형태로 표현된다.

계에서 공간적 조건을 조사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 시공간 조건을 조사하면 일정한
수의 후보 쌍의 집합을 얻을 수 있다. 그

        ∧   ∧   

(1)

렇게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응용 분야에
한정된 조건만을 확인하여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인과관계 조인질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응용 분야에 따라 정의되는 위의 인과
관계 조건자들의 각 조건들을 조사하여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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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onceptual evaluation procedure of causality join query in data stream

3.2 인과관계 조인질의를 처리하기 위한
버퍼링 방법

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조인질
의 처리와는 달리 [그림 3]과 같이 제한된

데이터 스트림을 위한 인과관계 조인질

슬라이딩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만 가지
고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모든

(a) Initial data stream in window

(b) Casuality join query process and deletion data from window
[그림 3] Causality join query processing procedure with data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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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데이터가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으
로 들어와 하나의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

든 스트림 데이터에 대해 인과관계 질
의를 수행할 수 없고 윈도우에 저장된

해 인과관계 질의가 수행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3]에서와 같이 현재 슬라이딩 윈
도우 W에 있는 데이터들   ∼   간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만 인과관계 질의 처리
가 가능하다. 따라서 일부의 인과관계
질의 결과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미 모든 인과관계가 조사되어 결과가 보
고되었다. 이 때 새로운 하나의 데이터 x
가 들어오면 다음의 두 가지 작업을 수행

∙ 지연 시간 : 본 논문에서 가정하는 환경
은 멀티홉으로 연결되는 센서 네트워크
이다. 이 환경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센
서에서 취득된 정보가 DSMS가 있는 베
이스 스테이션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지연은 랜

하여야 한다.
∙ W의 데이터들과 조인 : W에 저장된 모
든 데이터들이 새로 들어온 x와 인과관
계 조건자    를 만족하는지 조사

덤하게 발생하여 먼저 센서에서 취득된
원인의 데이터가 오히려 결과의 데이터
보다 늦게 DSMS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되어야 한다.
∙ 하나의 데이터를 윈도우에서 제거 : W

위의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독립적인 것
이 아니라 연관되어 인과관계 질의의 결

의 크기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데이터를 W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제거
되는 데이터는 앞으로 들어올 데이터와
인과관계의 확률이 가장 작은 것이어야
한다.

과를 부정확하게 만든다. [그림 4]는 부정
확한 질의 결과가 일어나는 현상을 보여주
는 예이다. 그림에서            

3.3 스트림의 인과관계 조인질의 처리 시
고려 사항

이 인과관계 질의 결과라고 가정하자. 지
연 시간으로 인해       그리고   이
늦게 DSMS에 도착하였다. 윈도우의 크기
가 4이고 슬라이딩 윈도우는 FIFO로 수행
된다고 가정할 때,   는 이미 슬라이딩 윈
도우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는

본 논문에서 가정하는 컴퓨팅 환경은
센서 네트워크와 DSMS가 설치되어 운영
되는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센서는 멀티홉(multi-hop)으로 DSMS 에 데

질의 결과에 포함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역시 질의 결과에 포함되지 않고
    만이 질의 결과에 포함된다. 이것

이터를 전달하면 DSMS 에서 적절한 처리
를 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스트림 데
이터의 인과관계 질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은 기존의 FIFO 방법이 데이터의 발생 시
간(  ) 이 아닌 DSMS에 도착한 시간(  )만

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가 존재한다.

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트
림 데이터의 인과관계 질의를 처리하기 위

∙ 제한된 윈도우의 크기 : 윈도우의 크기

해서는 도착 시간 보다 발생 시간이 더욱
중요하다.

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DSMS에서 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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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xample : Inaccurate query result due to the limited size of window and transfer
delay

4.1 인과관계의 시간적 연관성

본 논문에서는 인과관계 질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제안한다.

원인과 결과 사이의 가장 직관적이고 확
실한 관계는 시간적 선후 관계로 원인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슬라이딩 윈도우의
버퍼링 방법의 목적은 원인과 결과가 동
시에 윈도우 내에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항상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것이
다. 이를 조건자로 표현을 하면,

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 스트림의 원인과
결과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시공
간적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반영한 여러

     

가지 버퍼링 방법을 제안한다.




            


  와    는 각각 원인 c와 결과 e의

4. 원인과 결과의 시공간적 관계

발생 시간을 나타낸다. 인과관계의 시간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장에서는 센서 스트림에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시공간적인 특성에 대해

특성 1.
인과관계의 시간적 특성은

관찰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을 기반으
로 슬라이딩 윈도우의 새로운 버퍼링 정
책들을 제한한다.

c는 원인이고 e가 c의 결과이면    
= TRUE 를 항상 만족한다.
결과적으로 인과관계 질의 처리 시 인
과관계의 시간적 특성을 만족하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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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은 질의 결과로 선택되어야 한다.
슬라이딩 윈도우에서 버퍼링을 수행할

리고 가정 1은 슬라이딩 윈도우에서 FIFO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의 발생 시간 순서

때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은 나중에 들어
올 데이터와 인과관계를 만족할 확률이
가장 작은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다. 인

로 데이터를 삭제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러한 관찰을 이용하여 FHFO(First Happens
First Out) 버퍼링 방법을 제안한다.

과관계의 시간적인 특성은 원인과 결과의
발생 시간 차이가 클수록 원인과 결과가 인
과관계를 만족할 확률이 낮아짐을 의미한

정의 2. FHFO(First Happens First Out)
슬라이딩 윈도우 W에서 FHFO 버퍼링

다. 이는 다음의 가정으로 표현될 수 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HFO(W) : remove ∈ such that

가정 1.
슬라이딩 윈도우 W에 포함되어 있는 두
데이터 p, q 에 대해,

  = min({  ∈ })

FHFO 방법을 이용하여 인과관계 질의
결과의 손실을 줄여 결과적으로 인과관계

if      then,
Prob(    = TRUE)

질의 처리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이를
FIFO 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서 인과관계 질의 결과를     

< Prob(    = TRUE),
여기서 x는 앞으로 DSMS 에 도착할 데
이터이다. 물론 위의 가정 1은 증명하기는

라고 가정하자. 새로운 데이터  이 도착

어렵지만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삭제된다. 이 후   이 도착하면 이미   이

했을 때, FIFO 방법의 경우   이 윈도우에서

(a) FIFO buffering policy
(b) FHFO buffering policy
[그림 5] Comparison of FIFO and FHF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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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    = TRUE) >

윈도우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은 결과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Prob(    = TRUE),

반면에 FHFO 방법의 경우        이
x는 센서 네트워크에서 DSMS에 도착할

기 때문에   가 삭제되고   는 윈도우에 남
기 때문에      가 결과 집합에 포함된다.

데이터를 나타낸다. 윈도우 내의 데이터를
위치에 대해 정렬할 수 없기 때문에, 위의
가정을 적용하기 위해 거리를 DSMS와 윈

4.2 인과관계의 공간적 연관성

도우 내의 데이터 간의 거리로 정의한다.
물론 이러한 거리는 스트림 데이터의 공
간적인 특성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공간적 관계도 시간적인 관계와 더불어
원인과 결과 사이의 중요한 관계이다. 하
지만 일반적으로 공간적 관계는 시간적 관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간적 특
성을 반영한 FCFO(First Closely located First
Out) 버퍼링 방법을 제안한다. FCFO는 베

계와 달리 기하학적 관계, 위상적 관계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과관계의 공간적 관계를 일반적이고 분

이스 스테이션 b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은
데이터 p를 버퍼에서 삭제한다. 이 방법을
요약하면 정의 3과 같다.

명한 관계인 원인과 결과의 거리로 초점
을 맞춘다.

    




        
 

정의 3. FCFO(First Closely located First Out)
슬라이딩 윈도우 W에서 FCFO 버퍼링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와   는 각각 원인과 결과의 지리

적 위치를 나타낸다. 만약 원인과 결과의
거리가 멀다면, 두 데이터는 인과관계를
만족하지 않는다. 여기서 거리는 응용분야

FCFO(W) : remove ∈ such that
dist   = min({ ∈})
or      

와 원인, 결과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공간적 특성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공
간적 거리가 멀어지면 두 데이터가 인과

  과   는

각각 현재 시간과 p의 도착

시간을 나타낸다.
FCFO의 방법에서 두 번째 조건은 데이
터가 윈도우 내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

관계를 만족할 확률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의 가정과 같이 표현된다.

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데이터 a
가  시간보다 오랫동안 윈도우 내에

가정 2.
슬라이딩 윈도우 W에 포함되는 두 데이
터 p, q에 대해,

존재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삭제한다. FCFO
방법의 예는 [그림 6]에 나타나 있다.
[그림 6]의 우측 그림과 같이 센서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새로운 데이터

if dist    < dist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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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Example of FCFO
  가 도착하면 먼저 윈도우 내에 

는 원인에서 결과로 전달될 때 발생하

시간 보다 오래 남아있는 데이터가 있는
지 찾는다. 만약  보다 오래 남아있

는 전송 시간의 최대 허용 오차를 나타낸
다. 만약 원인에서 결과로 전달되는 시간

는 데이터가 없다면, 베이스 스테이션과의

이    보다 크면 두 데이터는 인과관계

거리가 가장 짧은   이 버퍼에서 삭제된다.

를 만족하지 않는다.    인 경우 시공간
조건자는 시간적 조건자와 같다.
이러한 시공간 조건자를 바탕으로 FHCFO
(First Happen and Closely located First Out)

4.3 인과관계의 시공간적 연관성

버퍼링 방법을 제안한다. 새로운 데이터 x
가 DSMS에 도착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윈
도우 W에 존재하는 데이터 p에 대해, 만약

원인과 결과 사이의 세 번째 관계는 시
공간적인 관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원인에
서 결과로 전송되는 속도와 연관된 시공
간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원인에서 결

        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p

과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속도를 v라 하고
원인과 결과 사이의 거리가 s라고 할 때,
결과는 원인보다 적어도    시간 이

와 x는 인과 조건을 만족할 확률이 높다.
다시 말해 p는    시간이 만료되기 전
까지 윈도우 W에 남아있어야 한다. 이 시
간이 만료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인과관계

후에 발생한다. 이러한 관계를 시공간 조건

를 만족할 확률이 낮아진다. 이러한 관점
을 기초로 하여 FHCFO 방법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자인     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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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4.
FHCFO(First Happen and Closely located

먼저 윈도우 W 내에서           
를 만족하는 데이터 p가 존재하는지 검색
한다. 만약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First Out)
슬라이딩 윈도우 W에 대해 FHCFO 버퍼
링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존재한다면, 그 데이터들 중에 베이스 스
테이션과의 거리가 가장 짧은 데이터를
선택하여 삭제한다. [그림 7]에서   과 베

FHCFO(W) : If           , then

이스 스테이션과의 거리가 가장 짧기 때
문에   이 버퍼에서 삭제된다.

remove ∈ such that dist
(   ) = min({dist  ∈})
Else,
remove ∈ such that   =

5. 성능 평가

min({ ∈ })
이 장에서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들과 기존의 FIFO의

이 방법은 FCFO와 FHFO 방법의 합성

성능을 비교한다.

형태이다. [그림 7]은 FHCFO 방법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7]에서      라고 가정하고 센서

5.1 실험 환경

들은 [그림 6]과 같이 분포하고 있다고 가
다음의 매개 변수들을 이용하여 실험을

정하자. 새로운 데이터   가 도착했을 때,

[그림 7] Example of FHC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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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수가 작기 때문에 조인 연산 시 발생
하는 수행 시간은 거의 무시할 수 있기 때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2

문이다. 실험을 위한 매개 변수들과 그 설
명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 전체 데이터 공간 범위 : [0, 1]
∙ DSMS의 위치 : (0.5, 0.5)
∙ 센서의 수 : 100

5.2 실험 결과

∙ 센서 당 생성되는 데이터의 수 : 50
∙ 센서 당 생성 주기 : 주어진 기댓값  

<표 1>의 매개 변수를 이용하여 각각의
버퍼링 방법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표 1>의 매개

에 대하여 지수 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
에 따라 랜덤하게 생성
∙ 한 홉 당 발생하는 지연 : 주어진 기댓
값  에 대하여 지수 분포에 따라 랜덤

변수들의 조합하면 많은 가능한 실험 환
경이 만들어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대부분
의 실험 환경에서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

하게 생성

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방법들의 정확도
가 100% 에 근접한 실험 결과들은 제외하
고 의미있는 결과들에 대해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 결과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질의 결과의 재현율(recall
rate)을 측정하였다. 재현율은 인과관계 조
건을 만족하는 모든 인과 질의 결과 쌍의
수에 대해 각 버퍼링 방법을 통해 검색된
인과 질의 결과 수의 비율로 정의된다.

5.2.1. 발생 시간   에 대한 실험

[그림 8]은 발생 주기의 기댓값   의 변
           

화에 따른 각 버퍼링 방법의 재현율을 보

     

여준다. x, y 축은 각각 발생 주기   와 재
현율을 나타낸다. 발생 주기가 커지면, 스
트림 내의 데이터들의 순서가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의 순서일 확률이 커진다. [그

본 논문에서는 인과관계 조인 연산의
수행 시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슬라이딩 윈도우에 포함되는 데이

림 8]에서 FHCFO는 FIFO에 비해 윈도우

<표 1> Parameters and their values for experiments
매개 변수

설명

범위



생성 주기의 기댓값(연속된 두 발생 시간 사이의 시간 주기) 0.1, 0.2, ..., 1.0 (sec/frequency)



한 홉 당 발생 지연 시간의 기댓값

0.02, 0.04, ..., 0.2(sec)



원인에서 결과로의 최소 전달 시간

0.2, 0.4, ..., 2.0(sec)



 의 허용 오차

0.1, 0.2, ..., 1.0(sec)


s

슬라이딩 윈도우의 크기

50, 100, ..., 500

원인과 결과 사이의 공간적 거리

0.1, 0.15, ..., 0.4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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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100

(a)  = 300

[그림 8] Experiments on Occurrence Rates  

크기가 클 때(  = 300) 최대 7% 그리고

율을 나타낸다. 윈도우 크기가 커지면 각

윈도우 크기가 작을 때(  = 100) 최대 3%

버퍼링 방법들의 재현율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다. FHCFO는 FIFO에 비해 최대 6%
재현율이 높고 FHFO는 FIFO에 비해 최대

재현율이 높다. FHFO 역시 FIFO에 비해
최대 3% 재현율이 높다. 그 이유는 FHCFO
와 FHFO가 데이터의 발생 시간을 이용하
여 윈도우 내에서 발생 순서와 다르게 배

3% 재현율이 높다. 홉 당 지연 시간이 짧
을 때(  = 0.1), FIFO에 대하 FHCFO의 성
능 향상 비율이 낮다. 이것은 지연 시간이
짧으면 스트림 내에서 데이터들의 순서가

치된 데이터들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5.2.2 슬라이딩 윈도우의 크기 에 대한

발생 순서와 같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10]에서 더 분명히
보여 진다. 이 실험에서 중요하게 관찰되

실험

[그림 9]는 슬라이딩 윈도우의 크기 

어지는 한 가지는 슬라이딩 윈도우의 크
기가 실험 결과의 정확성에 큰 영향을 끼

의 변화에 따른 각 버퍼링 방법들의 재현

(b)  = 0.1

(a)  = 0.1

[그림 9] Experiments on Window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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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0.1

(b)  = 0.2

[그림 10] Experiments on Transfer Delay 

친다는 것이다. 만약 윈도우 크기가 충분

우의 크기, 발생 주기 그리고 지연 시간에

히 크지 않으면, 질의 결과의 반 이상을
잃을 수 있다. 그리고 실험 결과 FCFO의
성능이 가장 나쁨을 알 수 있다. 이는 공

상관없이 FIFO 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5.2.4 결과로의 최소 전달 시간  에 대한
실험

간적인 고려만을 통해 인과관계 질의 결
과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1]은 원인에서 결과로의 최소 전
달 시간  에 따른 재현율의 변화를 보여

5.2.3 전송 지연  에 대한 실험

준다.  가 클수록 재현율은 감소한다. 하

[그림 10]은 홉 당 지연 시간  과 재현

지만 지연 시간이 클 때 재현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따라서 질의 결과의 손실을

율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지연 시간이 짧
으면, 스트림 내 데이터의 순서가 발생 순

줄이기 위해는 윈도우의 크기를 충분히
크게 설정해야 한다.  가 크지 않을 때,

서와 같을 확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재현
율이 증가한다. [그림 10]에서, FHCFO는
슬라이딩 윈도우의 크기가 큰 경우(  =

FHCFO는 지연 시간이 짧을 경우(  = 0.1)
최대 3% 그리고 지연 시간이 길 경우(  =

300) 최대 5% 그리고 윈도우 크기가 작은

0.2) 최대 7% FIFO 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그리고 FHFO는 FIFO 보다 최대 2% 뛰어

경우(  = 100) 최대 2% FIFO에 비해 성능

남을 알 수 있다.

이 뛰어남을 보였다. 하지만 FHFO는 [그림
10]-(b)와 [그림 9]-(a)와 같이 지연 시간이
클 때 FIFO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 않는

5.2.5 허용 오차 에 대한 실험

다. 이는 시간적인 관점만을 고려하여 인과
관계 질의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한계
가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FHCFO는 윈도

[그림 12]는  의 허용 오차 에 따른 재
현율의 변화를 나타낸다. 허용 오차가 크
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발생 시간의 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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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0.1

(b)  = 0.2

[그림 11] Experiments on the effect propagation time 

(b)  = 0.4
(a)  = 0.2
[그림 12] Recall of four policies as  changes

이가 큼을 의미한다. [그림 12]에서 보여

에 비해 스트림 데이터의 인과관계 질의

지듯이, 허용 오차가 클수록 원인과 결과
가 동시에 버퍼에 존재할 확률은 낮아진다.
FHCFO와 FHFO는 인과관계 조건을 만족할

처리 시 높은 재현율을 보인다.
FHFO는 몇 가지 실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서 FIFO 보다 높은 재현율을 보인다.

확률이 높은 데이터를 보다 오랫동안 버
퍼에 남겨두기 때문에 FIFO에 비해 각각
최대 8%, 6% 성능이 뛰어나다.

몇 가지 경우에서 모든 방법들의 재현
율이 50% 이하로 떨어진다. 올바른 재현
율을 얻기 위해서 슬라이딩 윈도우의 크
기를 충분히 크게 해줘야 한다.

5.2.6 실험 결과 요약

6. 결 론

실험 결과를 요약해보면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FHCFO는 모든 실험 결과 다른 방법들

센서들로부터 취득된 스트림 데이터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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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Summary of experimental results
실험 환경

재현율에 따른 성능 우위 순서

비고

  실험

FHCFO > FHFO > FIFO > FCFO

 실험

FHCFO > FHFO > FIFO > FCFO

 실험

FHCFO > FHFO > FIFO > FCFO

 실험

FHCFO > FHFO > FIFO > FCFO

 실험

FHCFO > FHFO > FIFO > FCFO

  =0.2 일 때, FIFO > FHFO

응용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 본 논문에서는 인과관계 질의를 처리하
기 위한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시공간
적 관계를 관찰하여 각각의 조건들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은 원인과 결
과의 명확한 인과성을 반영하기 위해
데이터의 도착 시간이 아닌 발생 시간
을 고려하였다.
∙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시공간적 고려를
반영한 세 가지 새로운 윈도우의 버퍼링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들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공간 윈도우 방법
이 기존의 FIFO보다 뛰어남을 보여준다.

인과관계 정보를 포함하여 다수의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스트림에서 인과관계 조인질의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슬라이딩윈도우의
버퍼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센서 스트림에
서 인과관계 조인질의를 처리하기 위해서
는 원인과 결과의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시공간적 관계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데이터의 도착 시간만을 고려하는
기존의 FIFO 방식은 DSMS의 제한된 윈도
우 크기와 지연시간으로 인해 인과관계 질
의를 처리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다. 본 논
문에서는 스트림 데이터의 발생 시간을
고려하여 인과관계 조인질의를 만족시키
기 위한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시공간적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반영하여 인과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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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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