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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형 시 스 데이타베이스에서 타임 워핑을 지원하는 유사 검색을 효과 으로 처

리하는 방안에 하여 논의한다. 타임 워핑은 시 스의 길이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유사한 패턴을 갖는 시

스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다. 타임 워핑 거리는 삼각형 부등식 성질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기존의 기법들은 

착오 기각(false dismissal) 없이 다차원 인덱스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기법들은 체 데이타베이스를 

스캔해야 하므로 형 데이타베이스에서는 심각한 성능 하의 문제를 가진다. 서픽스 트리를 사용하는  

다른 기법은 큰 트리로 인한 성능상의 문제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타임 워핑을 지원하는 효과 인 유사 검

색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의 주요 목표는 착오 기각 없이 형 데이타베이스에서도 좋은 검색 성능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삼각형 부등식을 만족하는 타임 워핑 거리의 새로운 

하한 거리 함수 Dtw-lb를 고안한다. Dtw-lb는 각 시 스로부터 타임 워핑과 무 한 4-터  특성 벡터를 추출한

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이러한 4-터  특성 벡터를 인덱싱 애트리뷰트로 사용하는 다차원 인덱스를 기반으로 

유사 검색을 효율 으로 처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기법에서 착오 기각이 발생하지 않음을 증명한다. 

한, 제안된 기법의 우수성을 규명하기 하여 다양한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제안된 기법은 

기존의 기법들과 비교하여 실제 S&P 500 주식 데이타에 하여 43배, 형 생성 데이타에 하여 720배까지

의 성능 개선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an effective processing of similarity search that supports time 

warping in large sequence databases. Time warping enables finding sequences with similar patterns 

even when they are of different lengths. Previous methods fail to employ multi-dimensional indexes 

without false dismissal since the time warping distance does not satisfy the triangular inequality.  They 

have to scan all the database, thus suffer from serious performance degradation in large databases. 

Another method that hires the suffix tree also shows poor performance due to the large tree size.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novel method for similarity search that supports time warping. Our primary 

goal is to innovate on search performance in large databases without false dismissal.  To attain this 

goal, we devise a new distance function Dtw-lb that consistently underestimates the time warping 

distance and also satisfies the triangular inequality. Dtw-lb uses a 4-tuple feature vector extracted from 

each sequence and is invariant to time warping. For efficient processing, we employ a multidimensional 

index that uses the 4-tuple feature vector as indexing attributes and Dtw-lb as a distance function. We 

prove that our method does not incur false dismissal. To verify the superiority of our method, we 

perform extensive experiments. The results reveal that our method achieves significant speedup up to 

43 times with real-world S&P 500 stock data and up to 720 times with very large synthetic data.

 

1. 서 론

  시 스 데이타베이스(sequence database)란 객체의 

변화되는 값들의 연속으로 구성된 데이타 시 스(data 

sequence: 이후부터 간략히 시 스라 칭함)들의 집합이

다[1]. 표 인 로는 주가 데이타, 환율 데이타,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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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 제품 매량 데이타, 기업 성장률 데이타 등이 

있다[2, 3]. 유사 검색(similarity search)이란 주어진 

질의 시 스(query sequence)와 변화의 패턴이 유사한 

시 스들을 시 스 데이타베이스로부터 찾아내는 연산

이다[1, 2, 3]. 이러한 유사 검색은 데이타 마이닝(data 

mining)  데이타 웨어하우징(data warehousing) 분

야에서 요한 연산으로 사용된다[4, 5].

  유사 검색은 체 매칭(whole matching)과 부분 매칭

(subsequence matching)으로 구분된다[1]. 체 매칭은 

시 스들과 질의 시 스의 길이가 동일하다는 조건하에 

수행되며, 질의 시 스와 유사한 시 스를 검색한다. 반

면, 부분 매칭은 이러한 조건이 불필요하며, 질의 시 스

와 유사한 서 시 스를 포함하는 시 스를 검색한다. 유

사 검색에 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길이 n의 시

스를 n 차원 공간상의 한 으로 간주하고, 두 시 스들

간의 유사한 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두 들간의 유클

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이용한다[1, 3, 5, 6, 7].

  유클리드 거리만을 이용한 유사 검색을 통해서는 사

용자가 원하는 시 스들을 검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

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응용 분야에 합한 유사 모델

(similarity model)을 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변환

(transform)을 지원하기도 한다. 기의 연구인 참고 문

헌[1, 3] 등에서는 변환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이후에는 

스 일링(scaling)[2, 6], 시 (shifting)[2, 6], 정규화

(normalization)[7, 8, 9], 이동 평균(moving average) 

[5, 10], 타임 워핑(time warping)[11, 12, 13] 등의 다

양한 변환을 지원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이들  타임 워핑은 시 스내의 각 요소 값을 임의

의 수만큼 반복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변환이다[12]. 

를 들어, 타임 워핑에 의하여 두 시 스 S = <20, 21, 

21, 20, 20, 23, 23, 23> 와 Q = <20, 20, 21, 20, 23>

를 동일한 시 스 <20, 20, 21, 21, 20, 20, 23, 23, 23>

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타임 워핑 후의 두 시 스들 간

의 거리를 타임 워핑 거리(time warping distance)라 

정의한다. 유클리드 거리는 시 스들의 길이가 동일한 

경우에만 유사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타임 

워핑은 데이타베이스내의 시 스들의 길이가 서로 달라

서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하여 유사 정도를 직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매우 유용하다1). 타임 워핑은 음성 인

1) 다음과 같은 경우,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지는 시 스들 간의 

유사 정도의 측정이 요구된다. 첫째, 두 시 스들을 한 요

소 값의 측정 주기가 다른 경우이다. 를 들어, 한 시 스는 

매 분마다 요소 값을 측정하고, 다른 시 스는 매 시간마다 

요소 값을 측정할 수 있다. 둘째, 측정 주기는 같지만, 측정 

식 분야에서 재 리 사용되고 있으며[14], 심 도 데

이타, 주가 데이타, 기온 데이타, 기업 성장률 데이타 등

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용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효율 인 유사 검색을 하여 다

차원 인덱스(multidimensional index)[15, 16, 17]를 사

용한다[1, 2, 3]. 부분의 인덱스들은 채택하는 거리 함

수가 삼각형 부등식 성질(triangle inequality)[18]을 만

족한다는 것을 제로 한다. 만일, 이 성질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리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사 검색 시 

착오 기각(false dismissal)이 발생된다[12]. 착오 기각

이란 실제 질의 결과로 반환되어야 할 질의 시 스와 

유사한 시 스를 올바르게 찾아내지 못하는 상이다[1, 

3]. 참고 문헌[12]에서는 타임 워핑 거리가 삼각형 부등

식 성질을 만족하지 못함을 증명하고, 착오 기각을 허용

하지 않는 응용에서 타임 워핑을 지원하는 유사 검색을 

처리할 때에는 거리 함수 기반 인덱스를 사용할 수 없

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고 문헌 [11]과 [12]에서는 인덱스 없이 시 스들

을 모두 액세스함으로써 타임 워핑 지원 유사 검색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그러나 규모의 데이타베

이스 환경에서는 이와 같이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

우, 검색 성능이 심각하게 하된다. 참고 문헌 [12]에

서는 FastMap[19]을 이용하여 k(<<n) 차원 공간내의 

들로 변환된 시 스들을 상으로 다차원 인덱스를 

구성함으로써 검색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을 제안하 다. 

그러나 이 방식은 착오 기각을 유발시킨다는 심각한 문

제 을 가지므로, 이를 허용하는 제한된 응용에 한해서

만 사용될 수 있다. 참고 문헌 [13]에서 우리는 거리 함

수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서픽스 트리(suffix tree)[20]

를 사용함으로써 착오 기각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부분 

매칭 시의 검색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식을 제안

하 다. 그러나 이 방식은 좋은 성능을 보장하는 분류 

작업(categorization)이 매우 복잡하며, 한 체 매칭 

시에는 트리의 크기가 매우 커지므로 검색 성능이 하

된다는 문제 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타임 워핑을 지원하는 유사 검색을 처

리하기 한 효율 인 방법에 하여 논의한다. 본 연구

의 목표는 착오 기각 발생의 방지와 빠른 검색 성능을 

시작 시 이 다른 경우이다. 를 들어, 한 시 스는 측정이 

1년 부터 시작되었지만, 다른 시 스는 새로 데이타베이스

에 추가되어 오늘부터 측정이 시작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

교하고자 하는 시 스들의 길이가 서로 다른 경우, 타임 워

핑은 시 스들의 개별 인 요소 값의 차이보다는 시간의 변

화에 따르는 시 스들의 체 인 경향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변환이다.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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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보장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거리 함

수를 고안하고, 이 거리 함수를 기반으로 구성된 다차원 

인덱스를 이용하여 타임 워핑을 지원하는 유사 검색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의 견고성(robustness)를 규명하기 하

여 유사 검색에서 착오 기각이 발생되지 않음을 증명한

다. 한, 다양한 실험에 의한 성능 분석을 통하여 제안

된 기법의 우수성을 제시한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제

안된 기법은 기존의 기법과 비교하여 실제 주식 데이타

를 상으로 하는 경우 4배에서 43배까지의 성능 개선 

효과를 보 으며, 규모의 합성 데이타를 상으로 하

는 경우 19배에서 720배까지의 성능 개선 효과를 보

다. 제안된 기법은 거리 함수를 이용하는 인덱스를 기반

으로 하는 최 의 타임 워핑 지원 유사 검색 처리 기법

이라는 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련 연

구로서 타임 워핑 지원 유사 검색에 한 배경 지식과 

기존의 연구에 하여 소개하고, 기존 기법들이 갖는 문

제 들을 지 한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타임 워핑 지원 유사 검색 기법에 하여 자세히 논의

한다. 제 4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규명하기 

한 성능 평가 결과를 제시한다. 끝으로, 제 5장에서는 

본 논문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린다.

2. 련 연구

  본 장에서는 련 연구로서 타임 워핑 지원 유사 검

색과 련된 배경 지식과 기존의 연구에 하여 논의한

다. 먼 , 제 2.1 에서는 논의 개에 필요한 용어  

기호를 정의한다. 제 2.2 에서는 타임 워핑 지원 유사 

검색에 한 기존의 근 방법들에 하여 소개하고, 그 

장단 을 지 한다.

2.1 용어 정의

  시 스 데이타베이스는 다양한 길이를 갖는 시 스들

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시 스 S(= <s1, s2, ..., s|S|>)는 

실수인 요소 값들의 연속이다. 여기서 |S|는 시 스의 

길이이며, si는 S의 i번째 요소를 의미한다. First(S)와 

Last(S)는 각각 S의 첫 번째 요소 s1과 마지막 요소 

s|S|를 의미한다. Rest(S)는 s1을 제외한 S의 나머지 요

소들로 구성되는 시 스 <s2, ..., s|S|>를 의미한다. <>

은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시 스(null sequence)를 

의미한다. 데이타베이스 내에 장된 시 스를 데이타 

시 스라 하고, 유사 검색 질의에 주어지는 시 스를 질

의 시 스라 한다.

  길이 n을 갖는 두 시 스 S와 Q의 유사한 정도를 측

정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거리 함수 Lp가 리 사용

된다. L1은 맨하탄 거리(Manhattan distance), L2는 유

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 L∞은 응되는 각 

의 거리  최  거리를 의미한다[21]. 거리 함수 Lp는 

상이 되는 두 시 스의 길이가 같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Lp(S,Q)=( ∑
n

i=1
|s i-qi|

p)
1/p

, 1≤p≤∞.

  두 시 스 S와 Q간의 타임 워핑 변환을 기반으로 한 

타임 워핑 거리(time warping distance) Dtw는 다음과 

같이 재귀 으로 정의된다[14]:

정의 1:

  (1) Dtw(<>, <>) = 0,

  (2) Dtw(S, <>) = Dtw(<>, Q) = ∞,

  (3) Dtw(S, Q) = Dbase(First(S), First(Q)) + 

             MIN(Dtw(S, Rest(Q)), 

                 Dtw(Rest(S), Q), 

                 Dtw(Rest(S), Rest(Q)))      

□

  여기서, MIN은 인자들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것

을 취하는 함수이며, Dbase는 기본 거리 함수로서 Lp  

임의의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타임 워핑 변환

에서는 정의 1(3)에서와 같이 요소 반복(stuttering)을 

사용한다[12]. 요소 반복이란 두 시 스의 거리 차를 최

소화하기 하여 한 시 스 내의 임의의 요소를 반복시

킴으로써 이 요소가 다른 시 스의 다수의 요소들과 매

치되는 것을 허용하는 연산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Dtw는 요소 추출의 주기가 

다르거나 길이가 다른 두 시 스의 유사 정도를 측정하

는 응용에서 리 사용된다. 이러한 응용에서는 질의 시

스와의 Dtw가 사용자에 의하여 주어진 값 ε이하인 

시 스들은 질의 시 스와 유사하다고 간주된다. 본 논

문에서는 이와 같이 Dtw를 거리 함수로 사용하여 질의 

시 스와 유사한 데이타 시 스들을 데이타베이스로부

터 찾아내는 과정을 간략히 타임 워핑 지원 유사 검색

(similarity search supporting time warping)이라 정

의한다.

2.2 기존의 근 방법

  본 에서는 기존의 근 방법들에 하여 간략히 요

약하고, 문제 들을 지 한다.

  2.2.1 Naive_Scan

  타임 워핑 지원 유사 검색 문제는 음성 인식 분야에서 

리 연구되어 왔으며[14], Dtw를 계산하기 하여 주로 

동  로그래 (dynamic programming) 기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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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1, 14]. 두 시 스 S와 Q의 Dtw를 이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계산의 복잡도(complexity)는 O(|S|*|Q|)

이므로 CPU 비용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

타 시 스들을 디스크로부터 액세스한 후, 질의 시 스

와의 Dtw를 계산해야 하므로 많은 시 스들로 구성되는 

데이타베이스 환경에서는 응답 시간은 매우 길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 방식을 Naive_Scan이라 부른다.

  2.2.2 LB_Scan

  Yi 등 [12]는 최 로 타임 워핑 지원 유사 검색 문제

를 데이타베이스 에서 해결하고자 시도하 으며, 동

 로그래  기법의 검색 성능 문제를 개선하기 한 

두 가지 방식을 제안하 다. 먼 , 하한 함수 방식(lower- 

bounding technique)은 두 시 스들간의 치 계를 

이용하여 고안한 새로운 하한 함수 Dlb를 사용한다. Dlb

는 Dtw 보다 항상 작은 값을 반환하므로 착오 기각(false 

dismissal)[1]이 발생하지 않는다. 

  Dlb의 계산 복잡도는 O(|S|+|Q|)이므로 복잡도가 

O(|S|*|Q|)인 Dtw에 비교하여 CPU 비용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데이타 시 스를 액세스 한 

후에야 Dlb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질의 처리를 

하여 데이타베이스 내의 모든 시 스들을 디스크로부

터 액세스해야 한다는 성능 개선의 한계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 방식을 LB_Scan이라 부른다.

  2.2.3 FastMap 방식

  Yi 등[12]에서 제시한  하나의 해결책은 FastMap 

방식(FastMap technique)이다. FastMap 방식은 Fast 

Map[19]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타 시 스들을 

k(<<n) 차원 공간내의 들로 변환한 후, 이들을 상

으로 다차원 인덱스를 구성한다. 이 방식은 다차원 인덱

스를 통하여 체 시 스들  최종 질의 결과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후보들만을 미리 걸러냄으로써 디스크 액세

스 비용과 CPU 비용을 동시에 일 수 있다. 참고 문헌 

[12]에서는 LB_Scan과 FastMap 방식을 결합한 이

라인 방식(pipeline technique)도 함께 제시하 다.

  그러나 FastMap 방식의 심각한 문제 은 자들이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착오 기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즉, 질의 시 스와 유사한 시 스들을 최종 결과에서 

락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많은 응용에서 

사용될 수 없다. 한, 응용에 특성에 의하여 차원의 수 

k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응용에서 최 의 성능

을 갖는 k 값을 선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2.2.4 ST_Filter

  FastMap 방식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우리는 

서픽스 트리를 이용한 ST_Filter 방식(Suffix Tree 

Filter technique)을 제안한 바 있다[13]. 서픽스 트리는 

심볼(symbol)들의 연속으로 구성된 스트링들을 압축하

여 장하는데 리 사용되는 자료 구조이다[20]. ST_ 

Filter에서는 최종 결과에 포함될 후보들을 거르기 하

여 시 스의 요소 값들을 심볼로 변환시키고, 이들을 서

픽스 트리 내에 장시킨다. 유사 검색 시에는 서픽스 

트리 탐색을 통하여 최종 결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시 스들만을 걸러내므로 시 스 액세스 비용을 

일 수 있다. 한, 서픽스 트리는 거리 함수를 기반으

로 하지 않으므로 ST_Filter에서는 착오 기각이 발생하

지 않는다. 

  ST_Filter의 가장 큰 문제 은 부분 매칭에 해서는 

효과 이지만, 체 매칭에 해서는 효과 이지 않다는 

것이다. 서픽스 트리는 공통 심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

우에 유용한 자료구조이다. 하나의 시 스에 속하는 많

은 서 시 스들을 함께 장하는 경우에는 공통 심볼

들이 많이 발생되므로 높은 압축 효과로 인하여 트리의 

크기가 작아진다. 반면, 시 스 체를 하나의 단 로 

인덱싱하는 경우에는 공통 심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지므로 트리의 크기가 커진다. ST_Filter에서는 트

리 검색시 다수의 경로를 액세스하게 되므로 트리가 

형화되는 체 매칭의 경우에는 탐색 성능이 격히 

하된다.

  ST_Filter의  다른 문제 은 최 의 도메인 분류

(categorization)[13]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도메인 분

류는 요소 값을 심볼로 변환하기 하여 요소 값의 도

메인을 여러 범 들로 분할하는 과정이다. 도메인을 작

은 범 들로 분할하면, 트리의 크기가 커지므로 트리 탐

색 비용이 증가한다. 반면, 도메인을 은 수의 큰 범

들로 분할하면, 착오 채택이 많이 발생하므로 후보 시

스 액세스 비용이 증가된다. 재, 주어진 응용 데이타

의 특성을 분석하여 최 의 도메인 분류 결정하는 체계

인 방법에 하여 연구 에 있다.

3. 제안하는 기법

  본 장에서는 타임 워핑을 지원하는 새로운 유사 검색 

기법을 제안한다. 먼 , 제 3.1 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에

서 채택하는 타임 워핑 지원 유사 검색 모델을 설명하

고, 채택 배경에 하여 설명한다. 제 3.2 에서는 타임 

워핑 지원 유사 검색 질의를 한 효과 인 인덱싱 

략을 제안한다. 제 3.3 에서는 제안하는 인덱싱 략을 

이용한 유사 검색 질의 처리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3.1 유사 검색 모델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지는 두 시 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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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정의 1에 나타난 

타임 워핑 거리 Dtw를 사용한다. 특히, 요소 반복을 통

하여 변환된 두 시 스간의 거리 함수 Dbase로서 L∞를 

사용한다. 이를 하여 타임 워핑 거리는 다음 정의 2와 

같은 형태로 변형된다. 즉, 두 시 스간의 타임 워핑은 

요소 반복을 통하여 변환된 두 시 스들의 서로 응되

는 요소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기 한 변환이며, 타

임 워핑 거리는 요소 의 거리들  최  값을 의미한

다. 질의 시 스 Q와 허용치 ε이 주어지는 유사 검색 

질의에서 Dtw(S, Q)의 값이 ε이하인 데이타 시 스 S

들은 Q와 유사한 시 스로서 간주된다. 이는 S의 타임 

워핑 변환된 시 스의 각 요소가 Q의 타임 워핑 변환된 

시 스의 응되는 요소의 일정 범  ε내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정의 2:

  (1) Dtw(<>, <>) = 0,

  (2) Dtw(S, <>) = Dtw(<>, Q) = ∞,

  (3) Dtw(S, Q) = MAX(|First(S) - First(Q)|, 

             MIN(Dtw(S, Rest(Q)), 

       Dtw(Rest(S), Q), 

                 Dtw(Rest(S), Rest(Q))))

□

  Dbase로서 L1을 사용하는 참고 문헌 [11, 12, 13]과 

달리 본 연구에서 L∞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사용자의 

질의 작성의 부담을 덜도록 하기 해서이다. 정의 1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L1을 사용하는 경우, 타임 워핑 거

리는 변환된 두 시 스의 각 응되는 요소 의 거리

들의 합으로 나타나므로 질의 시 스와 데이타 시 스

의 길이에 큰 향을 받는다. 따라서 질의를 작성하는 

사용자가 해당 데이타베이스 특성에 맞는 한 ε을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동 인 환

경에서는 시 스의 길이가 계속 변경되므로 올바른 ε

를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L∞를 사용

하는 경우, 시 스의 길이에 향을 받지 않고 일 된 

ε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질의 작성의 부담을 

덜 수 있다.

  L∞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부가 인 장 은 

빠른 질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타임 워핑 지원 

유사 검색은 시 스 하나가 요소 반복을 통하여 많은 

시 스들로 변환되므로 CPU 비용이 매우 크다. 따라서 

타임 워핑 거리 계산 도  최종 결과에 포함되지 않을 

시 스들을 가능한 빨리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L1의 

경우, 여러 요소 들의 거리 합을 축 하여 이 값이 ε

을 과해야 이 시 스를 필터 아웃(filter out)하므로 

많은 요소 의 거리를 계산해야 한다. 반면, L∞의 경

우, 각 요소 의 거리에 의하여 필터 아웃이 가능하므

로 상 으로 작은 CPU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3.2 인덱싱 략

  본 에서는 타임 워핑을 지원하는 유사 검색을 한 

인덱싱 략에 하여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주요 목표는 정확한 질의 결과와 빠른 검색 성능을 동

시에 보장하는 것이다.

  유사 검색에서는 정확한 질의 결과를 보장하기 하

여 착오 기각[1, 3]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부분의 인덱스 구조들은 사용되는 거리 함수가 삼각형 

부등식 성질(triangle inequality)을 만족한다고 가정하

며, 이 성질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리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 착오 기각을 유발하게 된다[12]. 참고 문헌 [12]에

서는 타임 워핑 거리가 삼각형 부등식 성질을 만족하지 

못함을 보 으며, 착오 기각을 허용하지 않는 응용에서

는 타임 워핑 지원 유사 검색의 처리를 하여 인덱스

를 사용할 수 없음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용량의 

데이타베이스 환경에서 이와 같이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검색 성능이 심각하게 하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한 해결 방법으로서 삼각형 부

등식 성질을 만족하는 타임 워핑 거리의 하한 함수

(lower bound function)를 고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

덱스를 구성하는 략을 사용한다.

  하한 함수를 정의하기 해서는 이 함수에서 인자로 

사용될 시 스의 특징들을 먼  추출해야 한다. 특징 추

출이 어려운 이유는 타임 워핑 거리를 계산하기 하여 

같은 시 스가 질의 시 스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환

되기 때문이다. 즉, 요소 반복을 용하는 치나 횟수

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으므로, 비교되는 질의 시 스에 

따라 같은 시 스라도 다양한 길이와 요소 값을 갖는 

새로운 시 스로 변환될 수 있다. 그러나 시 스로부터 

추출되는 특징은 인덱스 구성을 목 으로 하므로 질의 

시 스와 독립 인 고유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특징 추출이 시 스를 인자로 하는 함수(function)의 형

태로 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한 함수를 한 인자로서 사용될 시

스 S의 특징들로서 첫 값인 First(S), 마지막 값인 

Last(S), 요소들  최  값인 Greatest(S), 요소들  

최소 값인 Smallest(S)를 선정한다. 이들은 주어진 질의 

시 스와의 타임 워핑 거리 계산을 한 어떠한 형태의 

요소 반복에도 변하지 않는 고정된 특징들이다. 시 스 S

의 네 특징들로 구성되는 4-터  코드를 Feature(S)라 

표기한다. 이러한 특징들을 인자로 사용하는 타임 워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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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Dtw의 하한 함수 Dtw_lb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정의 3: 

Dtw_lb(S, Q) = L∞(Feature(S), Feature(Q))

  여기서 Feature(S) = <First(S), Last(S), Greatest(S), 

Smallest(S)>, Feature(Q) = <First(Q), Last(Q), 

Greatest(Q), Smallest(Q)>이다.               

□

  다음에는 정리 1과 정리 2을 이용하여 함수 Dtw_lb가 

타임 워핑 거리 Dtw의 하한 함수인 동시에 삼각형 부등

식을 만족함을 보이고자 한다. 정리 1의 증명을 하여 

다음의 보조 정리 1과 보조 정리 2를 이용한다.

  보조 정리 1: 

  임의의 두 시 스 S = <s1, s2, ..., sn>, Q = <q1, q2, 

..., qm> 에 하여 다음이 항상 성립한다.

  Dtw(S, Q) ≥ L∞(<First(S), Last(S)>, <First(Q), 

               Last(Q)>)

  증명: 

  시 스 S와 Q의 타임 워핑이란 S와 Q를 요소 반복

을 통하여 최소의 L∞를 갖는 시 스들로 상호 변환하는 

것이다. 이 변환된 시 스를 S‘과 Q’라 하고, |S'| = 

|Q'| = k (|S| ≤ k, |Q| ≤ k) 이라 하자.

  Dtw(S, Q) = L∞(S‘, Q’)

            = L∞(<s1', s2', ..., sk'>, <q1', q2', ..., qk'>) 

            = MAX(L∞(<s2', ..., sk-1'>, <q2', ..., 

qk-1'>), L∞(<s1', sk'>, <q1', qk'>))

            = MAX(L∞(<s2', ..., sk-1'>, <q2', ..., 

qk-1'>), L∞(<First(S), Last(S)>, 

<First(Q), Last(Q)>))

            ≥ L∞(<First(S), Last(S)>, <First(Q), 

Last(Q)>)

  따라서 보조 정리 1은 항상 성립한다.   

□

  보조 정리 2: 

  임의의 두 시 스 S = <s1, s2, ..., sn>, Q = <q1, q2, 

..., qm>에 하여 다음이 항상 성립한다.

  Dtw(S, Q) ≥ L∞(<Greatest(S), Smallest(S)>, 

<Greatest(Q), Smallest(Q)>)

  증명: 

  보조 정리 1에서와 같이 시 스 S와 Q의 타임 워핑 

변환된 시 스를 S‘과 Q’라 하자. 한, 변환 후 

Greatest(S'), Smallest(S')과 매치되는 Q'의 요소를 각

각 Greatest_Match(Q'), Smallest_Match(Q')이라 정의

하자. 같은 방식으로 변환 후 Greatest(Q'), Smallest 

(Q')과 매치되는 S'의 요소를 각각 Greatest_ 

Match(S'), Smallest_Match(S')이라 정의하자. 

  본 증명에서는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시 스

의 요소 값의 분포 범 의 계에 따라 발생 가능한 세 

가지 경우에 하여 본 보조 정리가 성립함을 보이고자 

한다. 논의 개의 편의상 Greatest(S') ≥ Greatest 

(Q‘) 라 가정한다. 반 의 경우에는 본 증명에서 사용된 

S와 Q의 역할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S'

Largest(S')

Smallest(S')

Smallest(Q')

Largest(Q')

Q'

S'

Largest(S')

Smallest(S')

Smallest(Q')

Largest(Q')

Q' S'

Largest(S')

Smallest(S')

Smallest(Q')

Largest(Q')

Q'

Case 1 Case 2 Case 3

그림 1 시 스 S‘와 Q’의 요소 값 분포 범 의 계

  Case 1: S'과 Q'의 범 가  겹치지 않는 경우  

  Dtw(S, Q) = L∞(S‘, Q’)

        ≥MAX(|Greatest(S') - Greatest_ 

Match(Q')|, |Smallest(Q') - 

Smallest_Match(S')|)

        ≥MAX(|Greatest(S') - Greatest(Q')|, 

|Smallest(Q') - Smallest(S')|)

        = L∞(<Greatest(S‘), Smallest(S’)>, 

<Greatest(Q‘), Smallest(Q’)>)

         = L∞(<Greatest(S), Smallest(S)>, 

<Greatest(Q), Smallest(Q)>)

  Case 2: S' 범 가 Q'의 범 를 포함하는 경우

  Dtw(S, Q) = L∞(S‘, Q’)

        ≥MAX(|Greatest(S') - Greatest_ 

Match(Q')|, |Smallest(S') - 

Smallest_Match(Q')|)

        ≥MAX(|Greatest(S') - Greatest(Q')|, 

|Smallest(S') - Smallest(Q')|)

         = L∞(<Greatest(S‘), Smallest(S’)>, 

<Greatest(Q‘), Smallest(Q’)>)

         = L∞(<Greatest(S), Smallest(S)>, 

<Greatest(Q), Smallest(Q)>)

  Case 3: S'와 Q'의 범 가 부분 으로 겹치는 경우  

  Dtw(S, Q) = L∞(S‘, Q’)

        ≥MAX(|Greatest(S') - Greatest_ 

Match(Q')|, |Smallest(Q') - 

Smallest_Mat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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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_Sim_Search(query sequence Q, tolerance ε)

  (1) Get query features First(Q), Last(Q), Greatest 

(Q), Smallest(Q);

  (2) Perform a range search on the four dimensional 

index using these features, ε, Dtw_lb as a query 

point, a range, and a distance function, respec- 

tively;

  (3) Make a candidate set CandSet consisting of 

returned entries from Step (2);

  (4) FOR each entry in CandSet DO

  (5)   Read the corresponding sequence S from the 

database;

  (6)   IF Dtw(S, Q) ≤ ε, THEN return S;

그림 2 타임 워핑 지원 유사 검색 질의 처리 알고리즘

        ≥MAX(|Greatest(S') - Greatest(Q')|, 

|Smallest(Q') - Smallest(S')|)

         = L∞(<Greatest(S‘), Smallest(S’)>, 

<Greatest(Q‘), Smallest(Q’)>)

         = L∞(<Greatest(S), Smallest(S)>, 

<Greatest(Q), Smallest(Q)>)

  와 같이 가능한 모든 경우에 하여 성립하므로 보

조 정리 2는 항상 성립한다.  

□

  정리 1: 

  임의의 두 시 스 S = <s1, s2, ..., sn>, Q = <q1, q2, 

..., qm> 에 하여 다음이 항상 성립한다.

Dtw(S, Q) ≥ Dtw_lb(S, Q)

  증명: 

  Dtw_lb(S, Q)) = L∞(Feature(S), Feature(Q))

           = L∞(<First(S), Last(S), Greatest(S),  

Smallest(S)>, <First(Q), Last(Q), 

Greatest(Q), Smallest(Q)>)

           = MAX(L∞(<First(S), Last(S)>, 

<First(Q), Last(Q)>), 

L∞(<Greatest(S), Smallest(S)>, 

<Greatest(Q), Smallest(Q)>))

  따라서 보조 정리 1과 2에 의하여 정리 1은 성립된다.

□

  정리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따름 정리 1을 쉽게 유도

해 낼 수 있다.

  따름 정리 1: 

  임의의 두 시 스 S = <s1, s2, ..., sn>, Q = <q1, q2, 

..., qm>와 임의의 값 ε에 하여 다음이 항상 성립한다.

         Dtw(S, Q) ≤ ε ⇒ Dtw_lb(S, Q) ≤ ε   

□

  정리 2:

  임의의 세 시 스 X, Y, Z에 하여 다음이 항상 성

립한다.

Dtw_lb(X, Z) ≤ Dtw_lb(X, Y) + Dtw_lb(Y, Z)

  증명: 

  Dtw_lb(S, Q)) = L∞(Feature(S), Feature(Q))이며, 거

리 함수 L∞은 항상 삼각형 부등식 성질을 만족하므로[18] 

정리 2는 항상 성립한다.                    

□

  따름 정리 1은 유사 검색 질의를 처리할 때, Dtw 

신 Dtw_lb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착오 기각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리 2는 유사 검색 질의를 처

리할 때, 삼각형 부등식 성질의 만족하는 Dtw_lb를 거리 

함수로 하는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 따라서 의 두 정리들은 새로운 거리 함수 Dtw_lb를 

기반으로 구성된 인덱스를 이용하여 타임 워핑 지원 유

사 검색 질의를 착오 기각 없이 처리할 수 있음을 증명

하는 것이다.

3.3 알고리즘

  본 에서는 제 3.2 에서 논의한 략을 기반으로 인

덱스를 생성하는 알고리즘과 질의를 처리하는 알고리즘

을 제시한다. 

  3.3.1 인덱스 구성

  인덱스 구성을 하여 각 시 스의 네 개의 특징을 

사용하므로 각 시 스는 사차원 유클리드 공간상의 

으로 표 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들을 효과 으로 검

색하기 한 인덱스 구조로는 R
*
-트리[15], X-트리[16], 

R+-트리[17], R-트리[22] 등 다차원 인덱스를 고려할 

수 있다. 인덱스 구성 알고리즘은 우선 데이타베이스내

의 각 시 스 S를 액세스하여 First(S), Last(S), 

Greatest(S), Smallest(S)를 구한 후, 이 특징들과 시

스 식별자(identifier)로 구성되는 엔트리를 주어진 다차

원 인덱스 내에 삽입함으로써 인덱스를 구성한다. 많은 

시 스들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차원 인덱스의 

벌크 로딩 기법(bulk loading)[23, 24, 25]을 이용함으

로써 보다 효과 인 방법으로 인덱스를 구성할 수 있다.

  3.3.2 질의 처리

  그림 2에 나타난 TW_Sim_Search는 사차원 인덱스

를 이용하여 질의 시 스 Q와의 Dtw가 ε 이내인 유사

한 시 스들을 데이타베이스로부터 검색하는 알고리즘

을 나타낸 것이다. 단계 (1)에서는 질의 Q로부터 네 가

지 특징들을 추출하고, 단계 (2)에서는 사차원 인덱스를 

이용한 정사각형 형태의 역 질의를 수행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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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에서 구한 네 특징들은 역 질의의 심 이 

되며, ε은 질의의 범 가 된다. 한, 거리 함수로는 

Dtw_lb가 사용된다. 단계 (3)에서는 역 검색의 결과로 

반환된 엔트리들로 후보 집합을 구성한다. 단계 (4)～(6)

은 후보 집합에 포함된 각 엔트리와 응되는 시 스들

에 하여 최종 질의 결과로서의 합성을 정하는 것

이다. 단계 (5)에서는 응되는 시 스를 직  데이타베

이스로부터 읽어들이며, 단계 (6)에서는 이 시 스와 질

의 시 스 Q간의 실제 Dtw가 ε 이하이면 이를 최종 

결과로 반환한다.

5. 성능 분석

  본 장에서는 실험에 의한 성능 분석을 통하여 제안하

는 기법의 우수성을 규명한다. 제 5.1 에서는 실험 환

경을 설명하고, 제 5.2 에서는 실험 결과를 분석한다.

5.1 실험 환경

  본 연구에서는 합성 데이타 Syn_Data와 실제 데이타 

S&P_Data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성능을 분석한다. 

Syn_Data내의 각 시 스 S = <s1, s2, ..., sn>는 다음

과 같은 랜덤 워크(random walk) 형태를 가진다.

si = si-1 + zi 

  여기서 zi는 구간 [-0.1, 0.1] 사이에서 균일한 분포를 

취하는 랜덤 변수이며, 시 스의 첫 요소 값 s1은 구간 

[1, 10] 사이의 임의의 값을 취하도록 한다. 실제 데이

타 S&P_Data는 미국의 S&P 500 주식 데이타이며, 평

균 길이가 231인 545개의 시 스들로 구성된다. 

  질의 시 스는 데이타베이스로부터 임의로 하나의 시

스를 선택한 후, 각 요소 값에 한 범 2) 내의 임

의의 값을 선택하여 더하는 방식으로 변형하여 생성한

다. 각 데이타에 하여 100개의 유사 검색 질의를 수행

한 후, 나타난 평균 수행 시간(elapsed time)을 성능 평

가 지수로 사용한다. 본 실험을 한 하드웨어 랫폼으

로는 SunOS 5.8을 운 체제로 사용하고 640MB의 주

기억장치를 갖는 SunSparc Ultra-5 워크스테이션을 사

용한다. 장착된 하드디스크는 9.5ms의 탐색 시간을 가

지는 Seagate ST39140A이며, 그 크기는 9GB이다. 실

험  다른 사용자  데몬 로세스의 상호 간섭을 방

지하기 하여 운  체제를 단일 사용자용으로 설정한 

후 실험한다.

  성능 평가는 다음의 네 가지 서로 다른 기법들을 

상으로 한다. Ours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으로서 

2) 선택된 시 스 내에 속하는 요소 값들의 표  편차를 std라 

할 때, 이 범 는 [-std/10, std/10]이다.

시 스의 네 가지 특징들을 상으로 구성된 다차원 인

덱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다차원 인덱스로는 재 시

스 데이타베이스 분야에서 가장 리 채택되고 있는 

R*-트리[15]를 사용하여 실험한다. 사용된 R*-트리는 

Maryland 학의 Faloutsos 교수 에서 개발한 R
*
- 

tree Version 2.0이며, 페이지 크기로서 1KB를 사용한

다. 한, 성능 비교를 한 기존의 기법으로서 Naive_ 

Scan[11], LB_Scan[12], ST_Filter3)[13]의 세 가지를 

사용한다4). FastMap 방식[12]은 착오 기각을 유발한다

는 기능상의 문제를 가지므로, 성능 비교의 상에서 제

외한다.

5.2 실험 결과  분석

먼 , 실험 1에서는 후보 비율(candidate ratio)을 기

으로 각 기법들의 성능을 비교한다. 후보 비율이란 

체 시 스 수에 한 후보 시 스 수로 정의된다. ST_ 

Filter와 Ours에서는 서픽스 트리와 R*-트리의 탐색 후 

나타나는 후보 시 스들을 상으로 하며, LB_Scan에

서는 하한 함수 Dlb에 의하여 후보로 채택되는 시 스들

을 상으로 한다. 단, Naive_Scan의 경우에는 별도의 

필터링 작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종 결과로 반환되

는 시 스들을 상으로 표기한다. 이 실험의 목 은 착

오 채택(false alarm)[1, 19]의 경향을 찰함으로써 각 

기법의 필터링 효과를 비교하기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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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P_Data를 이용한 필터링 효과의 비교

3) 본 실험에서는 ST_Filter를 한 최 의 도메인 분류를 하

여 다수의 선행 실험을 수행하 으며, 이 결과 각 도메인이 

100개의 등 간격 구간(equal-length interval)을 갖도록 설정

하 다.

4) 단, 본 실험에서는 Dtw를 한 기본 거리 함수 Dbase로서 원

래 사용하던 L1 신 본 논문에서 채택하는 L∞을 사용한다. 

본 논문의 제시된 실험과는 달리 모든 기법에서 L1을 사용한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 다. L1의 특성상 모든 기법이 떨어지

는 성능을 보 으나, 각 기법간의 체 인 경향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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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S&P_Data에 하여 각 기법들을 각각 용

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로축은 허용치 ε을 

나타내며, 세로축은 필터링 비율을 나타낸다. 허용치가 

2에서 6까지 변화함에 따라 체 시 스에 한 최종 

결과로 반환되는 시 스의 비율은 0.2%(≅ 1.1개)에서 

1.7%(≅ 9.3개)까지 변화함을 볼 수 있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제안하는 기법의 필터링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

으로 나타났으며, ST_Filter의 필터링 효과가 제안하는 

기법의 필터링 효과에 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B_Scan의 필터링 효과는 제안하는 기법  ST_Filter

와 비교하여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1에서 찰한 필터링 효과가 체 검색 성능과 

완 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Naive_Scan과 

LB_Scan에서는 디스크내의 체 시 스들을 액세스하

는 비용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안하는 기법과 ST_Filter

에서는 R
*
-트리와 서픽스-트리를 탐색하는 비용이 고려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험 2에서는 각 기법의 

질의 처리를 한 체 실행 시간(elapsed time)을 비교

한다. 그림 4는 실험 1과 동일한 데이타  질의 시 스

들을 사용하여 수행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로

축은 허용치 ε을 나타내며, 세로축은 실행 시간을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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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P_Data를 이용한 실행 시간의 비교

  실험 결과에 의하면, ST_Filter는 Naive_Scan보다도 

떨어지는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근본 인 

이유는 ST_Filter가 공통 심볼들이 많이 발생하는 서

시 스 환경을 상으로 고안된 기법이기 때문이다. 즉, 

많은 공통 심볼들을 포함하는 경우 ST_Filter에서 사용

하는 서픽스 트리의 크기는 작아지나, 그 지 않은 경우

에는 그 크기가 매우 커진다5). ST_Filter는 질의 처리 

시 트리 내 많은 경로들을 검하게 되므로 트리가 커

질수록 검색 성능이 크게 하된다. 따라서 ST_Filter는 

서 시 스 매칭에는 유용하나, 체 매칭에서는 합하

지 않다.

  기존의 기법들 에서는 LB_Scan이 가장 좋은 성능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시 스들을 액세스한

다는 에서는 LB_Scan과 Naive_Scan가 동일하지만, 

LB_Scan는 하한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CPU 비용을 

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S&P_Data가 약 850KB의 소

규모이므로, 이러한 CPU 비용 감 효과가 체 성능

에 반 된 것이다. 제안된 기법은 LB_Scan에 비교하여 

허용치에 따라 약 4배에서 43배까지 나은 성능을 보

다. 이것은 제안된 기법이 데이타의 4% 미만의 작은 

R
*
-트리의 극히 일부분만을 탐색하며, 이 탐색에 의한 

필터링 효과가 매우 뛰어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이러한 성능 개선 효과는 허용치가 작아질수록 더욱 두

드러짐을 볼 수 있다. 실제 응용에서 요구하는 질의 결

과의 수가 일반 으로 작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향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술한 바와 같이 S&P_Data는 소규모의 데이타이므

로, 체 시 스들을 모두 액세스하는 Naive_Scan과 

LB_Scan의 성능상의 문제 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이후의 실험에서는 다양한 시 스의 수  시 스 길이

를 갖는 규모의 Syn_Data를 상으로 각 기법의 성

능을 분석한다.

  실험 3에서는 1,000개에서 100,000개까지의 다양한 수

의 시 스들을 가지는 데이타들을 상으로 각 기법들

의 실행 시간을 비교한다. 사용된 평균 시 스의 길이와 

허용치는 각각 1,000과 0.1이다. 그림 5은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Naive_Scan, LB_Scan, ST_Filter 등 

기존의 기법들은 시 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검색 성

능이 격히 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aive_Scan과 

LB_Scan의 경우에는 체 시 스들을 모두 디스크로부

터 액세스하기 때문이며, ST_Filter의 경우에는 크기가 

시 스의 수에 비례하는 서픽스 트리의 상당 부분을 탐

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1,000개와 10,000개의 경우에는 

ST_Filter가 Naive_Scan  LB_Scan보다 떨어지는 

성능을 보 으나, 100,000개의 경우에는 ST_Filter가 더 

나은 성능을 보 다. 이것은 시 스의 수가 많아짐에 따

5) 본 실험에서 사용한 약 850KB의 데이타에 하여 제안된 기

법에서 사용하는 R*-트리는 31KB, ST_Filter에서 사용하는 

서픽스 트리는 389KB로 나타났다. R*-트리와는 달리 서픽스 

트리는 체 데이타의 46% 정도의 매우 큰 용량을 가짐을 

볼 수 있다.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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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yn_Data를 이용한 시 스 수에 따른 실행 시

간의 비교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100 500 1000 5000

length of a sequence

e
la

p
s
e
d
 t
im

e
 (

s
e
c
)

Naïve_Scan

ST_Filter

LB_Scan

Ours

그림 6 Syn_Data를 이용한 시 스 길이에 따른 실행 

시간의 비교

라 공통 심볼들을 많이 출 하므로, 서픽스 트리가 좋은 

압축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반면, 제안된 기법은 시 스의 수에 큰 향을 받지 

않고 0.5  이하의 거의 일정한 성능을 보 으며, 각 경

우에서 기존의 가장 좋은 기법과 비교하여 19배에서 

720배까지의 성능 개선 효과를 보 다. 이러한 성능 개

선 효과는 시 스의 수가 많아질수록 더욱 커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제안된 기법이 데이타 시 스 수에 

계없이 R
*
-트리의 일정한 부분만을 탐색함으로써 후

보 시 스들을 효과 으로 악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끝으로, 실험 4에서는 100에서 5,000까지의 다양한 길이

의 시 스들을 가지는 데이타들을 상으로 각 기법의 실

행 시간을 비교한다. 사용된 평균 시 스의 수와 허용치는 

각각 10,000과 0.1이다. 그림 6은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실험 3에서와 같이, Naive_Scan, LB_Scan, ST_Filter 

등 기존의 기법들은 시 스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검색 

성능이 격히 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기법들 

에서는 모든 경우에서 LB_Scan이 가장 나은 성능을 보

다. 제안된 기법은 시 스의 길이에 향을 받지 않고 

거의 일정한 성능을 나타냈으며, LB_Scan과 비교하여 시

스 길이에 따라 36배에서 175배까지의 성능 개선 효과

를 보 다. 한, 이러한 성능 개선 효과는 시 스의 길이

가 길어질수록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 론

  유사 검색이란 주어진 질의 시 스와 변화의 패턴이 

유사한 시 스들을 시 스 데이타베이스로부터 찾아내

는 연산이며[1, 3], 데이타 마이닝  데이타 웨어하우

징 분야에서 리 사용된다[4, 5]. 타임 워핑은 데이타

베이스내의 시 스들의 길이가 서로 달라서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하여 유사 정도를 직  측정할 수 없는 경

우에 매우 유용한 변환이다[12, 13]. 본 논문에서는 타

임 워핑을 지원하는 유사 검색을 처리하기 한 효율

인 방법에 하여 논의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삼각형 부등식 성질을 만족하지 못

하는 타임 워핑 거리의 특성으로 인하여 거리 함수 기반 

인덱스를 사용하지 못하 다. 참고 문헌 [11]와 [12]에

서는 CPU 비용을 감하기 한 방식들을 제안하 으

나, 모든 시 스들을 순차 으로 액세스해야 한다는 문

제 이 있다. 참고 문헌 [13]에서는 서픽스 트리를 이용

하여 일부의 후보 시 스들만을 액세스하는 방식을 제안

하 으나, 비 거리 함수 기반 인덱스인 서픽스 트리가 

무 커져서 인덱스 탐색의 오버헤드가 무 크다는 문

제 을 갖는다. 참고 문헌 [12]에서는 FastMap[19]과 

거리 기반 인덱스를 결합함으로써 검색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으나, 이 방식은 착오 기각을 유발

시킨다는 심각한 문제 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착오 기각 발생의 방지와 빠른 검색 

성능을 동시에 보장하는 새로운 타임 워핑 지원 유사 

검색 처리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기법은 먼  새롭

게 고안된 거리 함수 Dtw_lb를 이용하여 거리 함수 기반 

다차원 인덱스를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타임 워핑 지

원 유사 검색을 빠르게 처리한다. Dtw_lb가 Dtw의 하한 

함수인 동시에 삼각형 부등식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제안된 기법에서 착오 기각이 발생하지 않

음을 증명하 다. 제안된 기법은 거리 함수를 기반으로 

하는 최 의 인덱스 기반 타임 워핑 지원 유사 검색 기

법이라는 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기존의 기법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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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의 다양한 실험을 통한 성능 비교를 수행하 다. 실

험 결과에 의하면, 제안된 기법은 기존의 기법들과 비교

하여 실제 주식 데이타를 상으로 하는 경우 4배에서 

43배까지의 성능 개선 효과를 보 으며, 규모의 합성 

데이타를 상으로 하는 경우 19배에서 720배까지의 성

능 개선 효과를 보 다. 이러한 성능 개선 효과는 (1) 

시 스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2) 시 스의 길이가 길어

질수록, (3) 질의에서 사용되는 허용치가 작아질수록 더

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데이타베이스 특성

을 고려할 때, 이들은 제안된 기법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바람직한 경향이다. 

  제안된 기법의 기본 아이디어를 서 시 스 매칭에도 

그 로 용할 수 있다. 제안된 기법은 시 스의 수가 

많을수록 성능 개선 효과가 커지므로, 서 시 스 매칭

의 경우 그 효용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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