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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용량 배열기반 과학데이터의 차원에 대한 필터 연산과 달
리 속성에 대한 필터 연산은 전체적 스캔을 통해 실시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필터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
기 위한 인덱싱 기법은 별도의 많은 저장공간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배열기반 과학데이터의 속성에 대한 필
터 연산을 신속하게 함과 동시에 인덱스의 저장공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감소시키는 새로운 인덱싱 기법인 CRRF를 소개한
다. CRRF는 비트의 배열을 통해 데이터 집단 내의 값들의 분
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자료구조인 ARF의 활용 범
위를 인덱싱까지 넓힌 것이다. CRRF는 실수 형식의 값들로 
구성된 데이터 집단의 요약을 가능케 하며, 정수 배열에 비트 
배열을 압축 저장함으로써 공간 활용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또
한 인덱싱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질의 처리 시 
별도의 인덱스 변형 과정을 제거하고 인덱스 생성 단계에서 
데이터 집단을 가능한 한 정밀하게 반영하여 위양성
(false-positive)을 최소화한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 CRRF의 저
장공간이 B+-tree에 비해 매우 작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CRRF를 사용하는 인덱싱의 성능이 B+-tree 인덱싱과 비슷하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대용량, 인덱싱, 비트, 안정성, 필터링, 압축, 실수
학  번 : 2015-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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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 동기 및 목적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 및 분석에 관한 연구는 기술과 규모의 측

면에서 해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대용량 데이터

는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하드웨어와 맞물

려서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

다.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 자체도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그

리고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하는 분야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대용량 과학데이터도 마찬가지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순서로 끊임없이 입력되기 때문에 데이

터의 양이 매우 크며, 측정 장비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시간당 측정

하는 속성의 다양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과학적인 통찰을 이끌어내기 위

해서는 전체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기보다는 실제로 관심있는 일부

분만을 추출하여 연구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데

이터의 좌표나 속성에 대한 어떤 조건을 입력하여, 전체 데이터 중

그에 해당하는 일부만을 추출하는 필터 연산은 대용량 과학데이터

를 다룸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필터 연산의 성능

을 개선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대용량 과학데이터를 원활히 분석

하도록 하는 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인덱싱은 필터 연산을 빠르게 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전체 데이

터를 요약하는 별도의 자료구조를 인덱스로 두고, 이를 통해 데이터

전체를 full scan하지 않고 원하는 부분만을 스캔하여 결과를 얻는

방식이다. B+-tree와 같은 트리 형태의 자료구조가 인덱싱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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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 인덱스의 저장공간의 크기는 대용량 과학데이터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비례하여 커지고 있다. 심지어 저장공간의 절약을 위해

인덱싱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인덱스의 용량을 낮추

는 것은 인덱싱 기법에서의 주된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한편, 배열 기반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속성 가운데 일부 속성들을

복수의 차원의 좌표로 두는 방식을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기

존 RDBMS에서의 질의와는 다른 과학데이터에 대한 질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배열 혹은 raster data라고 불리는, 복수의 차원으로 구

성된 격자에 각 속성값들을 저장하는 데이터 모델이 제시되었다. 배

열 기반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배열 기반 데이터 모델을 대상으로

한다.

배열 기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필터 연산의 종류로 좌표 기반 조

건문과 속성 기반 조건문, 그리고 혼합형 조건문의 세 가지가 있다.

좌표 기반 조건문은 좌표에 대한 조건만 포함한 조건문이고, 속성

기반 조건문은 속성에 대한 조건만 포함한 조건문이다. 그리고 혼합

형 조건문은 좌표에 대한 조건문과 속성에 대한 조건문을 모두 포

함한 조건문이다. 이 중 좌표 기반 조건문을 가지는 필터 연산은 별

도의 인덱스 없이 해당 좌표가 있는 구역만 스캔하면 된다. 그러나

속성 기반 조건문이나 혼합형 조건문과 같이 속성에 대한 조건이

포함된 조건문을 갖는 필터 연산은 인덱스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열 기반 데이터베이스 상

에서 인덱싱을 통하여 속성 기반 필터 연산의 성능을 높인다. 둘째,

속성 기반 필터 연산의 인덱싱에 사용되는 인덱스의 저장공간을 감

소시킨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대용량 과학데이터를 다루는 다차

원 배열 기반 데이터베이스인 SciDB에서의 인덱싱을 소재로 다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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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SciDB와 필터 연산

SciDB는 대표적인 다차원 배열 기반 데이터베이스로, 매우 큰 규

모의 과학데이터를 주로 저장, 처리 및 분석하기 위해 고안되었다[2,

3, 8, 9]. SciDB는 생물정보학이나[10] 실험물리학[7] 같은 다양한 과

학 연구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SciDB에서의 cell은 RDBMS에서의 tuple에 해당한다. cell을 나타

내는 기준으로 차원과 속성이 있다. 차원은 일정 정수 범위 내에서

좌표를 형성하고 각 cell의 논리적인 위치를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속성은 각 cell의 측정값 등을 나타내며, 정수뿐 아니라 실수로도 표

현될 수 있다. 그리고 SciDB에서는 데이터를 chunk라고 하는 일정

크기의 블록을 통해 관리한다. 여기서 일정 크기란 cell의 개수가 일

정함을 뜻한다. chunk는 디스크 입출력, 데이터 처리, 노드간 통신의

단위로서의 역할을 한다.

SciDB에서 필터 연산은 full scan을 통해 모든 cell에 대하여 필터

연산의 조건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동된다. full scan은 두 개의

반복자에 의해 수행된다. 그 중 ArrayIterator는 해당 배열의 모든

chunk를 좌표에 대해 순차적으로 참조한다. 하나의 chunk를 스캔하

기 위해서는 ChunkIterator를 통해 해당 chunk의 모든 cell을 좌표

에 대해 순차적으로 읽는다. ArrayIterator는 모든 chunk를 읽고, 각

chunk별로 ChunkIterator는 모든 cell을 읽으므로 full scan을 하게

된다. full scan은 필터 연산의 조건문이 좌표 기반 조건문인지 속성

기반 조건문인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1.1.2 연구 목적

SciDB와 같은 배열 기반 데이터베이스에서 value 기반 조건문이



- 4 -

그림 1: filter_btree 개요

들어왔을 경우 인덱싱을 통해 선택적 스캔을 진행할 수 있다. 선택

적 스캔을 통해 value 기반 조건문이 입력되었을 때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B+-tree를 이용한 인덱싱을 도입

하고, 이 기법과 비교해 질의 처리 성능은 비슷하면서 저장공간을

대폭 감소한 새로운 인덱싱 기법을 소개한다.

1.2 SciDB에 대한 B+-tree 인덱싱

1.1절에서 밝힌 대로 SciDB에서 value 기반 조건문이 포함된

filter 연산은 전체 데이터에 대해 full scan을 진행함으로써 처리된

다. value 기반 조건문에 속한 데이터가 없는 chunk를 스캔하는 시

간도 전체 full scan 소요시간에 포함되어 있다. value 기반 조건문

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chunk만 스캔한다면 filter 연산의

소요시간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B+-tree 기반 인덱싱은 이러한 선

택적 스캔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먼저

B+-tree 기반 속성 인덱싱을 통한 filter 연산인 filter_btree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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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뒤이어 소개할 새로운 인덱싱 기법인 CRRF와 성능과 저

장공간의 측면에서 비교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은 filter_btree의 전체 아키텍처를 나타낸다. 우선 B+-tree

는 해당 속성의 전체 데이터에 대하여 1개가 생성된다. 각 cell별로

하나의 key-value 쌍을 입력하는데, key로는 cell의 해당 속성 값을,

value로는 cell이 속한 chunk의 ID를 저장한다. 모든 cell에 대하여

한 번 full scan하여 1개의 B+-tree를 만든다.

만들어진 B+-tree를 value기반 조건문으로 구성된 filter 질의 처

리에 사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질의의 조건문에 해당하

는 속성에 대한 B+-tree를 참조한다. 이 때 조건문의 범위에 속한

모든 key-value 쌍을 B+-tree상에서 스캔하여, value로서 저장된 모

든 chunk ID들을 집합에 저장한다. 집합에 저장하는 이유는 chunk

ID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성된 chunk ID 집합에

속한 chunk들만 스캔하더라도 full scan으로 얻은 결과와 동일한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집합에 속하지 않은 chunk에는 조건문에 해

당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filter_btree는 기존 filter와 마찬가지로 ArrayIterator를 통해 각

chunk들을 하나씩 스캔하는데, 하나의 chunk에 대한 스캔이 완료되

면 다음 chunk로 이동하는 대신 위에서 얻은 chunk ID 집합에서

하나의 chunk ID를 추출하여 그것이 가리키는 chunk로 건너뛴다.

이처럼 B+-tree 인덱싱을 이용한 chunk 단위의 선택적 스캔의 방식

을 통해, value 기반 filter 연산의 성능을 full scan을 진행하는 기존

filter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

선택적 스캔의 단위가 chunk인 이유는 key-value 쌍이 중복되는

경우를 증가시켜서 B+-tree의 저장공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cell의 정확한 coordinates를 key-value 쌍의 value로서 B+-tree에

입력한다면 B+-tree에 저장되는 모든 key-value 쌍의 개수는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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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가 모두 다르므로 모든 cell의 개수와 일치하게 된다. 반면

chunk ID를 입력한다면 한 chunk 안에서 동일한 속성값을 가지는

복수의 cell에 대하여 key-value 쌍이 중복되므로 B+-tree에 저장되

는 전체 key-value 쌍의 개수는 모든 cell의 개수보다 적다. 따라서

chunk ID를 B+-tree에 입력하는 경우에 B+-tree는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한다. 또한 각 cell별로 chunk의 대표적인 coordinates(가장 왼

쪽 및 가장 위쪽에 위치한 coordinates)를 입력하는 대신 chunk ID

로 변환하여 입력하는 이유는 coordinates의 각 차원별 값들의 크기

의 총합보다 integer 하나의 크기가 훨씬 작기 때문에 B+-tree의 용

량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B+-tree를 13GB, 50GB의 두 가지 데이터에 대하여 위 방식대로

생성한 결과, B+-tree가 차지하는 저장공간은 각각 8.1GB, 4.1GB이

다. 두 데이터 모두 real value를 속성 값으로 가진다. 약 4배 더 큰

데이터가 B+-tree의 크기는 오히려 더 작은 이유는 속성의 distinct

value가 더 적기 때문이다. B+-tree의 크기는 원 데이터의 62%까지

차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원 데이터가 작을 경우에는 크게 상

관이 없으나, 대용량 과학데이터의 경우에는 인덱스의 크기를 무시

할 수 없다. 따라서 인덱싱을 사용하여 filter 연산을 처리할 때,

B+-tree 인덱스보다 훨씬 작은 인덱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좋은 장

점이 될 수 있다.

1.3 논문 개요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인덱싱 기법인 filter_CRRF 및 이에 사용되

는 자료구조인 Compact Real-value Range Filter(CRRF)에 대하여

소개한다. 우선 2장에서는 관련연구로서 CRRF의 모체인 Adap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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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Filter(ARF)에 관하여 서술한다. 3장 1절에서는 filter_CRRF

의 전체 진행 과정을 설명한다. 3장 2절에서는 CRRF의 구조를 묘

사하고, 3장 3절 및 4절에서는 CRRF의 생성 과정을 서술한다. 그리

고 3장 5절에서는 CRRF를 디스크에 어떤 방식으로 저장하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CRRF의 false-positive 발생 빈도,

filter_CRRF의 질의 처리 소요시간, CRRF의 저장 공간, CRRF의 생

성 소요시간을 실험을 통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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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2.1 SciDB

SciDB는 raster data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배열 기반 오픈소스

DBMS이다[11]. 많은 과학데이터들은 시공간적인 척도를 필요로 하

는데, raster model은 이러한 과학데이터를 나타내는 모델 중 하나

이다. raster model에서는 데이터를 동일한 크기의 수많은 격자로

나누어 각 cell 안에 각종 속성값을 저장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원

데이터를 일정한 격자로 나누고 각각의 격자를 요약하기 때문에 정

보의 손실을 불러온다. 그러나 그만큼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하며, 시

각화가 용이하다. 또한 위치정보를 융합하여 다른 raster data와 연

결할 수 있다. raster data는 공기오염 통제, 기상예보, 위성 관측,

원격탐사, 3D 모델링 등에 사용된다[5].

SciDB는 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고안된 DBMS이므로 트랜잭션

관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SciDB에서 데이터는 insert-only 방식으로

입력 및 취급되기 때문에 update와 deletion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다. 반면,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연산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구현

되어 있다.

· Slice Slice()는 배열의 일부 차원에 대하여 값을 한정함으로써

그 배열의 일부만을 추출하는 연산이다. 2차원배열에서는 하나의 차

원만이, 3차원배열에서는 최대 2개의 차원이 입력되고 각 차원별로

값 또한 입력하여 그 값에 해당하는 subarray를 추출한다.

· Between Between()은 Slice()를 일반화한 연산으로 배열의 각

차원별로 범위를 할당하여 해당 범위에 대한 subarray를 추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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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이다.

· Redimension Redimension()은 배열의 차원과 속성을 재설정하

는 연산이다. 3차원 배열 데이터가 1차원 상태로 배열이 입력되었을

때, 이것을 SciDB 내에서 다시 3차원 상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수행

한다.

· Filter Filter()는 좌표나 속성값에 대한 조건문을 입력하여, 해당

조건문에 대한 subarray를 추출하는 연산이다. Slice()나 Between()

은 좌표에 대한 subarray만 추출할 수 있지만 Filter()는 좌표와 속

성값 모두에 대하여 subarray를 만들 수 있다.

· Aggregate Aggregate()는 배열의 속성값에 대하여 count, max,

sum 등의 집계를 실행하는 연산이다.

SciDB는 Array Functional Language(AFL)이라는 언어를 통해

filter, aggregate 등의 산술적, 논리적 연산을 입력받는다. SQL과 비

슷한 Array Query Language(AQL)이라는 언어도 제공하는데 이는

입력된 후 AFL로 번역된다.

한편, 데이터 분포와 질의 분포에 관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

다. 데이터 분포는 실제 데이터가 얼마나 쏠렸는가를 뜻하고, 질의

분포는 데이터의 어느 구역에 더 많은 질의가 실행되는가를 뜻한다.

SciDB의 attribute에 대한 filter 연산이 이루어지는 분포는 데이터별

로 다양하다. 데이터가 밀집된 구역을 주로 탐색하는 질의 분포를

보이는 데이터가 있고, 반대로 데이터가 희박한 구역 위주의 질의

분포도 있다. 한편 데이터 분포와 무관한 질의 분포를 보이는 데이

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밀집한 구역과 데이터가 희박한

구역을 모두 시험하기 위해 질의의 분포가 데이터의 분포와 무관하

게 균일하다고 가정하고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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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daptive Range Filter

Adaptive Range Filter(ARF)[1]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디스크상

의 데이터 집단을 요약하여, 범위 질의가 들어왔을 때 데이터 집단

에 액세스할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자료구조이다. Microsoft

Research에서 진행한 Project Siberia에서는 Hekaton의 데이터를 관

리하는데, Hekaton이란 많이 액세스되는 데이터와 거의 액세스되지

않는 데이터를 각각 hot 데이터와 cold 데이터로 구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고성능의 메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일컫는다.

Project Siberia는 hot 데이터만을 메인 메모리에 적재하고 나머지

cold 데이터를 더 저렴한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해둠으로써 고성능의

질의 처리를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Project Siberia에 질의가 입력될

때, 질의의 범위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오로지 hot 데이터에만 속할

경우에 cold store로의 접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디스크 I/O를 절약

하게 된다. 대부분의 질의에 있어서, 질의의 범위에 해당하는 데이

터가 cold store에 있을 확률이 적기 때문에 비싼 디스크 I/O를 대

폭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질의가 Project Siberia에 들어오면, 해당 질의의 범위에

속하는 데이터가 디스크상의 cold store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실제

디스크 접근을 통하지 않아도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ARF는 이러

한 판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필터링을 제공한다. Bloom Filter

에 값을 대입하면 해당 값이 실제 데이터 집단에 존재하는가에 대

한 여부를 알려주는 것과 비슷하다. Bloom Filter는 값을 대입하였

을 때, 그 값이 Bloom Filter가 요약하는 실제 데이터상에 존재할

수도 있다면 true를, 확실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false를 반환한다.

ARF는 이와 달리 하나의 값이 아닌 값의 범위를 대입하여, 실제 데

이터 집단 내에 그 범위 안의 데이터가 존재할 수도 있으면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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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RF 구조

존재하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한다. ARF가 true를 반환하면 cold

store에 접근하고, false를 반환하면 cold store의 데이터가 하나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접근하지 않는다. ARF에서 true를 반환한다고

해서 cold store에 실제로 질의에 맞는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다(false-positive).

그림 2는 ARF의 구조 및 인코딩 방식을 나타낸다. ARF는 이진

트리 구조가 비트들의 배열로 표현된 형태이다. 각 내부 노드는 두

개의 자식 노드를 가진다. 내부 노드들의 자식 노드 정보를 이용하

여 트리의 형태를 비트로 표현한다. 하나의 내부 노드는 두 개의 자

식 노드가 어떤 종류의 노드인가를 표시하는 두 개의 비트로 표현

된다. 2개의 비트 중 왼쪽 비트는 왼쪽 자식 노드가 리프 노드이면

0, 내부 노드이면 1로 표시되고 오른쪽 비트도 오른쪽 자식 노드에

대해 마찬가지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어떤 내부 노드의 왼쪽 자식

노드가 리프 노드이고 오른쪽 자식 노드가 내부 노드이면 그 내부

노드는 01로 표현된다. 트리의 각 층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모든

내부 노드들의 비트를 나열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비트 배열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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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부터 최하층까지 나열함으로써 트리의 모양을 표현한다.

ARF는 정수 데이터를 대상으로 구현되므로 각 노드는 어떤 정수

범위를 대표한다. 그리고 어떤 내부 노드의 두 자식 노드들은 그 노

드의 왼쪽 절반과 오른쪽 절반에 해당하는 범위를 각각 대표한다.

예를 들어, 그림 2의 [8, 15]을 나타내는 노드의 자식 노드는 각각

[8, 11], [12, 15]을 나타낸다. 그리고 root 노드는 ARF가 요약하는

속성의 전체 도메인을 나타낸다. 결국 모든 리프 노드들이 나타내는

범위를 전부 합하면 root 노드가 나타내는 전체 범위가 된다. 또한

각 리프 노드들은 서로 전혀 겹치지 않는다. 즉, 각 리프 노드들은

해당 속성의 전체 도메인을 여러 구간으로 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들 구간 가운데 실제로 데이터가 존재하는 구간을 true(1)로

지정하고, 존재하지 않는 구간을 false(0)로 지정한다. 리프 노드 하

나가 이 하나의 비트를 표시하게 된다. 리프 노드들의 비트들을 각

층별로 왼쪽부터 나열하고, 이들 비트 배열들을 root부터 최하층까

지 나열하여 구간별 데이터 유무 정보를 비트 배열로 저장한다. 한

편 전체 도메인의 최솟값 및 최댓값도 따로 저장한다.

ARF의 형태에 관한 정보와 리프 노드들에 관한 정보를 오로지

비트만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작은 저장공간을 활용할 수 있

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ARF를 이진 트리로 구성하고 자식 노드들

의 구간을 정확히 절반으로 나누는 것은 각 노드들의 자식 노드의

수와 구간의 길이 정보를 저장하지 않음으로써 용량을 더욱 줄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ARF를 실제로 필터링에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조건문의 범위가 입력되면, 조건문의 왼쪽 끝 값과 오른쪽

끝 값에 해당하는 두 리프 노드와 조건문의 범위 내에 속한 모든

리프 노드를 조사한다. 이들 리프 노드 가운데 true로 표시된 노드

가 하나 이상 존재하면 true를, 하나도 없으면 false를 반환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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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alse-positive 질의에 대한 ARF 성장

를 들어, 그림 2에서 [9, 13]의 질의가 ARF에 입력되면 [8, 9], [10,

10], [11, 11], [12, 15]의 리프 노드들을 검사하는데, 이 중 [11, 11]이

1을 표시하므로 true를 반환한다. 또 [8, 10]의 질의가 입력되면 [8,

9], [10, 10]의 리프 노드들 모두 0을 표시하므로 false를 반환한다.

한편, ARF는 질의가 대입되었을 때 false-positive가 발생하면 더

자세하게 분할되면서 성장한다. 해당 범위 질의의 양 끝값이 속한

리프 노드를 각각 분할한다. 질의의 왼쪽, 오른쪽 값이 각각 어떤

리프 노드의 왼쪽, 오른쪽 경계값이 될 때까지 분할을 지속한다.

true인 노드만 분할하고 false인 노드는 분할하지 않으므로, 분할되

어 생성되는 모든 새로운 리프 노드들은 모두 true인 노드에서 비롯

되었기 때문에 전부 우선 true로 표시한다. 그 후 질의의 범위에 해

당하는 모든 리프 노드들을 false로 표시한다. 그림 3은 그림 2의

ARF에서 false-positive가 발생했을 때 트리가 성장하는 과정을 묘

사한다. [7, 10]의 질의가 입력되면 [0, 7], [8, 9], [10, 10]의 리프 노

드를 검사하는데 이 중 [0, 7]이 1을 표시하므로 ARF는 true를 반환

한다. 그러나 그림 2의 원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는 질의에 맞는 데

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false-positive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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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양 끝값인 7과 10이 포함된 두 리프 노드인 [0, 7], [10, 10]이

분할 대상이 된다. 먼저 [0, 7]은 왼쪽 경계값이 7이 아니므로 분할

되어 [0, 3], [4, 7]을 만든다. [4, 7] 또한 왼쪽 경계값이 7이 아니므

로 분할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왼쪽 경계값이 7이 될 때까지 분

할된다. 그리고 [10, 10]의 경우에는 이미 오른쪽 경계값이 10이므로

분할되지 않고, 성장이 완료된다. 한편, ARF는 이렇게 분할되는 것

뿐 아니라 사용되지 않는 리프 노드를 실시간으로 합병하기도 한다.

이렇게 질의를 사용할 때 ARF가 변하는 이유는 첫째로 데이터의

분포와 질의의 분포에 적응하기 위해서이다. 데이터가 많이 분포한

구역과 질의가 많이 입력되는 구역은 더 조밀하게 표현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그 외의 다른 곳은 더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다. 둘째로

는 Project Siberia에서 cold store와 hot store가 지속적으로 데이터

를 교환하여 cold store의 데이터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6]. cold

store가 변할 때 ARF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ARF는 cold

store를 제대로 요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ARF는 cold

store 내 데이터의 변동에 따라 같이 변화하도록 고안되었다.

ARF는 root 노드 및 그의 두 리프 노드로 구성된 초기 트리에서

도 바로 질의를 입력받을 수 있다. 그러나 ARF를 처음부터 좋은 성

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training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모든 데

이터를 full scan하여 데이터의 모든 분포를 완벽히 반영한 ARF를

만든다. 그 후, 실제 질의들을 여러 차례 입력하여 질의가 빈번히

닿지 못한 곳은 합병을 통해 더 간결하게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크

기가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드들을 합병한

다. 이상의 과정이 끝나면 실제 질의 처리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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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좌표 기반 필터 연산에 대한 선택적 스캔

좌표 기반 조건문이 필터 연산에 들어올 경우에 한하여 필터 연

산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4]. 필터 질의가 입력되면 ArrayIterator

는 먼저 질의에 해당하는 chunk들 중 첫 번째 chunk로 건너뛴다.

그 후 순차적으로 chunk를 스캔하다가, 질의에 해당하는 좌표를 벗

어난 chunk를 스캔하게 되면 그 이후 chunk들 중 질의에 해당하는

첫 번째 chunk로 건너뛴다. 질의의 범위에 해당하는 chunk를 모두

스캔했다고 판단되면 필터 연산을 마친다. 요약하면, 질의에 해당하

는 chunk들만을 선택적으로 스캔함으로써 질의 처리 소요시간을 낮

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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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Compact Real-value Range Filter

1.2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chunk 단위로 처리되는 대용량 과학데

이터에 대하여 B+-tree를 이용한 인덱싱 기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원 데이터에 비해 x~y%의 저장공간을 차지한다. 본 장에서는

B+-tree와 비교하여 매우 작은 공간을 사용하는 저용량 인덱스를

통해 B+-tree 기법과 비슷한 성능의 filter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Compact Real-value Range Filter(CRRF)를 제안한다.

3.1 전체 인덱싱 과정

그림 4는 CRRF가 인덱싱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filter_CRRF의

전체 구조가 어떠한지를 나타낸다. 먼저 CRRF는 디스크에 저장되

어 있고 각 chunk 당 하나씩 대응된다. 즉, CRRF는 데이터의 모든

chunk의 갯수만큼 디스크에 존재한다. 하나의 CRRF는 하나의

binary tree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되는 chunk에 포함되어 있는 모

든 값들의 분포를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근사적으로 요약한

다. CRRF의 자세한 구조는 3.2절에서 설명한다.

속성 기반 조건문을 포함한 질의가 filter_CRRF 연산에 입력되면,

디스크에 저장된 CRRF들을 chunk 순서대로 하나씩 메모리로 불러

온다. CRRF 하나가 로드되면, 질의의 속성 기반 조건문을 CRRF에

대입하여, 실제로 이 CRRF가 담당하는 chunk에 해당 조건문 범위

내에 속한 값이 존재하는지를 판별한다. CRRF가 false를 반환하면,

해당 chunk에는 조건문에 맞는 값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스

캔을 진행할 chunk들의 ID 집합에 해당 chunk ID를 포함시키지 않

는다. 반면 CRRF가 true를 반환한다면, 해당 chunk에는 조건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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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filter_CRRF 개요

맞는 값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캔을 진행할 chunk ID 집

합에 해당 chunk ID를 삽입한다. 이 과정을 모든 chunk에 대한

CRRF별로 반복하여 최종적인 chunk ID 집합을 만든다.

filter_CRRF는 기존 filter 연산 및 filter_btree와 마찬가지로

ArrayIterator가 chunk를 하나씩 반복한다. 스캔을 진행할 chunk ID

집합에서 chunk ID를 하나 추출해서, 그 chunk의 첫 번째

coordinates를 계산한 후 이 coordinates로 바로 ArrayIterator를 이

동시킨다. 스캔을 진행하는 chunk에서는 기존 filter 연산처럼 chunk

내의 모든 cell을 직접 검사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모든 chunk를 full scan하는 기존 filter 연

산 방식과 다르게 B+-tree 기법처럼 속성 기반 조건문에 속한 값이

존재하는 chunk만 selective scan함으로써 filter 질의의 소요시간을

낮춘다. filter_CRRF에서 scan하는 chunk의 갯수가 filter_btree에서

scan하는 chunk의 갯수에 근접할수록 소요시간이 더 줄어들고 더

완성도 높은 CRRF들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CRRF의

false-positive를 줄이는 것은 스캔을 할 필요가 없는 chunk를 스캔

하게 되는 경우를 줄이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CRRF의 생성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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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RRF 구조

떤 방식으로 구현하였는지를 3.4절에서 밝힌다.

3.2 CRRF 구조

그림 5는 CRRF의 구조 및 인코딩 방식을 나타낸다. CRRF는

ARF를 변형한 것으로 기본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 즉, binary tree

구조이고, 각 노드들은 CRRF가 요약하는 속성의 전체 도메인 가운

데 일부를 나타낸다. 더 구체적으로는 해당 부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범위를 표현한다. 2.2절에서 밝힌 것처럼 부모 노드의 절반을 표현

하는 방식은 각 노드의 길이를 저장할 필요성을 제거하므로 저장공

간 점유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tree는 내부 노드를

나타내는 'shape'와 리프 노드를 나타내는 'leaves'의 두 비트 배열

로 인코딩된다. ARF에서와 마찬가지로 내부 노드의 경우에는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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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가 내부 노드일 경우 1을, 리프 노드일 경우 0을 가진다. 내부

노드의 child는 항상 2개이므로 2개의 비트를 가지게 된다. 리프 노

드의 경우에도 ARF와 마찬가지로 true일 경우(해당 범위에 값이 존

재할 수도 있는 경우) 1을, false일 경우(해당 범위에는 값이 존재하

지 않는 경우) 0을 가진다. shape와 leaves는 각각 내부 노드와 리

프 노드가 가지는 비트들을 층별로 왼쪽부터 나열하고, 이 비트 배

열들을 다시 root부터 최하층까지 나열한 비트 배열이다. 디스크에

는 shape와 leaves, 그리고 도메인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저장한다.

그러나 CRRF를 현실 데이터에 대한 filter 함수에 적용하기 위해

서는 ARF의 몇몇 성질을 수정하여야 한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과

학데이터들은 속성값의 형식이 real value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ARF는 기본적으로 integer value에 대하여 구조가 정의되어 있다.

예를 들어, [0, 15]의 도메인을 갖는 속성에 대한 ARF가 있다고 할

때, root의 두 자식 노드는 각각 [0, 7], [8, 15]에 해당하는 범위를

나타내도록 나누어진다. 즉 정수의 이산성을 바탕으로 고안된 형태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속성의 형식이 real type처럼 연속적인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ARF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속성값의 형식이 real value인 경우에도 CRRF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였다.

첫째로, CRRF tree의 각 노드는 폐구간이 아닌 반폐구간을 표현

한다. 예를 들어, 전체 도메인이 [0, 16)인 속성을 나타내는 CRRF가

있다고 하자. 이 CRRF의 root는 [0, 8), [8, 16)을 각각 표현하는 두

children을 갖는다. 각 노드에 할당된 구간이 폐구간이 아닌 반폐구

간인 이유는 속성이 real value인 경우 두 인접 노드는 경계값을 공

유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구간이 폐구간으로 정의되었을 경우 경계

값이 양측 노드 모두에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1.2.1에서 밝

힌 바와 같이 CRRF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같은 level상의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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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접한 두 노드에 할당된 구간을 교집합하였을 경우 공집합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어떤 값이 둘 이상의 노드에 속하게 된

다면 이 특징에 위배된다.

둘째로, CRRF의 tree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최대 높이를 가진

다. 2.2절에서 언급한 바에 의하면 ARF가 어떤 질의에 의해 분할되

는 과정은 그 질의의 양 끝값이 각각 어떤 리프 노드의 경계값이

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것은 ARF가 integer value에 대하여 고안되

었기 때문에 도메인이 항상 유한집합이므로 가능한 방식이다. 그러

나 속성의 형식이 real value이고 각 노드들에 반폐구간의 영역이

할당된 CRRF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무한히 높이가 증가할 수 있

다. CRRF는 질의가 아닌 단일 값에 의해 분할되는데(3.4절에서 설

명), 이 값이 분할을 지속하는 도중에 어떤 리프 노드의 경계값이

될 확률은 극히 작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분할 과정은 무한

히 지속될 것이므로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최대 높이를 지정하여, 분할에 사용되는 값이 어떤 리프 노드의 경

계값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높이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

록 한다.

최대 높이가 커질수록 각 리프 노드들은 더 작은 범위를 할당받

게 되는데, 이것은 도메인이 더 세밀하게 분할되어 요약된다는 의미

이므로 더욱 정밀한 filtering이 가능해진다. 즉, 최대 높이에 따라

CRRF의 질의 처리 성능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CRRF의 최대 높이

는 CRRF의 생성 시간 및 저장공간의 측면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낸

다.

CRRF에 질의가 대입되면, ARF와 마찬가지로 질의의 양 끝값이

속한 각 리프 노드 및 그 사이의 모든 리프 노드를 검사한다. 이들

리프 노드 중에 true가 표시된 노드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필터링

의 결과로 true를 반환하고, 0개일 경우에만 false를 반환한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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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그림 5의 CRRF에 [4.3, 6]의 질의가 입력된다면 [4, 6), [6, 7)

의 리프 노드를 검사한다. 이 중 [6, 7)이 1을 표시하므로 CRRF는

true를 반환한다.

3.3 CRRF의 안정성

CRRF는 질의처리 도중에 성장하지 않고, 초기 생성 단계에서만

성장한다. ARF와 달리 생성 단계에서 리프 노드를 최대한 세밀하게

분할함으로써 데이터를 가능한 한 정확히 요약한다. ARF를 질의처

리 도중에 성장시키는 것은 생성 단계에서 저장공간을 줄이고자 리

프 노드들을 끝까지 분할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데이터 집단 분

포의 변동에 적응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CRRF는 생성 과정에서

데이터 집단의 모든 구역에 대해 트리의 최하층까지 분할을 마치기

때문에 질의처리 단계에서 성장시킬 필요가 없다. 또한 SciDB의 데

이터는 ARF의 경우와 달리 데이터가 사실상 변하지 않으므로, 실시

간으로 데이터 변동에 CRRF를 적응시키는 과정이 없어도 된다.

SciDB에서 대부분의 과학데이터는 insert-only 방식으로 데이터가

입력되고 유지된다. 특히 많은 경우에 데이터가 시간 순서로 입력되

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은 삭제 및 갱신이 거의 없고 한 번 입력되면

변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처럼 데이터 집단에 대한 적응성은 CRRF에서는 보유할 필요가

없는 성질이다. 그 외에도 CRRF의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인덱스

의 용량 및 질의처리 시간을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다. CRRF가

달라지면 용량 또한 변하고, 같은 질의를 처리하더라도 CRRF의 형

태가 다르다면 질의처리 소요시간도 달라질 것이다. 또한 질의처리

시간에 추가되는 false-positive 판정 및 CRRF 성장 시간을 절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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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CRRF를 생성 단계에서 최대한 정밀하게 구성하는 것 또한 여러

장점이 있다. 먼저 위에서 언급했듯이 CRRF가 변하지 않아도 정확

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false-positive의 발생 확률이 감소한

다. CRRF는 해당 chunk 내의 모든 데이터를 다 이용하여 리프 노

드를 분할하는 데다 무조건적으로 최대 높이까지 분할하므로 한번

생성 단계를 거치면 그 이상으로 정밀해질 수 없다. 따라서

false-positive는 CRRF가 발생시킬 수 있는 최소한만큼만 발생한다.

false-positive가 감소한다는 것은 스캔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 chunk

를 스캔하는 경우가 줄어든다는 뜻이므로, 결과적으로 filter_CRRF

의 성능이 좋아지게 된다. CRRF의 자세한 생성 과정은 3.4절에서

설명한다.

3.4 CRRF 생성

CRRF의 초기 생성 단계에서는 우선 데이터를 한 차례 full scan

하면서, 해당 속성의 각 값들을 하나씩 사용하여 리프 노드를 분할

한다. 이 때 분할되는 가지가 트리의 최대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지

속적으로 분할한다. 매우 낮은 확률로 가지가 최대 높이에 도달하기

전에 대입된 값이 어떤 리프 노드의 경계값이 될 수 있지만, 그 경

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가지가 최대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분할

을 지속한다. 이는 속성의 도메인을 가장 세밀하게 분할하여, 가능

한 한 정밀한 필터링을 하기 위함이다.

데이터들을 반영하기 직전의 초기화된 CRRF에서 root의 두 자식

노드는 모두 false를 나타내는 리프 노드이다. 속성의 값들이 하나씩

CRRF에 들어올 때마다, CRRF는 위 문단에서 언급한 분할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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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RRF 생성

따라 최대 높이까지 분할된다. 그 후 대입된 값이 속한 리프 노드

하나만 true로 표시한다. 여기서 CRRF는 반드시 false가 표시된 리

프 노드만을 분할할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true가 표시된

모든 리프 노드는 이미 분할이 완료된 최하층에 위치한 리프 노드

이므로, 만일 대입된 값이 true가 표시된 리프 노드에 속해 있을 경

우 분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할로 인해 새롭게 생성

된 노드들은 false가 표시된 노드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1개의 노드

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false로 표시된다.

그림 6은 그림 5의 CRRF에 2.1이 입력되었을 때 분할되는 과정

을 묘사한다. 2.1에 해당하는 리프 노드는 [0, 4)이므로 이 노드가

[0, 2), [2, 4)로 분할된다. 이 CRRF의 최대 높이가 5인데 아직 분할

된 두 노드는 최대 높이까지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2.1에 해당하는

리프 노드인 [2, 4)가 [2, 3), [3, 4)로 분할된다. 그 결과 분할된 두

노드가 최대 높이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이 중 2.1에 해당하는 리프

노드인 [2, 3)에 1을 표시한다. 그 외 새롭게 생성된 나머지 리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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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false-positive가 발생할 조건

드들에는 0을 표시한다.

ARF에서도 training 단계 중 이와 비슷하게 모든 데이터를 반영

하는 과정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그 후에도 많은 질의를 입력하여

질의가 빈번히 일어나지 않는 구역을 병합하여야 하고, 마지막에는

일정 수준 이하로 크기가 줄어들 때까지 또 병합하는 과정을 거쳐

야 한다. CRRF에서는 이 과정들 중 리프 노드를 병합하는 과정들

은 없다. 리프 노드를 병합하는 과정은 저장공간을 줄이기 위해 수

행되는데, CRRF는 ARF와 달리 인덱싱에 사용되기 때문에 filter 연

산의 소요시간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리프 노드들을 병합하면 저

장공간은 줄어들더라도 false-positive가 증가하여 filter 연산의 성능

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CRRF 생성 시간도 증가할 것이다.

한편, CRRF에서 true가 반환되었을 경우 이것이 false-positive이

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그림 7). CRRF가 생성된 이후에도 데

이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true인 리프 노드가 담당하는 범위에는

무조건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선 어떤 질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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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검사되는 리프 노드들 중 양끝 노드를 제외한 중간 노드들 가

운데 true가 표시된 노드가 있다면, 이 노드에서 가리키는 범위는

반드시 질의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항상 true-positive이다. 그러므로

false-positive가 발생했다면 양끝 노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는 false

로 표시된 노드일 것이다. 반면, 양끝 노드는 중간 노드와 달리 담

당 범위가 질의의 범위에 모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 노드

들 중 적어도 하나가 true라면, 그것이 질의의 범위 바깥의 데이터

로 인한 true일 경우 false-positive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

되는 리프 노드들의 양끝 노드 중 적어도 하나는 true면서, 나머지

중간 노드들은 전부 false이고, 양끝 노드 중 true인 노드에서

false-positive가 발생해야만 CRRF에서 false-positive가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CRRF에서 true가 반환되는 전체 경우 가운데

false-positive의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B+-tree는 false-positive가

없으므로, B+-tree를 사용한 인덱싱 기법에서 스캔한 chunk의 개수

와 CRRF 방식에서 스캔한 chunk의 개수를 비교하면 CRRF에서

false-positive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3.5 비트 압축

CRRF는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고 사용시에 메모리로 전체 트리가

로드된다. 메모리에서 CRRF는 트리의 각 층별 boolean 벡터들을 원

소로 갖는 벡터로, 즉 boolean의 이차원벡터로 표현된다. 트리 구조

는 관념적인 구조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필터, 탐색, 분할 등은 전

부 boolean 이차원벡터 상에서 곧바로 계산된다. 그러나 이를 디스

크에 저장할 경우에는 boolean을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압축시켜서

저장한다. 이 때 integer가 블록 역할을 하는데, 각 boolean 값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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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로 표현한 뒤 bitwise 연산을 통해 64비트 integer 1개마다 64개

의 bit를 채운다. shape 및 leaves 각각은 이렇게 구성된 integer 배

열의 형태로 디스크에 저장된다. 예를 들어, shape의 bit 개수가 120

개일 경우, boolean 배열의 형태로 저장한다면 1Byte * 120 =

120Byte가 사용되지만, integer 압축 배열의 형태로 저장한다면 (120

- 1) / 64 + 1 = 2개의 64비트 integer가 필요하므로 8Byte * 2 =

16Byte가 사용된다. 한편, 도메인의 최솟값과 최댓값은 값을 변형하

지 않고 그대로 디스크에 저장한다. 그 밖에는 CRRF의 각 층별 bit

의 개수를 별도로 저장하여 CRRF의 메모리로의 적재에 사용한다.

최대 높이가 정해져 있고 각 층별 비트 개수도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설 수 없으므로 CRRF의 각 층별 bit의 개수는 공간을 거의 차

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압축 저장 방식은 bit 배열만으로 트리 구조를 표현할 수

있다는 성질 및 각 노드의 길이를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성질과 더

불어 CRRF가 저장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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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적 평가

본 장에서는 CRRF를 사용하는 인덱싱 기법을 기존 filter 연산 및

B+-tree를 사용하는 인덱싱 기법과 비교한다. 4.3.1절에서는 CRRF

의 false-positive 발생 빈도를 평가 및 분석한다. 4.3.2절에서는

filter_CRRF의 소요시간을 filter_btree 및 기존 filter와 비교한다.

4.3.3절에서는 CRRF의 디스크 저장 용량을 B+-tree와 비교하고,

4.3.4절에서는 CRRF와 B+-tree의 생성 시간을 비교한다.

4.1 시스템 사양

각 실험은 10개의 노드를 가지는 클러스터에서 실시되었다. 10개

의 노드는 1Gbps의 네트워크 스위치로 연결되었다. 각 노드는 Intel

i7-4770 3.40GHz CPU 및 8GB RAM으로 구성된다. 데이터들은 각

노드에 연결된 1TB 7200RPM HDD에 저장되었다. Linux 커널 버전

은 3.5.0이고 SciDB의 버전은 14.12이다.

4.2 데이터 정보

실험을 위해 두 가지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그 중 하나는

NASA에서 제공하는 SeaWiFS L3 Chlorophyll(CHL)로, 인공위성

SeaStar에서 측정한 지구의 이미지를 축적한 데이터이다. 각 cell은

9km x 9km의 구역에서의 8일간의 chlorophyll 발생 평균을 나타낸

다. 다른 하나는 MODIS Remote Sensing Reflectance(RR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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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false-positive 평균 발생 빈도

CHL과 RRS의 용량은 각각 13GB, 50GB이다. CHL과 RRS는 3개의

차원(longitude, latitude, time)과 1개의 측정값(chl)으로 구성되어 있

다. 두 데이터에서 각 chunk는 1000(longitude) x 1000(latitude) x

1(time)의 모양을 가진다.

4.3 실험 결과

4.3.1 false-positive

그림 8은 CHL, RRS의 두 가지 데이터에 대하여 각각 5, 10, 15의

최대 높이를 가지는 CRRF의 평균 false-positive 발생률을 나타낸

것이다. 평균 false-positive 발생률은 100가지의 질의에 대하여 도출

된 각각의 false-positive 발생률의 평균을 의미한다. 각 질의별

false-positive 발생률은 실제로 읽은 chunk 중 읽지 않아도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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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k의 개수를 실제로 읽은 chunk의 개수로 나누는 방식을 통해

계산되었다. 여기서 읽은 chunk 중 읽지 않아도 되는 chunk의 개수

는 읽은 chunk의 개수에서 반드시 읽어야 하는(질의에 대한 데이터

가 존재하는) chunk의 개수를 뺀 것이다. B+-tree는 false-positive

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chunk의 개수는

B+-tree에서 도출된 chunk 집합에 속한 chunk의 개수와 동일하다.

요약하면, 각 질의별 false-positive 발생률은 먼저 filter_CRRF가 읽

은 chunk의 개수에서 filter_btree가 읽은 chunk의 개수를 뺀 후 이

것을 CRRF가 읽은 chunk의 개수로 나눈 것이다.

한편, 그래프의 x축은 질의의 범위의 길이를 전체 도메인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CHL의 경우, chl의 전체 도메인은 0부

터 100까지이므로, x축의 값이 1%이면 범위의 길이가 1인 질의를

실험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경우 ‘chl>5.23 and chl<6.23’과 같

은 조건문이 해당될 수 있다. x축의 값으로 각각 1%, 5%, 10%를

두고, 각 경우에 대하여 세 가지 CRRF의 평균 false-positive 발생

률을 측정하였다.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로, 같은 질의

범위 길이 하에서 CRRF의 최대 높이가 증가할수록 false-positive

발생률은 감소한다. 특히, 최대 높이가 15인 CRRF는 0.002 이하의

false-positive 발생률을 보인다. 그 이유는 최대 높이가 증가할수록

CRRF는 데이터를 더 세밀하게 요약하기 때문이다. 3.4절에서 언급

한 대로 true를 나타내는 리프 노드들은 CRRF의 최하층에 존재하

는데, 최하층의 각 리프 노드들이 담당하는 범위의 길이는 CRRF의

최대 높이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므로 원 데이터를 더 자세하게 요약

한다고 볼 수 있다. 더 구체적인 이유는, 질의 범위에 해당하는 모

든 리프 노드들에 대하여, 질의 범위의 양쪽 끝 값에 해당하는 두

개의 리프 노드의 점유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림 7에서 양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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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드들이 담당하는 범위 가운데 질의의 범위를 벗어난 구역(A구

역이라고 칭한다)에 데이터가 하나 이상 존재하고, 질의가 가리키는

모든 구역에는 실제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false-positive가 발생한다. 그런데 A구역은 CRRF의 최대 높이가

증가할수록 그 길이가 일반적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검사하는 리프

노드의 모든 구역에 비하여 A구역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false-positive가 발생할 확률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CRRF의 최대

높이가 증가하면 false-positive의 발생 빈도는 줄어든다.

둘째로, 각 CRRF별로 질의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false-positive의

발생 빈도는 감소한다. 그 이유는 최대 높이가 동일할 때 위에서 언

급한 A구역의 크기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질의 범위가 넓어지면 검

사해야 할 전체 리프 노드들의 담당구역의 총합은 늘어나므로 상대

적으로 A구역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false-positive가

발생할 확률이 감소하므로 발생 빈도 또한 감소하게 된다.

4.3.2 질의 처리 소요시간

본 실험에서는 범위 질의에 대한 각 방식의 소요시간을 평가한다.

또한 비록 CRRF는 범위 질의에 최적화된 방식이지만 점의 질의에

대하여도 각 방식을 비교 및 평가한다.

4.3.2.1 범위 질의

그림 9, 그림 10은 CHL, RRS의 두 가지 데이터에 대하여 각

filter 방식별로 범위 질의에 대한 평균 소요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인덱싱을 사용하지 않는 기존 filter 연산, filter_btree, 각각 5, 10,

15의 최대 높이를 가지는 filter_CRRF를 실험대상으로 하였다. 4.3.1



- 31 -

그림 9: 인덱싱 기법 및 질의 범위에 따른 질의처리 소요시간

(CHL)

그림 10: 인덱싱 기법 및 질의 범위에 따른 질의처리 소요시간

(RRS)

절에서 사용한 100가지의 범위 질의를 실험하였다. 각 막대들이 소

요시간을 나타내며 왼쪽 y축이 규격을 표시한다. 그리고 각 방식별

로 평균 스캔 chunk 개수도 추가적으로 표시하였다. 이는 원형 점

들로 나타냈으며 오른쪽 y축에 해당한다. 각 데이터별로 세 개의 그

래프가 있는데 이는 4.3.1절의 실험처럼 전체 도메인에 대한 질의



- 32 -

범위의 비율이 각각 1%, 5%, 10%일 때를 나타낸다. 이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 4가지이다.

첫째, 인덱싱을 사용하지 않는 기존 filter 연산은 CHL, RRS 모두

에서 예상대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 결과는 스캔한

chunk 개수가 제일 많은 것과도 일치한다. 즉 인덱싱을 사용하면

소요시간이 대폭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째, CRRF를 이용한 방식에서는 최대 높이가 증가할수록 소요

시간이 짧아진다. CRRF에서 최대 높이가 증가할수록 원 데이터를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4.3.1절에서 최대 높이가 증가할수

록 false-positive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셋째, 스캔한 chunk의 개수와 질의처리 소요시간은 대체로 비례

하는데, filter_btree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무시한다. 즉 filter_btree에

서는 false-positive가 일어나지 않지만 소요시간이 가장 짧은 것은

아니다. 심지어 질의 범위의 비율이 5%, 10%인 경우에는 인덱싱을

사용하는 방식 중에 filter_btree가 가장 오래 걸린다. 그 이유는

filter_btree에서는 B+-tree를 읽는데 드는 시간이 추가되기 때문이

다. 어떤 경우에 filter_btree의 소요시간이 길어지는지를 그림 11을

통해 파악하였다.

그림 11은 이 실험에서 100회씩 도출된 스캔 chunk 수와 소요시

간의 관계를 filter_btree와 최대 높이 15인 filter_CRRF에서 비교한

것이다. 우선 CHL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소요시간이 일치하지만, 스

캔 chunk 수가 전체 스캔에 가까워질 정도로 많아질 경우에는

filter_btree의 소요시간이 급격히 늘어난다. 그 이유는 CHL에서는

특정 범위의 데이터가 거의 모든 chunk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캔해야 하는 chunk의 개수와 질의에

해당하는 cell의 개수가 비례하지 않는다. 많은 cell을 포함하는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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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스캔한 chunk 개수에 대한 소요시간 분포

를 입력하면 그에 해당되는 B+-tree를 스캔하는 데에 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림 11(a)는 이러한 면을 극단적으로 나타낸다. 반

면, RRS에서는 모든 경우에 filter_CRRF보다 filter_btree의 소요시

간이 소폭 길다. 이것은 CHL처럼 특정 범위의 데이터가 전체 cell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고 스캔하여야 하는 chunk의 개수와

질의에 해당되는 cell의 개수가 대체로 비례하도록 데이터가 분포되

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캔하는 chunk의 개수와 B+-tree를 읽

어들이는 시간도 대체로 비례한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데이터 모

두에서 공통적으로 B+-tree를 읽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인해

filter_btree의 평균 소요시간은 길어지게 된다.

넷째, 모든 방식에서 질의 범위가 넓을수록 소요시간이 길어진다.

그 이유는 인덱싱을 사용하는 방식들의 경우에는 질의 범위가 넓어

질수록 스캔해야 하는 chunk의 개수가 평균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이

다. 인덱싱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방식들에 대한 이유로는, 질

의 범위가 넓을수록 질의에 해당되는 cell의 개수가 평균적으로 많

아지므로 각 slave node가 도출한 결과값을 master node로 전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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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인덱싱 기법에 따른 점의 질의 처리 소요시간

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인덱싱을 사용한 방식 중에서는

B+-tree를 이용한 방식의 증가폭이 제일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filter_btree에서는 위의 두 가지 이유 외에도 질의 범위가 넓어

질수록 B+-tree를 스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이

다.

4.3.2.2 점의 질의

그림 12는 CHL과 RRS에 대하여 4.3.2.1의 실험에서 사용한 각 방

식별로 점의 질의를 100회씩 입력한 결과를 평균으로 나타낸 것이

다. 또한 각 방식별로 스캔한 chunk 개수의 평균도 표시하였다. 예

상대로 두 데이터 모두에서 인덱싱을 사용하지 않는 기존 filter 방

식이 제일 오래 걸렸다. 그리고 CRRF의 최대 높이에 따라 소요시

간이 범위 질의보다 더 급격하게 변함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범위 질의에 비해 CRRF의 최대 높이가 증가할수록 false-positiv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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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 RRS

Original Data 13214.5 51547.5

B+-tree 8300.30 4172.16

CRRF5 0.624 1.903

CRRF10 1.336 4.717

CRRF15 7.014 47.773

표 1: 원 데이터 및 각 인덱싱 방식별 인덱스

저장공간 (MB)

발생할 확률이 더 크게 줄기 때문이다. 점의 질의에서는 A구역의

비중이 이론상 100%로 매우 높다. 그러므로 A구역의 크기가

false-positive의 발생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점의 질의에서 더 큰

것이다. 한편 CHL에서는 filter_btree의 소요시간이 매우 짧은 반면

RRS에서는 filter_CRRF와 비슷한데, 이것은 CHL의 데이터는 유효

숫자가 6~7이어서 질의에 해당되는 cell의 개수가 적은 반면, RRS의

데이터의 유효숫자는 4~5이어서 많은 수의 chunk를 스캔해야 할 정

도로 질의에 해당되는 cell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3.3 저장공간

본 실험에서는 인덱스가 디스크에 저장되는 크기를 각 방식별로

비교한다. 표 1은 원 데이터, filter_btree에서 사용한 B+-tree,

filter_CRRF에서 사용한 각각 5, 10, 15 최대 높이를 가지는 세

CRRF의 용량을 나타낸다.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원

데이터 및 B+-tree의 용량에 비해 CRRF의 용량이 훨씬 작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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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CRRF 중 가장 큰 RRS의 CRRF15이 RRS의 B+-tree의 100분

의 1 수준이다. 이것은 CRRF는 B+-tree처럼 모든 cell의 정확한 정

보를 모두 저장하지 않고 리프 노드를 통해 대략적인 위치를 표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CRRF의 트리 구조 및 리프 노드들의 정보

가 비트 배열만으로 표현된다는 점과 리프 노드들의 길이 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작은 용량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이다. 뿐

만 아니라 비트 배열들을 정수 배열에 압축하여 저장함으로써 공간

활용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한편, B+-tree의 용량이 원 데이터에 비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2절에서 밝힌 대로 CHL에 비해 RRS의 distinct

value의 개수가 더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RRS의 유효숫자

가 CHL에 비해 더 작은 것이 원인이다. 속성값의 종류가 상대적으

로 적기 때문에 B+-tree에 삽입되는 key-value 쌍의 종류도 더 적

어진다(1.2절에 의하면 속성값은 key로서 저장된다).

그러나 CRRF의 경우에는 세 가지 모두 CHL보다 RRS에서 더 큰

데, 이것은 RRS의 경우에 데이터가 더 고르게 분포하여 세밀하게

분할된 리프 노드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로 CRRF의 최대 높이가 증가함에 따른 용량의 증가량이 CHL보다

RRS에서 더 크다. 최대 높이가 증가할 때 추가적으로 분할되는 리

프 노드의 개수가 RRS가 더 많기 때문이다.

4.3.4 인덱스 생성 시간

그림 13은 filter_btree와 filter_CRRF에서 사용되는 각 인덱스들의

초기 생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비록 distinct value의

수는 RRS가 더 적지만, RRS는 기본적으로 cell의 절대적인 개수가

CHL보다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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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인덱싱 방식에 따른 인덱스 생성 시간

한편, CRRF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두 가지 데이터 모두에서 최

대 높이가 커질수록 더 오랜 생성 시간이 걸린다. CRRF의 최대 높

이가 5에서 10으로 증가할 때보다 10에서 15로 증가할 때 생성 시

간이 훨씬 더 큰 증가폭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의 리프

노드를 최대 높이까지 도달하도록 분할하는 횟수는 자명하게 최대

높이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최대 높이가 클수록 데이터를 하

나씩 입력할 때마다 분할해야 하는 리프 노드가 이미 분할이 완료

된 데이터일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즉, 최대 용량이 커질수록

리프 노드의 분할 횟수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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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filter_CRRF를 통해 대용량 배열기반 과학데이터에

대한 속성 기반 필터 연산의 성능을 개선하였다. 이와 동시에 인덱

스의 저장공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감소시켰다. CRRF(Compact

Real-value Range Filter)는 ARF(Adaptive Range Filter)의 활용 범

위를 인덱싱까지 넓힌 것이다. ARF는 비트의 배열을 통해 데이터

집단 내의 값들의 분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자료구조이다.

ARF와 달리 실수 형식의 값들로 구성된 데이터 집단의 요약도 가

능하게 한다. 또한 정수 배열에 비트 배열을 압축 저장함으로써 공

간 활용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초기 생성 단계에서 최대한

정밀하게 구성함과 동시에 질의 처리 과정에서 인덱스를 변형하는

과정을 제거함으로써 false-positive를 최소화한다.

실험을 통해 CRRF를 통한 filter의 성능이 기존 filter 연산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고, B+-tree를 이용한 인덱싱의 성능

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뒤떨어지지 않음을 보였다. 또한 저장공간의

측면에서 B+-tree에 비해 훨씬 적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인덱스 생성 시간도 B+-tree 생성 시간에 비해 나쁘

지 않음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CRRF는 매우 작

은 공간에 데이터의 분포를 압축하여 요약함으로써 인덱싱을 효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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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 filtering method is introduced, which accelerates the

attribute-based filter operation in the large-scale scientific data

and occupies very little storage. CRRF extends the usage of ARF.

ARF is a data structure that reflects the value distribution in a

data container effectively by using a few bit sequences. CRRF

facilitates the summarization of the real-value data collection and

maximizes the efficiency of storage usage by storing bit sequences

in some integers compactly. Also, it minimizes the false-posi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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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in the querying phase. According to the experimen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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