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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존에 사용되던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꺼내, 

별도의 분석 툴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한 후 이를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식이었으나, 데이터의 양이 증가를 함에 

따라, 데이터를 꺼내는 단계를 생략시킬 수 있는 In-database 

Analytics에 대한 연구가 주목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밀도기반 

군집화 알고리즘 중 하나인 DBSCAN 알고리즘을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환경에 맞도록 개선하였으며, 프로시저로 

이루어진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수행이 

가능하게 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를 위해 Apache 

Spark 프레임워크 에서 실행한 분석 그리고 인메모리 컬럼 기반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분석을 진행하여 성능을 비교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scaleup 및 speedup의 실험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 

 

주요어 : 시공간 분석, In-database Analytics, 밀집도 기반 분석, 

병렬 시스템 

학   번 : 2015-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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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시공간 데이터는 스마트폰, GPS, 등의 원격 인식 장치들의 발달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1]. 시공간 데이터는 공간 데이터와 같이 

공간 좌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있는 데이터이다. 시공간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은 공간적 그리고 

시간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진, 태풍, 교통 상황, 등 

실생활에 밀접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던 기존의 분석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꺼낸 후 데이터를 가공(transformation)하는 

단계를 거치며, 분석 툴에 넣고 수행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기 힘들며,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는 In-database Analytics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기술은 데이터베이스 및 EDW (Enterprise 

Data Warehouse) 에서 데이터를 꺼내는 작업의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최적화된 질의 처리 엔진을 이용하여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In-database 기술은 단일 노드에서의 분석의 구조적 

한계를 느끼고 분산 시스템에 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분산 시스템에서의 분석은 단일 노드 내의 분석에 비해 여러 

면에서 개선되었는데, 저장 공간 비용 (storage cost), 통신 비용 

(communication cost), 계산 비용 (computational cost), 보안 

(privacy) 등이 있다[2]. 대표적으로는 오라클(Oracle)의 Oracle 

Advanced Analytics 1  와 SAS In-Database Processing with 

Teradata2 등이 있다. 

                                            
1 http://www.oracle.com/technetwork/database/options/advanced-anal

ytics/overview/index.html 
2 https://support.sas.com/resources/papers/teradata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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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는 DBSCAN (Density-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 with Noise) [3] 알고리즘에서 시공간 데이터에 

적합하게 개선된 ST-DBSCAN (Spatial temporal DBSCAN) [4] 

알고리즘을 In-database Analytics 함수로써 분산 시스템에 

적용을 하려고 한다. DBSCAN 알고리즘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밀도기반 군집분석 알고리즘으로 다른 군집화 알고리즘과는 다르게 

직선, 곡선 등의 임의의 모양의 군집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과 

군집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몰라도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군집의 분포가 연속적인 패턴을 가지는 시공간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알고리즘이다[5]. 하지만 시공간 데이터의 시간 

좌표와 공간 좌표는 서로 다른 단위를 가져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ST-DBSCAN 을 적용하려 한다. 

DBSCAN 알고리즘은 꾸준히 병렬 및 분산화 작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단일 노드에서 진행한 것보다 더욱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6][7][8][9]. 하지만 In-database 환경에서는 

DBSCAN 알고리즘의 분산화를 적용하기 쉽지 않은데, 이는 

클러스터 내의 모든 노드에 균등한 데이터를 분배하는 파티셔닝 

알고리즘의 구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In-database 

환경은 기존에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가 적어 r* tree 등과 같은 

유용한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2 개의 공간 좌표 축을 

이용하여 파티셔닝을 진행하면 인접한 노드의 개수 및 테이블의 

이름을 관리하기 쉽지 않은 점도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In-

database 방식에서의 파티셔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간 

좌표의 1 개의 축을 이용한 간단한 파티셔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In-database 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디스크 기반 데이터베이스, 아파치 스파크(Apache 

Spark)를 이용하여 수행을 하였다. 이는 분석 알고리즘들의 특성상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참조하는 일이 많고,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 내에 위치시키기 때문에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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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참조하더라도 디스크에 접근하지 않아 성능이 크게 

향상되기 때문에 디스크 기반 데이터베이스와 성능 비교를 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아파치 스파크를 사용한 것은 인메모리에서 

작동하는 분석 프레임워크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밖으로 빼내어 

수행하는 분석의 성능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툴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이전까지는 

고려되지 않았던 In-database Analytics 방식으로 이루어진 병렬 

ST-DBSCAN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인 MonetDB 에서의 성능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된 In-database Analytics 방식이 아파치 스파크 사용한 

분석보다 빠르고 효율적임을 보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시공간 데이터와 

군집화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본 논문에서 다룰 DBSCAN 

알고리즘과 이를 시공간 데이터에 대해 적용한 ST-DBSCAN 

알고리즘에 대하여 기술한다. 또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인 

MonetDB 와 디스크 기반 데이터베이스 Tibero, 인메모리 분산 

프레임워크 아파치 스파크에 대해 다룬다. 3 장에서는 ID-

STDBSCAN (In-database STDBSCAN) 알고리즘과 

라이브러리의 구현에 대해 소개하고, 4 장에서는 실험 환경과 성능 

평가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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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지식 및 관련 연구 

 

2.1 시공간 데이터 

 

시공간 데이터는 공간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물체, 지형 등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데이터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시간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시공간 데이터들은 시간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 따른 공간적 분포를 확인하기에 용이하고, 이는 시간에 따라 

어떤 경향으로 데이터가 변화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들은 데이터의 성질에 따라 이동 물체 데이터 (Moving 

data item), 공간참조 데이터 (Geo-reference data), 사건 데이터 

(Event data) 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5]. 

 

2.1.1 이동 물체 데이터 

 

이동 물체 데이터는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시공간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를 뜻한다. 이 때문에 물체의 식별을 위하여 ID 와 같은 

정보를 추가로 담고 있어야 한다. 이는 물체들의 이동 궤적을 

파악하는 데에 좋은 자료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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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이동 물체 데이터 

 

ID 경도 위도 시간 

RED X1 Y1 1 

RED X2 Y2 2 

RED X3 Y3 3 

BLUE X4 Y4 1 

BLUE X5 Y5 2 

BLUE X6 Y6 3 

GREEN X7 Y7 1 

GREEN X8 Y8 2 

GREEN X9 Y9 3 

표 1 - 이동 물체 데이터의 예시 

 

 

 

 

t=3 

t=2 

t=1 

경도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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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공간참조 데이터 

 

공간참조 데이터는 시공간 좌표와 함께 특정 비공간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를 뜻한다. 이는 이동 물체 데이터와는 다르게 물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 그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다, 때문에 위치에 따른 비공간 정보의 분포를 파악하는 데에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림 2 - 공간참조 데이터 (5개의 지점) 

 

경도 위도 시간 온도(섭씨) 

X1 Y1 1 13 

X2 Y2 1 11 

~X5 ~Y5 1  

X1 Y1 2 15 

X2 Y2 2 16 

… …. … … 

표 2 - 공간참조 데이터의 예시 

경도 

위도 

t=3 

t=2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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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사건 데이터 

 

사건 데이터는 특정 시간에 어느 사건의 발생 유무만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뜻한다. 때문에 시공간 좌표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추가적인 자료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그림 3 - 사건 데이터 

 

경도 위도 시간 

X1 Y1 1 

X2 Y2 1 

X3 Y3 3 

X4 Y4 4 

X5 Y5 6 

X6 Y6 11 

X7 Y7 12 

… …. … 

표 3 – 사건 데이터의 예시 (지진 발생 데이터) 

 

 

 

경도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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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군집화 분석 

 

  군집화 분석은 미리 주어진 목표가 없이 오직 입력 패턴에만 

근거하는 비지도 학습에 속하는 분야이다. 군집화를 진행하면 같은 

군집에 속한 개체끼리는 다른 군집에 있는 개체보다 더 유사하다는 

특징을 많이 공유하게 된다. 

 

 

 

 

 

 

 

 

 

그림 4 - 군집화 분석 

 

  군집화 분석은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도 빠른 

시간에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때문에 다른 분석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수행을 하기도 하며, 탐색적 자료 

분석 (Exploratory data analysis), 문서 검색 (Document 

Retrieval), 영상 분할 (Image Segmentation), 패턴 인식 

(Pattern Recognition) 등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10]. 

때문에 본 논문은 군집화 분석을 연구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군집화 분석은 군집을 결정하는 방식 나뉘어질 수 있는데 이들 

중 거리기반 군집화 기법, 밀도기반 군집화 기법이 존재한다[5]. 

Raw Data Cluster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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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거리기반 군집화 기법 

 

거리기반 군집화 기법은 전역적 군집 기준 (Global cluster 

criterion)을 최적화 시키는 데에 물체 간의 거리를 직접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K-means 알고리즘이 있다 

[11].  

 

2.2.2 K-means 알고리즘 

 

 

 

 

 

 

 

 

 

 

 

그림 5 - K-means 알고리즘 

 

K-means 알고리즘은 거리기반 군집화 기법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k 라는 원하는 군집의 개수를 입력 값으로 받는다. 

그리고 임의로 k 개의 점을 골라서 중심점 (centroid) 으로 

할당한다. 알고리즘은 진행하면서 모든 점과 중심점들간의 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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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여, 해당 점을 가장 가까운 중심점에 군집화한다. 그리고 

군집화가 끝나면 군집에 속하는 모든 점의 좌표를 평균을 낸 

위치에 중심점을 이동시키고, 중심점의 위치가 더 이상 변화하지 

않을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여기서 K-means 알고리즘은 

군집 내 데이터 좌표의 평균을 이용하여 centroid 의 좌표를 

재계산하는데, 이는 centroid 와 데이터 간의 거리의 합인 WCSS 

(within-cluster sum of squares) 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K-means 는 초기 값의 k 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며, 

초기의 중심점의 위치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K-means 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Appendix 1.2 에 소개를 

하고 있다. 

 

2.2.3 밀도기반 군집화 기법 

 

밀도기반 군집화 기법은 물체 간의 거리를 지역적 군집 기준 

(Local cluster criterion)에 적용하여 군집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유무를 결정 짓는 기법이다. 따라서 같은 군집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점들 간의 최대 거리인 e 를 이용하여 지역적인 군집화를 

진행해나간다. 또한 minpts 라는 군집으로 분류되기 위한 최소의 

점의 개수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이즈 데이터를 분류 해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거리기반 군집화 기법과는 다르게 

임의의 모습의 군집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대표적으로 

DBSCAN [3], OPTICS [12] 알고리즘이 있다. DBSCAN 의 진행 

과정은 Appendix 1.1 에서 설명하고, OPTICS 알고리즘의 자세한 

내용은 Appendix 1.3 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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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표적인 밀도기반 군집화 기법인 DBSCA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밀도기반 군집화 

기법은 거리기반 군집화 기법과 다르게 어떠한 모양의 군집이라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집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많은 시공간 데이터에 대해서 DBSCAN 

알고리즘이 적합하다[5]. 또한 밀도기반 군집화 기법의 수행 시간이 

거리기반 군집화 기법에 비해 많이 느리다고 알려져 있어, 효과적인 

병렬화 기법을 찾아내는 데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되어서 

DBSCAN 알고리즘을 선택하였다. 

 

 

 

 

 

 

 

 

 

그림 6 - K-means 및 DBSCAN 결과 비교 

 

2.3 DBSCAN 알고리즘  

 

DBSCAN 알고리즘은 밀도 기반 군집화 알고리즘 중에서 

대표적인 알고리즘이다. 또한 가장 기초적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많은 논문들이 이를 선택하여 연구한다. DBSCAN 알고리즘의 

특징은 K-means 알고리즘과 같이 초기 군집 개수가 주어지지 

K-means DB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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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 알고리즘을 

시작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군집화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그림 7 - e-이웃 (e-Neighborhood) 

 

 DBSCAN 알고리즘은 거리 임계값 (threshold) e 와 군집을 

이루기 위한 최소 점 개수인 minpts 를 입력으로 받는다. 어느 한 

점에 대하여 반경 e 내에 존재하는 다른 점들을 e-이웃 (e-

Neighborhood)에 있다고 한다. 그림 7 의 점 A 는 점 B, C 를 

이웃으로 가지고 있다. 

 

 

 

그림 8 –핵심점, 경계점, 노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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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점에 대해 e-이웃 안에 본인을 포함해 minpts 개 이상의 

점이 있을 시, 해당 점을 핵심점(core point)로 설정한다. 만약 

minpts 보다 적은 개수의 점을 가지고 있을 시에는 노이즈(noise 

point)으로 설정하고, 이 중에서 e-이웃에 어느 핵심점을 가지고 

있는 점이면 따로 경계점(border point)로 설정한다.  

 

 

그림 9 - direct density-reachable 

 

만약 p 라는 점이 핵심점이고, q 라는 점이 e-이웃 안에 

존재한다면, q 는 p 로부터 direct density-reachable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9 에서와 같이 q 가 핵심점이 아닐 때에는 p 는 q 로부터 

direct density-reachable 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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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density-reachable 

   

만약 p1 ~ pn 에 해당하는 점이 존재할 때 p1 = p, pn = q 를 

만족하고,  pi+1 가 pi 에 대하여 direct density-reachable 하다면 

q 는 p 로부터 density-reachable 하다고 표현한다. 

 

 

그림 11 - density connectivity 

 

만약 p 와 q 라는 점이 어느 o 라는 점에 대해 각각 density-

reachable 할 때에 p 와 q 는 density connected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칭 관계 (symmetric relation) 에 있기 때문에 p 나 q 둘 

중에 한 쪽에만 해당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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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SCAN 알고리즘은 2 가지 성질을 만족한다. 첫째는 한 군집 

내의 모든 점은 서로 density connected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어느 군집 외의 점 p 가 군집 안의 한 점과 density 

connected 되어있다면 p 도 같은 군집에 속한다는 것이다. 

DBSCAN 알고리즘의 수행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임의의 점에서 

e-이웃을 확인해본다. 만약 그 안에 minpts 미만의 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노이즈로 분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핵심점으로 표기를 

하고 군집 라벨(L)을 부여한다. 그리고 주변 e 반경 안에 있는 

점들을 조사하여, 군집 라벨이 없는 점들에 모두 해당 라벨(L)을 

부여한다. 그리고 해당 라벨(L)을 부여 받았으며, 방문하지 않은 

모든 점들에 대해 주변 e 반경 안에 있는 점들을 조사하고 라벨을 

부여하는 팽창 과정을 반복한다. 이를 모든 점을 방문할 때까지 

지속하면 알고리즘이 완성된다. 

 

DBSCAN Algorithm   

Input : 점들의 집합인 X = {p1, p2, … pn} 와 거리 임계값 e, and 

minpts. 

 

Label <- 1 

foreach 방문하지 않은 점 p ∈ X do 

p 를 방문했다고 표기 

p 의 e-이웃을 조사하고 이들을 N 에 저장 

if  |N| < minpts then 

p 를 노이즈로 표기 

else 

p 를 핵심점으로 표기 후 군집 번호를 Label 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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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ach N 안의 p’들에 대해 do   (팽창 과정) 

if p’` 가 방문되지 않았다면 then 

p’를 방문했다고 표기 

p’의 e-이웃을 조사하고 이들을 N’에 저장 

if |N’| >= minpts then 

p’를 핵심점으로 표기 

N 을 N 과 N’의 합집합으로 갱신 

else 

p’를 경계점으로 표시 

if p’이 어느 군집에도 속하지 않으면 then 

p’의 군집 번호를 Label 로 지정 

p’를 경계점으로 표시 

end loop 

Label <- Label  + `1 

end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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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DBSCAN 의 시간복잡도 

 

DBSCAN 의 시간복잡도는 O(n2)이다 [13]. 때문에 분석하는 

데이터의 양이 2 배가 되면 걸리는 시간은 4 배로 증가한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분할하여 m 개의 노드에서 수행을 한다면 m2 배의 

시간 단축 효과를 가진다. 이 때문에 DBSCAN 알고리즘은 병렬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림 12 에서는 이론상 16 배의 시간 단축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림 12 - 병렬 DBSCAN의 분할 수행 

 

2.3.2 ST-DBSCAN 알고리즘[4] 

 

시공간 데이터는 공간에 대한 정보와 함께 시간에 대한 

좌표까지 가지고 있다. 이는 고전적 데이터 (Classical Data) 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공간 좌표의 x 축, y 축과 시간 좌표의 t 축을 

모두 가진다는 점이 있다 [5]. 하지만 시간 축이 공간과 다른 시간, 

분, 초 등의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점 간의 거리를 구할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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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BSCAN 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 알고리즘은 시간과 공간의 단위의 호환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위가 다른 두 e 을 사용한다. e1 은 공간 좌표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가진 거리 임계값이며, e2 는 시간 좌표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가진 

거리 임계값이다.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단위를 직접적인 비교할 

필요 없이 군집화 수행이 가능하다. 

 

2.3.3 DBSCAN 의 병렬화 

 

 DBSCAN 은 분산 환경에서 수행됨을 고려하지 않는 단일 노드 

알고리즘이다. 하지만 DBSCAN 의 시간 복잡도는 O(n2)로 

데이터가 커질수록 수행 시간이 커지게 된다[13]. [6]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Master-slave 형태이며, R*-tree 를 사용하는 

알맞은 파티셔닝 알고리즘 수행 후에 병렬적으로 DBSCAN 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또한 파티셔닝 알고리즘의 수행 

없이 임의로 여러 노드들에 분산된 데이터들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DBSCAN 을 수행하고, 나타난 군집 결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객체들을 이용하여 군집을 합쳐나가는 알고리즘도 등장하였다[7]. 

[7]의 알고리즘은 언제나 옳은 군집화 결과를 산출하지는 않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안 및 통신의 관점에서 뛰어나다.  

또한 2004 년에 MapReduce 모델이 공개되면서 Apache 

Hadoop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MapReduce 환경에서 구동되는 

MR-DBSCAN 이 제안되었다[7]. [9]의 알고리즘은 

MapReduce 환경의 구조상 R*-tree 와 같은 공간 인덱스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MapReduce 의 한 사이클로 파티셔닝을 

이루어내었다. 또한 인메모리 분산 분석 프레임워크로 등장한 R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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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lient Distributed Dataset) [14] 환경을 이용한 알고리즘도 

고안되었다[15]. 

 

2.4 MonetDB 

 

 

그림 13 - MonetDB 로고 

 

MonetDB 는 1993 년에 오픈 소스로 공개된 컬럼 기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다. 네덜란드의 Centrum Wiskunde & 

Informatica (CWI) 연구소가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OLAP, GIS, 

RDF 등 을 처리하는 데에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 SQL 2003 

Standard 를 지원하고 있으며 스트리밍 처리 엔진도 보유하고 있다. 

MonetDB 의 설치 과정에 대해서는 Appendix 3.1 에 나타나 있다. 

본 논문에서 실험에서 사용할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로 

MonetDB 를 고른 이유는 MonetDB 가 컬럼 기반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이다. 컬럼 기반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을 

컬럼별로 저장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특정 컬럼의 대한 연산의 

속도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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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컬럼 기반 DBMS  

 

 

그림 14 - MonetDB 컬럼 기반 저장 

 

전통적인 RDBMS 는 가로 지향 저장을 하므로 OLTP 에 

특화되어 있다. 하지만 특정 컬럼만을 계산에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가로 지향 저장방식은 필요 없는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더 해줘야 하기 때문에 성능이 느려진다. 이와 달리 컬럼 기반 

DBMS 는 테이블을 컬럼 별로 저장하기 때문에 소수의 컬럼만을 

사용하는 분석 함수 수행 및 OLAP 질의에 대해 좋은 성능을 

보인다. 또한 컬럼 별로 저장을 하므로 테이블의 컬럼 수가 

많아지더라도 성능에 영향을 덜 미친다는 장점도 있다. 

MonetDB 는 각 테이블의 컬럼을 모두 {(OID (Object ID), 

value)} 형태의 테이블들로 저장을 해둔다. 이 테이블들은 BAT 

(Binary Association Table)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memory 

mapped file 형태로 존재를 한다. MonetDB 는 복잡한 내용의 

질의를 간단히 정의된 BAT 대수를 사용하여 질의의 처리를 

진행한다. BAT 대수는 BAT 테이블과 변수를 입력으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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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한 후에 중간 BAT (intermediate BAT)에 결과를 저장 

하는데, 질의의 최종 결과는 중간 BAT 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2.4.2 인메모리 DBMS  

 

 

그림 15 - MonetDB 인메모리 저장 구조 

 

분석 알고리즘의 특성상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참조하는 일이 

많은데, 인메모리 DBMS 는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 내에 위치시키기 

때문에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참조하더라도 디스크에 접근하는 

횟수가 줄어들어 성능이 향상된다[16]. 

MonetDB 는 BAT 구조를 이용하여 컬럼 기반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림 15 에서 파란 글씨로 된 앞 부분이 surrogate 키에 

해당한다. Surrogate 키는 데이터와 무관하게 생성되는 고유의 

키를 뜻한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의 내용을 이용하여 질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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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지는 않고, 그림 15 에서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인 simple 

memory array 를 이용하여 진행한다. 이는 실제 데이터가 

디스크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임시 데이터이다. 또한 

MonetDB 는 memory mapped file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메모리에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올린 것처럼 성능을 낼 수 

있으며, 메모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2.4.3 MonetDB 원격 질의 수행 

 

그림 16 - MonetDB의 merge table 

 

MonetDB 는 MAPI (Messaging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를 사용하여 원격 테이블(remote table)에 대한 작업을 

수행한다. MAPI 는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에서 수행되는 통신 

라이브러리로서 다른 서버와의 통신을 가능하게 해준다. 

MonetDB 는 MAPI 를 이용하여 원격 테이블 및 병합 

테이블(merge table)을 제공하고 있다. 원격 테이블은 다른 노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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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테이블에 대해 뷰의 형태로 접근을 허용해준다. 즉, 원격 

테이블을 사용하면 다른 노드로 질의문을 보내 이를 수행시키고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병합 테이블은 동일한 구성을 갖는 테이블들을 하나로 

합쳐서 한 테이블로써의 작업을 가능하게 해준다. merge Table 에 

대하여 사용자가 질의를 요청하면 MonetDB 의 질의 처리 엔진이 

질의문을 분석한 후, 클러스터 내의 각 노드들이 수행할 질의문으로 

변환해준다. 그리고 각각의 노드에서 질의 수행이 종료되면 질의를 

요청한 노드로 결과를 보내고 모인 중간 결과들을 취합하여 취합된 

결과를 보여준다. 

 

2.5 Tibero 

 

2.5.1 Tibero 소개 

 

Tibero는 TmaxSoft의 계열사인 TmaxData 에서 개발하고 유통 

중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다 [17].  

 

 Tibero 

소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개발 회사 TmaxData 

최초 발매일 2003년 6월 

최신 버전 Tibero 6 

라이선스 유료 

구성 언어 C, 어셈블리어 

지원 OS AIX, HP-UX, Linux, Solaris, Windows 

XML 지원 가능 

SQL 지원 오라클의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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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언어 C, C#, C++, Cobol, Java, Objective-C, Perl, 

PHP, Python, Ruby, Visual Basic 

Server-side 

scripts 

Persistent Stored Procedure (PSM) 

트랜잭션 ACID 

인메모리 지원 지원 안함 

표 4 – Tibero 소개 

 

Tibero는 디스크 기반 데이터베이스이며, 로우 기반 

데이터베이스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컬럼만을 빠르게 이용하는 

분석 함수를 사용하기에는 MonetDB보다 성능이 좋지 않을 수 

있다. 

Tibero로 구현한 본 논문의 알고리즘은 Java Wrapper를 

사용하였다. Java의 Multithreading 기능의 클래스를 알고리즘의 각 

단계마다 설정하여 모든 노드가 특정 단계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join 작업 후에 다음 단계를 시작한다. 자세한 내용은 Appendix 

4.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실험에서 사용할 디스크 기반 데이터베이스로 

Tibero를 고른 이유는 Tibero의 원격 질의 수행인 DBLINK의 

편리성 때문이다. DBLINK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분산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2.5.2 Tibero 원격 질의 수행 

 

Tibero는 원격 질의를 수행할 때에 DBLINK라는 객체를 

생성하여 진행을 한다. MonetDB의 원격 테이블에서와 같이 테이블 

단위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노드 단위로 만들어두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MonetDB는 원격 테이블과 로컬에 



 

 25

존재하는 테이블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격 테이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모두 다르게 만들 필요가 있어 생성부터 

작업까지 모두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DBLINK를 

이용하면 로컬의 테이블과 다른 노드의 테이블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테이블의 이름을 통일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DBLINK 

설정의 내용은 Appendix 4.1에 있다. 

 

2.6 In-database Analytics 

 

 

그림 17 -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의 방법 

 

전통적인 데이터의 분석은 데이터를 DBMS 에서 받아와서 이를 

분석 패키지에서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는 작업을 거치고, 작업을 

수행한 후에 결과를 받아오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는 

데이터를 받아오는 작업과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였으며, 빅데이터 시대에 들어서면서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면서 가공에 필요한 시간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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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 In-database Analytics 

 

그에 비해 In-database Analytics 는 DBMS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DBMS 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석 함수를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DBMS 안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용하면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용성도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DBMS 의 최적화된 질의 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의 면에서도 좋다. 

 

2.6.1 In-database Analytics 제품 

 

현재 시중에 있는 In-database 의 제품으로는 Oracle 의 In-

database Analytics 와 SAS 의 SAS High Performance 

Computing, Teradata 의 Teradata database, SAP 의 HANA 

database, ParAccel 의 ParAccel Analytic database 등이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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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모두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데이터의 이동을 줄이고, 데이터베이스의 높은 성능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에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7 Apache Spark 

 

 

 

그림 19 - Spark 로고 

 

아파치 스파크는 인메모리에서 작동하는 분산 프레임워크이다. 

언어는 Python, Scala, Java를 지원하고 있으며, batch, streaming, 

query processing 등의 여러 형태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파치 스파크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외부에서의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파치 스파크의 

효율적인 연산 모델 때문이다. 아파치 스파크는 RDD라는 연산 

객체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분석을 진행하게 해준다. 

 

 아파치 스파크와 비교 대상이 되는 Mapreduce [19]프레임워크는 

Map과 Reduce 의 작업을 통해 분산 분석을 진행한다. Mapreduce 

프레임워크의 단점은 반복적인 알고리즘 (Iterative Algorithm)에 

성능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Map의 작업이 끝나면 

Reduce 작업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Map 작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Reduce 작업이 끝나면 결과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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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에 저장을 하는데 다음 Map 작업에서 다시 읽어오기 때문에 

디스크 IO가 크게 증가한다. 이로 인하여 성능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림 20 – MapReduce 의 한계3 

 

 

그림 21 – RDD의 연산 

 

이에 비해 아파치 스파크는 RDD (Resilient Distributed 

Dataset)라는  구조를 사용한다 [14]. RDD를 사용한 작업은 

Transformation과 Action이라는 두 기능으로 구성이 된다. 

Transformation은 한 RDD 데이터를 변형시켜서 다른 RDD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Action은 RDD 끼리의 변환 작업이 

아닌 실제 데이터로의 변환 작업을 뜻한다. 

                                            
3 http://www.slideshare.net/fabiofumarola1/11-from-hadoop-to-spark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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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pache Spark는 Lazy Evaluation 이라는 정책을 

사용하는데, 이는 Transformation 작업일 때에는 실제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Action을 할 때에 지금까지의 Transformation을 

수행하는 것이다. 때문에 반복적인 알고리즘을 수행함에도 반복을 

할 때마다 디스크에 결과를 저장하진 않고, 데이터가 메모리에 

머물러 있으며, 디스크에 접근하는 일이 적어 성능이 크게 향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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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설계 

 

 

3.1 전반적인 개요 

 

 

그림 22 - 전체 실험 개요 

 

  본 논문에서는 ID-STDBSCAN 알고리즘을 실험하고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ID-STDBSCAN 알고리즘은 단일 노드 DBSCAN 

알고리즘에서 발전하여 여러 노드에 분산시켜 성능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으며, 시공간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시간에 대한 

e 값을 따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전체 알고리즘을 In-database 

Analytics Function 형태로 만들어 DBMS 내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코드의 

내용에 대해서는 Appendix 3.2 및 3.3 에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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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 ID-STDBSCAN 단계 

   

전체 알고리즘은 그림 23 에서와 같이 크게 4 개의 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데이터 파티셔닝, 지역 DBSCAN, 병합 과정, 번호 

재부여 과정이다. 이러한 4 개의 단계는 여타 병렬 DBSCAN 

논문들의 내용과 흡사하며, 큰 틀을 공유를 하고 있다[6][8][15]. 

 

3.2 데이터 파티셔닝 

 

 

그림 24 - 데이터 파티셔닝 (시간 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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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파티셔닝 작업은 최대한 균등하게 데이터를 나누는 

분할 축을 계산하는 작업이다. 이는 마스터 노드 하나에서만 

이루어지는 단일 노드 작업이다.  

우선 각 노드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마스터 노드에 가져온다. 

실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뷰의 형태로 받아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들을 모두 한 테이블에 저장을 해두고, 이 테이블의 한 

축을 기준으로 분위수를 구한다. 그림 24 에서와 같이 실험에서는 

x 축을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결과로는 n (전체 노드 수) -1 개의 

분할 축이 나오게 된다. 

 

Algorithm 1 데이터 파티셔닝 (마스터 노드) 

from Python wrapper : 

for each remote table of every nodes’ local data 

Add to merge table 

 

iterate n-1 (total node -1) : 

  Use splitting function to calculate splitting points 

Result – (array of n-1 splitting points) 

 

기존의 대다수 분산 DBSCAN 알고리즘들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파티셔닝 방식과는 달리 2 개의 축을 활용하여 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8][9][15]. 하지만 이는 In-database 

Analytics 에는 적합하지 않다.  
2 차원으로 진행하는 파티셔닝 알고리즘은 공간좌표의 2 개의 

축을 이용하여 파티셔닝을 진행하기 때문에 각 노드마다 인접한 

노드의 수, 인접한 노드의 번호 등이 일정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한 노드에 대해 인접한 노드의 수가 커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분할 축 주변의 경계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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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할 때에 작업하는 테이블의 수가 늘어나며 알맞은 테이블에 

대한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을 In-database 환경에서 조율하여 병합 단계를 진행할 때도 

구현 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비해 본 논문에서 사용한 파티셔닝 알고리즘은 이웃한 

노드가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웃 노드에 대한 

프로시저를 원활하게 작성하게 해준다. 

 

3.3 지역 DBSCAN 

 

지역 DBSCAN 은 데이터 파티셔닝 단계에서 출력된 n-1 개의 

분할 축으로 구간들을 만들어내고, 각 노드에 한 구간씩 할당하여 

각자 DBSCAN 을 수행하는 작업이다. 이는 각 노드에서 실행되는 

다중 노드 작업이다. 

각 노드는 분할 축을 기준으로 각자에게 할당되는 구간을 알 

수 있는데, 그림 24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1 만큼씩 경계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 Part2 의 구간은 빨간색 선이 있는 구간까지 

경계가 증가한다. 이는 받아와야 할 데이터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각 노드는 모든 노드들에 질의를 보내는데, 자신에게 

해당되는 구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받아오고 이들을 한 테이블에 

저장한다. 그리고 이 테이블에 대해 지역 DBSCAN 을 수행하는데, 

e2 도 고려한 ST-DBSCAN 의 형태로 진행한다. 

지역 DBSCAN 이 끝나면 병합 과정을 위해 해야 할 작업들을 

수행해야 한다. 각 노드는 두 분할 축을 이용하여 자신의 구간을 

만들어 내었는데, 이 두 분할 축에서 구간의 중심 방향으로 e1 만큼 

떨어진 두 구간에 주목해야 한다. 그림 24 에서 Part2 의 왼쪽 

구간은 분할 축 1 과 노란 선 사이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 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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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점들을 따로 병합 후보군 (Merge Candidate)라고 부를 

것이다[9]. 병합 후보군들을 테이블에 저장하는데, 왼쪽 구간과 

오른쪽 구간을 구분하여 두 테이블로 나누어 저장한다. 

 

Algorithm 2 지역 DBSCAN (모든 노드) 

Start from all nodes simultaneously : 

Range query on every nodes’ remote table, based on the 

extended border from splitting points 

Save results into single table (GridN) 

 

Execute Local DBSCAN on table GridN 

 

From results of Local DBSCAN, save all the core points in 

between the splitting points and the inner e border into a table 

(BorderN) 

 

3.4 병합 과정 

 

 

그림 25 - 병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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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과정은 각 인접한 노드의 병합 후보군들을 조사하여 

병합할 수 있는 군집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각 노드에서 

실행되는 다중 노드 작업이다.  

먼저 이웃 노드의 병합 후보군 들과 자신의 병합 후보군 사이 

공간 거리가 e1 이하이며, 시간 거리가 e2 이하인 쌍들을 모두 

찾아낸다. 그러면 각 쌍마다 두 군집 번호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을 동일 군집쌍 (Identical Cluster Pair)이라고 부른다. 동일 

군집쌍에 속하는 두 군집은 번호는 다르지만 같은 군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6 - 병합 과정의 원리 

 

원리는 다음과 같다. DBSCAN 의 성질을 검토해보면, 같은 

군집에 속하는 점들은 모두 서로 density connected 되어있다. 

때문에 DBSCAN 알고리즘의 팽창 단계에서 핵심점에서부터 e1 만큼 

떨어진 점들에 대해서는 핵심점와 같은 군집 번호를 부여하였다. 

또한 병합 후보군들은 모두 핵심점로 구성이 되어있다. 그렇기에 

병합 후보군끼리 공간 거리가 e1 이하이며, 시간 거리가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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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이라면, 이는 같은 군집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같은 군집인데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즉 병합 

후보군의 두 핵심점들이 서로 다른 노드에서 지역 DBSCAN 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번호를 가지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이웃 노드와 자신 중에 한 노드만 수행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노드 중에서 왼쪽인 노드에서만 수행되도록 하였다.  

 

 

3.5 번호 재부여 과정 

 

 

그림 27 - 번호 재부여 과정 

 

번호 재부여 과정은 병합 과정에서 같은 군집이라고 판별된 

동일 군집쌍들을 분석하여 하나의 전역 군집 번호 (Global Cluster 

ID)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이는 각 노드에서 수행되는 다중 노드 

작업이다. 

이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각 노드에서 만들어낸 동일 

군집쌍들을 모아 하나의 전역 군집 번호를 만들어내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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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상대적으로 계산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마스터 노드 

하나에서 진행한다. 그리고 이 전역 군집 번호들을 실제 데이터에 

반영시키는 단계가 존재한다. 이는 그림 27 에서와 같이 각 

노드에서 전역 군집 번호 테이블을 확인하며 해당하는 군집 번호를 

모두 변화시켜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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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및 성능 평가 

 

4 장에서는 ID-STDBSCAN 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먼저 단일 노드 In-database 환경에서 걸린 시간과 DBMS 에서 

데이터를 꺼내 따로 분석 패키지에서 분석한 시간을 비교한다. 

다음으로는 다중 노드에서 scaleup, speedup 에 대한 실험을 In-

database 및 Spark 환경에서 진행하고 비교하였다. 실험 

환경으로는 다음과 같다.  

 

Intel® Core™ i5-2400 CPU 3.10GHz  

RAM 4G 

Ubuntu 16.04  

MonetDB version : Jul 2015-SP4 

Tibero version : Tibero 5 SP1 

Python version : 2.7.12 

Spark version : 1.6.1 

 

Tibero 에 관한 실험은 진행 중이며, 현재 질의문으로 사용된 

질의 종류의 선택, 테이블의 간소화, 함수의 수행의 최적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해당 작업은 T-max 사와 협력을 하여 진행 중이며, 

이번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실험용 코드는 Appendix 

4.2 및 4.3 에서 소개를 하고 있다. 

실험 데이터는 GDELT Project 의 GDELT 2.0 Event 

Database (2016.06.16 version)을 사용하였다 [20]. GDELT 

Project 는 방대한 시공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100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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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나라들로부터 뉴스를 모니터링하며 자료를 보관하고 이를 

15 분마다 갱신을 한다. 

실험 데이터의 60 개가 넘는 컬럼이 있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사용할 것은 4 개의 컬럼으로 GlobalEventID, Latitude, Longitude, 

EventTimeDate 이다. 각각 id, 위도, 경도, 시간이라는 값에 

대응된다. 데이터의 예시에 대해서는 Appendix 5 에 나타나 있으며, 

데이터의 분포에 대해서는 Appendix 6 에서 보여주고 있다. 

실험 수행 환경은 공통적으로 e1  : 0.5, minpts : 100, e2 : 

18000 이다. 

 

4.1 단일 노드 실험 

 

데이터 수 1000 5000 10k 20k 40k 80k 

Python 1 34 131 504 1965 8106 

MonetDB <1 13 53 187 782 3195 

표 5 – 단일 노드 ST-DBSCAN의 성능 비교  

(단위: 초) 

 

Python 으로 사용한 코드는 단일 노드에서 수행되는 ST-

DBSCAN 알고리즘을 직접 Python 으로 구현하여 수행한 것이다. 

표 5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In-database 환경에서 진행한 작업이 

평균적으로 Python 에서 진행한 작업보다 2~3 배 정도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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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중 노드 Scaleup 실험 

 

노드 수 1 2 4 8 

Spark 685 732 849 1285 

MonetDB 187 192 217 327 

표 6 - Scaleup 실험 (단위: 초) 

 

그림 28 - Scaleup 그래프 (단위 : 노드 수, 초) 

 

각 노드마다 데이터는 2 만개씩 할당하였다. Spark 실험으로 

사용한 코드는 ID-STDBSCAN 알고리즘을 직접 Python 으로 

구현하여 수행한 것이다. Scaleup 실험을 해본 결과, 노드가 8 개로 

늘어날 시 시간이 처음보다 다소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e 만큼 경계를 늘일 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에 skew 가 

심하게 발생하면 늘어난 공간에 수만 개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몇몇 노드에서 병목(bottleneck) 현상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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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중 노드 Speedup 

 

노드 수 1 2 4 8 

Spark 11868 2321 849 322 

MonetDB 3195 803 217 91 

표 7 - Speedup 실험 (단위: 초) 

 

그림 29 – 노드 수에 따른 수행 시간 그래프 (단위 : 노드 수, 
초) 

 

전체 데이터는 8 만개로 고정시키고, 노드 수를 변화를 주었다. 

Speedup 실험을 통해 속도가 다소 효율적으로 빨라졌다. 하지만 

노드 수가 4 개가 될 때까지는 효율적으로 줄어들었으나 노드 수가 

8 개가 되면 줄어드는 속도가 감소한다. 이는 파티셔닝 단계에서 e 

만큼 경계를 양 옆으로 증가시키는데, 그 구간에 있는 점들의 수가 

많은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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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In-database 환경에서 밀도기반 군집화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DBSCAN 을 병렬로 구현하여 성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시공간 데이터에 대한 군집화를 위하여 e2 라는 거리 임계값을 

추가로 설정하여 수행하였다. 성능 비교 실험을 통해 인메모리 컬럼 

데이터베이스인 MonetDB 에서 구현한 버전이 Python 및 Spark 로 

구현한 버전보다 시간이 단축되어 In-database 분석이 효율적임을 

확인하였다. 

개선할 점으로는 우선 알고리즘 수행 중 병목 역할을 하는 몇 

개의 노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 DBSCAN 에서 e1 만큼 

경계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왜곡이 심한 데이터 셋을 사용했을 때 

증가하는 구간에 수만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기도 하며, 이렇게 특정 

노드에 많은 데이터가 몰리면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파티셔닝 알고리즘들을 In-database 에 맞게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MonetDB 를 

사용하였는데,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의 단점 중에 하나라면 

데이터를 메모리에 모두 올릴 수 없는 경우 수 많은 디스크 

입출력이 발생하여 속도가 갑자기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메모리에 모든 데이터를 올리지 못할 경우를 위한 알고리즘의 

연구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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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군집화 알고리즘 

 

1.1  DBSCAN 알고리즘 진행 과정 

 

그림 30 – DBSCAN 알고리즘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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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CAN은 e (거리 임계값), minpts (군집을 이루는 최소 점 

개수) 를 입력으로 받는다. 그리고 모든 점을 방문할 때까지 

다음 과정을 진행한다.  

 

2번에서는 임의의 점을 방문하여 주위의 e만큼 이웃을 

확인하고 있다.  

 

3번에서는 방문한 점의 주위에 minpts 미만의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이즈 (noise)로 분류한다. 그리고 다른 임의의 

점을 방문하여 이웃을 확인한다  

 

4번에서는 방문한 점의 주위에 minpts 이상의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심점으로 설정한다. 이 점을 P로 설정하였다. 

이제 P를 중심으로 군집의 ‘팽창’ 단계를 시작하며, P의 

이웃 주위의 점들을 모두 방문할 때까지 탐색할 것이다. 

 

5번에서는 방문한 점의 주위에 minpts 이상의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심점으로 설정한다. 이 점을 Q로 설정하였다. 

다시 Q점의 이웃에 있는 모든 점을 방문할 때까지 탐색을 

진행한다.  

 

6번에서는 방문한 점의 주위에 minpts 미만의 점을 가지고 

있으나, 핵심점의 이웃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아닌 

경계(border) 포인트로 설정한다. 그리고 다시 Q의 모든 

이웃들을 방문할 때까지 남은 점을 탐색한다.  

 



 

 49

7번에서는 방문한 점의 주위에 minpts 미만의 점을 가지고 

있으나, 핵심점의 이웃이기 때문에 경계 포인트로 설정한다. 

그리고 Q의 이웃에 존재하는 모든 점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P의 이웃에 존재하는 남은 점을 방문한다.  

 

8번에서는 방문한 점의 주위에 minpts 미만의 점을 가지고 

있으나, 핵심점의 이웃이기 때문에 경계 포인트로 설정한다. 

그리고 Q와 P의 이웃에 존재하는 모든 점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팽창’ 단계를 멈추고, 방문하지 않은 남은 점을 

탐색한다.  

 

9번에서는 방문한 점의 주위에 minpts 미만의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이즈로 설정한다.  

 

모든 점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DBSCAN 알고리즘은 종료하고 

결과는 5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군집과 2개의 노이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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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K-means 알고리즘 진행 과정 

 

 

그림 31 – K-means 알고리즘의 흐름도 

 

K-means는 K (군집의 개수)를 입력으로 받는다. 

 

2번에서는 임의의 K개의 점을 골라 K개의 centroid들을 

생성하였다. 

 

3번에서는 centroid를 제외한 모든 점들에 대하여 

centroid들과의 거리를 계산한다. 그리고 각기 가장 가까운 

centroid로 군집화를 시킨다. 이를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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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이라고 부른다. 

4번에서는 centroid를 갱신시키는 작업을 진행한다. 

Centroid들을 같은 군집에 속한 모든 점의 좌표의 평균값에 

해당하는 위치로 옮겨준다. 이 과정을 ‘Update Step’이라고 

부른다. K-means 알고리즘은 centroid가 특정 좌표에 

수렴할 때까지 계속 진행한다. 

 

5번에서는 ‘Assignment Step’을 다시 진행한다. 모든 점에 

대하여, 갱신된 가장 가까운 centroid에 군집화 시킨다. 현재 

그림에서는 군집의 변화가 없다. 

 

6번에서는 ‘Update Step’을 다시 진행한다. Centroid들을 

같은 군집에 속한 모든 점의 좌표의 평균값에 해당하는 

위치로 옮겨준다. 

 

이는 기존의 centroid의 좌표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수렴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K-means 알고리즘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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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OPTICS 

 

1.3.1 OPTICS 소개 

 

OPTICS 알고리즘은 밀도 기반 군집화 알고리즘 중에 하나로, 

DBSCAN이 하나의 e 값을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크기의 군집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알고리즘이다. 다음은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다. 

 

e, minpts 

DBSCAN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한다. 

 

코어 (Core object) 

e 주위로 minpts 이상의 점을 가진 점을 뜻한다. 

 

코어 거리 (Core distance) 

특정 점이 코어가 되는데 필요한 탐색의 최소 거리를 뜻한다.  

 

접근 거리 (Reachablility distance) 

특정 점에서 다른 점까지의 거리를 뜻한다. 최소 값을 코어 

거리로 설정하고 있다.  

 

Seedlist 

다음 사이클에 확인할 점들을 순서대로 모아둔 자료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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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S 알고리즘은 모든 점을 process 할 때까지 진행한다. 

우선 임의의 점을 골라 주위를 e 만큼 탐색하여 이웃 얼마나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코어 거리를 계산하는 데, 만약 

e을 초과하게 되면 이를 무한대로 설정해준다. 만약 코어 

거리가 무한대가 나온다면, seedlist에서 다음 점을 선택하여 

process하고. seedlist가 비어있을 시에는 임의의 process 

되지 않은 점을 골라 시작한다. 코어 거리가 무한대가 

아니라면, seedlist에 있는 모든 내용을 업데이트 시킨다. 

업데이트를 시킬 때에는 접근 거리를 계산하는데, 접근 거리는 

코어 거리와 실제의 좌표상의 거리 중에 큰 값을 취한다. 

그리고 만약 기존에 seedlist에 있던 값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업데이트 해준다. 그리고 업데이트 된 

값들로 seedlist를 정렬해주면 된다. 위의 작업을 모든 점을 

process할 때까지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모든 점의 접근 

거리를 계산하여 밀집도를 측정하는 것이 OPTICS 

알고리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3.2 OPTICS 진행 과정 

 

실제 OPTICS의 진행 과정은 A에서 G까지의 7개의 점에 

대하여 진행하였으며, 각각 점들의 거리는 AB = 10, AC = 8, 

BC = 9, BD = 9, EF = 11, EG = 9, FG = 7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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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 OPTICS 알고리즘의 흐름도 

 

OPTICS 알고리즘은 DBSCAN과 마찬가지로 e (거리 임계값) 

와 minpts (군집을 이루는 최소 점 개수)를 입력으로 받는다. 

현재 e’는 코어 거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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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에서 시작을 하는데 임의의 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주위의 e-이웃을 탐색한다. OPTICS 알고리즘은 모든 점을 

process할 때까지 진행한다.  

 

3번에서는 A는 현재 이웃에 minpts 이상의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이웃들은 A로부터의 

거리의 순서대로 Seedlist에 추가를 해둔다.  

현재 A에서 B까지의 거리 내에 minpts 개의 점이 존재하므로, 

e’는 10이 되며, 접근 거리는 B와 C가 둘 다 10이며 A는 

무한대이다. 

 

4번에서는 Seedlist에서 첫 번째 점인 C를 빼낸 후에 이 점의 

이웃을 탐색한다. 현재 C는 이웃에 minpts 이상의 점이 

존재하여 코어로 분류된다. 그래서 C의 이웃 중 탐색되지 

않은 점을 Seedlist에 추가하고 거리를 업데이트 시켜준다. 

C에서 B까지의 거리 내에 minpts 개의 점이 존재하므로, 

e’는 9가 되며, 접근 거리는 B가 9이다.  

 

5번에서는 Seedlist에서 첫 번째 점인 B를 빼낸 후에 이 점의 

이웃을 탐색한다. 현재 B는 이웃에 minpts 이상의 점이 

존재하여 코어로 분류된다. 그래서 B의 이웃 중 탐색되지 

않은 점을 Seedlist에 추가하고 거리를 업데이트 시켜준다. 

B에서 C까지의 거리 내에 minpts 개의 점이 존재하므로, 

e’는 9가 되며, 접근 거리는 D가 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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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에서는 Seedlist에서 첫 번째 점인 D를 빼낸 후에 이 점의 

이웃을 탐색한다. 현재 D는 이웃에 minpts 미만의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코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7번에서는 Process되지 않은 점들 중 임의로 한 점 (E)에서 

이웃을 조사한다. 현재 E는 이웃에 e 이상의 점이 존재하므로 

코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E의 이웃 중 탐색되지 않은 

점을 Seedlist에 추가하고 거리를 업데이트 시켜준다. 

E에서 F까지의 거리 내에 minpts 개의 점이 존재하므로, 

e’는 11이 되며, 접근 거리는 G,F 둘 다 11이다.  

 

8번에서는 Seedlist에서 첫 번째 점인 G를 빼낸 후에 이 점의 

이웃을 탐색한다. 현재 G는 이웃에 minpts 이상의 점이 

존재하여 코어로 분류된다. 그래서 G의 이웃 중 탐색되지 

않은 점을 Seedlist에 추가하고 거리를 업데이트 시켜준다. 

G에서 E까지의 거리 내에 minpts 개의 점이 존재하므로, 

e’는 9가 되며, 접근 거리는 F가 9이다.  

 

9번에서는 Seedlist에서 첫 번째 점인 F를 빼낸 후에 이 점의 

이웃을 탐색한다. F는 코어로 분류가 되었다. 

 

이제 process 안 되어있는 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알고리즘의 최종 결과는 각 점들의 

접근 거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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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ache Spark 

 

2.1  설치 및 구동 

 

Spark의 설치는 홈페이지의 바이너리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푸는 것으로 시작한다 [21]. 설치 과정에 사용되는 버전은 

2.0.0을 기준으로 하고, 운영체제는 우분투를 기준으로 설정하겠다. 

설치 타입은 ‘Pre-built for Hadoop’ 버전이 있고 소스 코드 

버전이 있는데, ‘Pre-built for Hadoop’ 버전은 소스 코드를 미리 

빌드 시켜둔 버전으로 압축만 풀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도록 한다.  

 

1) 압축 풀기 

 

tar –xf spark-2.0.0-bin-hadoop2.7.tgz 

 

 

 

 

2) .bashrc 파일 수정  

 

.bashrc 파일은 사용자의 홈 위치에 존재한다. 그리고 파일을 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장 뒤에 붙여준다. 이는 설치하는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들에도 동일한 내용을 적용한다. 

 

export SPARK_HOME=/home/idb/spark-2.0.0-bin-hadoop2.7 

 

 



 

 58

 

3) .bashrc 컴파일 

 

.bashrc  파일은 컴파일 해주어야 변화가 적용된다. 

 

source .bashrc 

 

 

 

 

4) slaves 파일 생성 및 수정 

 

클러스터의 마스터 노드의 SPARK_HOME 위치 안에 

conf/slaves.template 의 파일이 있어 이를 수정해주어야 한다. 

먼저 해당 내용을 복제하여 slaves 라는 파일을 생성한다. 그리고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들의 접근 가능한 ip를 붙여준다. 이들 중에 

첫 번째 줄은 마스터 노드를 위한 것으로 글로벌 ip를 넣어준다. 

 

147.46.121.153  #Master node Global IP 

192.168.1.2 

192.168.1.3 

192.1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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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park-defaults.conf 파일 생성 및 수정 

 

SPARK_HOME 위치 안에  

conf/spark-defaults.conf.template 의 파일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해당 내용을 복제하여 spark-defaults.conf 

파일을 생성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어둔다. 

 

spark.master spark://192.168.1.1:7077 

spark.serializer   org.apache.spark.serializer.KryoSerializer 

 

 

 

위의 내용은 구동 중인 Spark 마스터 노드의 접근 IP를 설정하고, 

분산 작업에 Kryo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는 뜻이다. 이는 구동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며, 메모리 설정 및 코어 수 설정 등의 

추가적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spark://’ 

뒤에는 마스터 노드에 접근할 수 있는 ip를 적어주면 된다. 이는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6) spark-env.sh 파일 생성 및 수정 

 

SPARK_HOME 위치 안에 conf/spark-env.sh.template 의 

파일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해당 내용을 복제하여 spark-

env.sh 파일을 생성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어둔다. 

 

echo SPARK_MASTER_WEBUI_PORT=”8080” 

SPARK_MASTER_HOST=’192.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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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브라우저에서 접근할 때에 쓰는 포트를 지정하는 작업으로 

기본 값인 8080 포트를 설정해주었다. 이를 클러스터 모든 노드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7) Spark 구동 

  

SPARK_HOME 위치 안의 sbin 폴더 안의 start-master.sh를 

실행을 한다.  

 

sh start-master.sh 

sh start-slaves.sh 

 

 

 

 

그 이후에 start-slaves.sh를 실행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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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행 화면 

 

브라우저를 통해 Spark UI를 찾아간다.  

 

http://147.46.121.153:8080  (Master node Global IP) 

 

 

 

 

2.2  Apache Spark 의 종류 

 

Spark의 언어는 3종류로 나뉘어지는데 Python, Scala, Java이다. 

이들에 따라 사용되는 질의문, 함수 이름, 사용가능한 함수 목록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자신이 

익숙한 언어를 이용하여 진행하면 된다. 본 논문에서는 Python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Spark는 쉘을 이용하여 대화형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코드 내에서 

컴파일 후 실행하는 방식이 또한 가능하다. 쉘을 이용하는 방식은 

단순하게 결과를 확인하기에는 좋기 때문에, 단순한 작업을 할 때에 

유용하다. 

 

쉘을 여는 작업은 SPARK_HOME 위치에 가서 등의 명령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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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pyspark       (Python) 

bin/spark-shell   (Scala) 

 

Java는 쉘을 지원하지 않는다. 다음은 pyspark를 구동한 화면이다. 

 

 

 

그리고 독립적인 프로그램 내에서 Spark를 사용하는 방식은 쉘 

방식과는 다르게 SparkContext 객체를 초기화 시켜줘야 한다. 

SparkConext 객체는 Spark의 함수들을 Python, Scala, Java의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객체이다.  

 

from pyspark import SparkConf, SparkContext 

 

def dbscan() :    #Main Function 

 sc = SparkContext(appName="DBSCAN") 

 

이는 Python 코드에 해당되며, Scala 및 Java 코드는 위와 같은 

의미의 코드를 해당 언어로 작성하여 넣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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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a 및 Java로 작성된 어플리케이션은 SparkContext를 초기화한 

후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해주어야 한다. 빌드에 사용되는 툴은 

Maven, sbt 등이 있다. 그러나 Python 코드는 빌드가 필요 없다. 

 

 

2.3  Spark의 Built-in 함수 

 

Spark는 RDD 트랜스포메이션 및 액션에 사용되는 함수들을 

사용한다. 이 함수들은 RDD를 변형시키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아래는 가장 자주 사용되는 트랜스포메이션 

함수들이다. 

 

함수 이름 용도 

Map RDD의 각 요소에 함수를 적용한다 

flatMap RDD의 각 요소에 함수를 적용한 후에 

반환되는 반복자들의 요소들로 이루어진 

RDD를 리턴한다. 

Filter 조건에 맞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RDD를 

리턴한다 

Distinct 중복되는 요소들을 제거한다 

Union 두 RDD에 있는 요소들을 합친 결과를 

생성한다 

Intersection 두 RDD에 모두 속한 요소들을 가진 RDD를 

생성한다 

Subtract 함수를 부르는 RDD에서 두 RDD에서 

중복된 요소들을 제거한다 

표 8 – RDD 트랜스포메이션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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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은 자주 쓰이는 액션 함수들이다. 

 

함수 이름 용도 

collect RDD의 요소들을 모두 계산하여 리턴한다 

count RDD의 요소의 개수를 리턴한다 

reduce RDD의 요소들을 병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top RDD의 요소들 중 상위의 몇 개만을 

리턴한다 

표 9 – RDD 액션 함수 

  

 

2.4  클러스터의 실행 

 
클러스터에서 실행을 할 때에는 Spark는 하나의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를 사용하는데, 마스터는 드라이버라고 불리며 슬레이브는 

익스큐터라고 부른다. 드라이버와 익스큐터는 각각 독립된 

프로세스로 작동하게 된다.  

 

드라이버는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물리적 실행 단위라고 

할 수 있는 태스크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드라이버는 태스크들의 

수행을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수행 구조인 DAG 

(Directed Acyclic Graph)를 따라 진행하는데, 드라이버는 계속 

익스큐터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각 태스크를 분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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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Apache Spark로 구현한 DBSCAN 

 

from operator import add 

from pyspark import SparkContext 

 

sc = SparkContext(appName="DBSCAN") 

 

우선 pyspark 라이브러리를 불러들이고, sc 변수를 초기화시킨다. 

appName은 임의로 정해줘도 된다. 

  

counter = 0   #cluster number counter 

axis = []   #axis  

answer=[]       

answer.append([])  #For all data 

 

모든 데이터는 answer[0]에 넣어야 한다. 이는 x, y, ts 

(timestamp), clus (군집 번호), core (0이면 노이즈, 2이면 

핵심점) 로 이루어진 리스트들로 이루어져 있다. clus와 core의 

값은 처음에는 -1과 0을 넣어주어 초기화 한다. 

 

wholeRDD = sc.parallelize(answer[0]) 

wholeRDD.persist() 

 

전체 데이터를 RDD화 시키고 이를 캐시에 저장을 시킨다. 

 

partRDD1 = wholeRDD.filter(lambda x: (x[0] >= tempL[0]-

eps) & (x[0] <= tempL[1] + eps)).map(lambda x: (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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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RDD2 = wholeRDD.filter(lambda x: (x[0] >= tempL[1]-

eps) & (x[0] <= tempL[2] + eps)).map(lambda x: (1, x)) 

… 

 

우선 tempL은 파티셔닝을 진행한 분할 축이 들어있는 리스트이다. 

이를 기준으로 pairRDD를 생성하는데, 키는 0에서 클러스터의 

노드 수 인 n-1까지 이다. 즉 위와 같은 작업을 n번 반복을 

해주어야 한다. 결과는 0에서 n-1까지 키를 가진 pairRDD가 

나온다. 

 

partRDD = partRDD1.union(partRDD2).union(partRDD3)… 

 

groupRDD = partRDD.groupByKey().map(lambda x : (x[0], 

list(x[1]))).mapValues(lambda x: localDBSCAN(x, eps, 

minpts) ) 

 

groupRDD.cache() 

temp = groupRDD.collect() 

 

그리고 모든 pair RDD들을 union 연산으로 합친 후에 이들에 

대하여 localDBSCAN 함수를 적용한다. 결과는 groupRDD라는 

rdd에 저장을 해주었다. 이를 캐시에 저장을 시킨 후에, collect 

연산을 한 결과를 temp에 저장을 해둔다. 

 

def localDBSCAN(x, eps, minpts): 

    cluster = 1   #0 : noise data 

    for i in range(0, len(x)): 

        neig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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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uch = [] 

        pouch1 = [] 

 

        if(x[i][3] != -1): 

            continue 

        else: 

            for j in range(0, len(x)): 

                dist = (x[i][0]-x[j][0])**2 + (x[i][1]-

x[j][1])**2 

                if (dist <= eps*eps) & ((x[i][2]-x[j][2]) <= 

eps2): 

                    neig = neig +1 

            if neig < minpts: 

                x[i][3] = 0 # noise 

else: 

                x[i][3] = cluster 

                x[i][4] = 2 

                neig = 0 

                pouch.append(i) 

… 

 

다음 코드는 실제 localDBSCAN의 진행 모습으로 Python으로 

작성이 되었으며 lambda 를 사용하여 모든 RDD의 요소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준다. 그리고 군집의 번호를 계산하여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병렬 DBSCAN의 각 단계에 

적용시켜주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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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실행 화면 

 

다음 명령어를 SPARK_HOME의 경로에서 수행한다. 

 

bin/spark-submit --master spark://192.168.1.1:7077 

/home/idb/iylee/_sparkdbscan.py 1 30 

 

_sparkdbscan.py는 Spark로 작성된 DBSCAN의 코드이며 e 및 

minpts 값을 받는다. Python은 이를 bin/spark-submit 명령어를 

통해 마스터 노드에 전달하여 코드를 수행시킬 수 있다. 

 

 

1) 2개 노드 실행 모습 

 

 

 

Stage 는 Spark의 액션이 일어날 때에 실제 계산을 진행하는 작업 

(Job) 들을 뜻한다. 이는 SparkContext에 의하여 생겨나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변화하는 UI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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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개 노드 실행 모습 

 

 

 

마찬가지로 stage 가 진행되고 있다. 노드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state의 수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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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etDB 

 

 

3.1  설치 및 구동 

 

MonetDB 의 홈페이지에서 소스 파일을 받아두고, 설치를 

진행하면 된다 [22]. tarball 로 만들어진 소스를 받고 압축을 푼 

후에 ./configure 명령어로 설치를 완료한다. 

 

  MonetDB 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전에 Database 

Daemon 을 먼저 실행시켜야 한다. 유저는 Database Daemon 을 

start, create, stop 할 수 있다. 명령어는 monetdbd 이다. 

 

monetdbd (start, create, stop) tmpdb 

 

 

 

 

그리고 MonetDB 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여야 하는데 명령어는 

MonetDB 이고, 유저는 start, create, release, destroy 가 

가능하다.  데이터베이스는 create 을 한 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release 를 통하여 maintenance mode 에서 빼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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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tdb (create, release, start, destroy) tmp  

#(tmp 데이터베이스 사용) 

 

 

 

마지막으로 MonetDB 를 client-side 에서 구동하는 일이 남았는데, 

이는 mclient 명령어를 사용한다. 

 

mclient –dvoc   (voc 데이터베이스 사용) 

 

 

  

3.2  단일 노드 ST-DBSCAN 코드 

 

다음은 MonetDB의 문법으로 작성된 ST-DBSCAN에 관한 

설명이다. 

 

사용된 테이블 :  

snu_dbscan (id int, x double, y double, ts timestamp, clus int) 

tempTable1 (id int, clus int); 

tempTable2( id int, clus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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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attribute는 각 튜플을 구분할 수 있는 unique key 역할을 

한다. x,y attribute는 공간 좌표에 해당하며 각각 경도, 위도를 

나타내고 있다. ts는 시간 좌표에 해당하며 timestamp라는 

변수형으로 작업한다. clus는 알고리즘의 수행 결과인 군집 번호를 

담게 되며, 만약 값이 1이면 이는 노이즈라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시저 변수명 변수 용도 

snu_clusNumber 군집의 번호를 나타내며 꾸준히 

알고리즘이 진행하며 증가한다 

snu_neighborCount e-이웃 주위에 몇 개의 점이 

존재하는지를 저장한다. 

snu_countLoop 모든 점이 방문되었는지 확인한다. 

snu_innercountLoop 팽창 작업이 끝났는지 확인한다/ 

snu_pickId id를 하나 랜덤으로 고른다 

snu_x1 해당하는 id에 대응하는 x의 값이다 

snu_y1 해당하는 id에 대응하는 y의 값이다 

snu_ts 해당하는 id에 대응하는 ts의 값이다 

표 10 – 변수명과 변수 용도 

 

프로시저의 선언 

 

CREATE PROCEDURE dbscan (eps double, eps2 double, 

minpts int) 

BEGIN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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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초기화 및 할당 

 

UPDATE snu_dbscan SET clus = NULL; 

SET snu_clusNumber = 2;     

SET snu_neighborCount = 0; 

SET snu_countLoop = (SELECT COUNT(*) FROM 

snu_dbscan); 

 

SET문을 이용하여 변수를 초기화한다. 

 

모든 데이터를 방문했는지 확인 

 

WHILE ( snu_countLoop >0 ) DO 

 SET snu_countLoop = ( 

 SELECT COUNT(*)  

 FROM snu_dbscan  

 WHERE clus IS NULL);   

END WHILE; 

 

snu_countLoop는 snu_tmp_dbscan 테이블에 clus attribute가 

NULL인 튜플의 개수를 찾고 있다. 

 

e-이웃 및 수를 확인하는 코드 

 

INSERT INTO tempTable1 ( 

SELECT id,clus  

FROM snu_dbscan  

WHERE power(snu_dbscan.x - snu_x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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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snu_dbscan.y - snu_y1,2)  <= (eps * eps) AND 

abs(epoch(ts)- epoch(snu_ts)) < eps2 ); 

 

SET snu_neighborCount = (SELECT count(*) FROM 

tempTable1); 

 

epoch 함수를 이용하여 쉽게 timestamp들의 차이를 구하고 있다. 

이는 timestamp를 절대적인 숫자로 바꾸어주는데, 단위는 초이다. 

 

minpts와 비교한 후, 노이즈 처리 시 

 

IF ( snu_neighborCount < minpts )   

THEN UPDATE snu_dbscan SET clus = 1 WHERE id = 

snu_pickId; 

END IF; 

 

minpts와 비교하여 핵심점 처리 – 군집 번호 갱신 

 

IF ( snu_neighborCount >= minpts )   

THEN UPDATE snu_dbscan SET clus = snu_clusNumber 

WHERE id IN ( 

SELECT id  

FROM tempTable1  

WHERE clus IS NULL OR clus = 1);  

DELETE FROM tempTable1 WHERE clus IS NOT NULL AND 

clus <> 1;   

DELETE FROM tempTable1 WHERE id = snu_pickId; 

EN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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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문의 WHERE 조건이 중요한데 이는 방문이 되었으며, 

노이즈가 아닌 점들을 의미한다. 이들을 DELETE 문으로 제거하면 

남는 것은 방문이 안되었거나 노이즈 인 점들이다. 

      

팽창 단계에서 e-이웃 및 수를 확인하는 코드 

 

INSERT INTO tempTable2 ( 

SELECT id, clus  

FROM snu_dbscan  

WHERE  power(snu_dbscan.x - snu_x1,2) + 

power(snu_dbscan.y - snu_y1,2) <= (eps * eps) AND 

abs(epoch(ts) - epoch(snu_ts)) < eps2 ); 

 

SET snu_neighborCount = (SELECT count(*) FROM 

tempTable2); 

   

팽창 단계에서 minpts와 비교하여 핵심점 처리 – 군집 번호 갱신 

 

IF (snu_neighborCount >= minpts) 

THEN UPDATE snu_dbscan SET clus = snu_clusNumber 

WHERE id IN ( 

SELECT id  

FROM tempTable2  

WHERE clus IS NULL OR clus = 1); 

DELETE FROM tempTable2 WHERE clus IS NOT NULL 

AND clus <> 1; 

INSERT INTO tempTable1 (SELECT *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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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Table2); 

END IF; 

 

DELETE FROM tempTable1 WHERE id = snu_pickId; 

SET snu_innercountLoop = (SELECT count(*) FROM 

tempTable1); 

 

DELETE문의 WHERE 조건이 중요한데 이는 아무 군집에 속하지 

않는 점들을 확인할 때에 쓰인다. 

 

군집 번호의 갱신 

 

SET snu_clusNumber = snu_clusNumber + 1;  

 

이는 팽창 단계의 WHILE문이 끝나면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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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병렬 ST-DBSCAN 코드 

 

다음은 병렬 ST-DBSCAN을 구현한 코드이다. 언어는 Python을 

이용하였다. 

 

필요한 라이브러리 목록 

 

import math 

import monetdb.sql 

import sys 

import time 

import multiprocessing 

 

다음과 같은 라이브러리들을 import 시켜야 한다. monetdb.sql은 

Python과 MonetDB를 연결시켜주는 API들을 담고 있는 파일이다. 

MonetDB의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4 . 그리고 압축을 푼 

후, python setup.py install 명령어로 설치를 완료하면 사용 

가능하다. 

 

Python 연동 및 질의 수행 예제 

 

connection = monetdb.sql.connect (username="monetdb", 

password="monetdb", hostname="192.168.1.2" , database= 

"voc") 

cursor = connection.cursor() 

  

                                            
4 https://www.monetdb.org/Documentation/Manuals/SQLreference/Prog

ramming/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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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sor.execute('DELETE FROM griddata;') 

cursor.execute('CALL phase2(1,30);') 

connection2.commit() 

 

다음은 MonetDB와 Python을 연결시켜주는 코드이다. 

connection이라는 변수를 선언하여 username, password를 

입력하면 연결이 완료된다. 그리고 cursor 함수를 이용하여 

cursor를 생성한다. cursor를 이용하면 execute 함수를 이용하여 

질의문을 생성해낼 수 있다. 

 

모든 노드의 동시 수행 코드 

 

for i in range(0, len(onixlist)): 

 pr[i] = multiprocessing.Process(target= phase2, args = 

 (onixlist[i],eps,minpts,onixlist,tempL[i], tempL[i+1] )) 

 pr[i].start() 

for i in range(0, len(onixlist)): 

 pr[i].join()  

… 

 

다음은 동시 수행에 관한 코드로 멀티 프로세싱으로 구현을 하고 

있다. onixlist라는 리스트는 서버의 ip를 담아두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tempL은 분할 축을 담고 있는 리스트이다. pr는 각각 

프로세스 하나를 담을 수 있는 리스트이다. 위의 코드는 

multiprocessing 객체의 API들을 사용하여 로컬 DBSCAN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로컬 DBSCAN의 내용을 

담은 phase2 라는 프로시저의 내용은 미리 MonetDB에 등록을 

시켜두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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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실행 화면 

 

1) 프로시저의 등록 

 

작성한 프로시저가 dbscanClock.sql 파일에 있다고 하자. 

MonetDB의 컴파일러가 이를 읽어와 컴파일을 한 후에 결과를 

출력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해당 프로시저의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은 voc 데이터베이스에 이 프로시저를 등록하는 명령어이다. 

 

mclient –dvoc dbscanClock.sql 

 

 

 

 

2) 프로시저의 실행 

 

프로시저는 client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명령어는 call이다. 

 

call dbscan (1,30)   #dbscan 프로시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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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시저 수행 시간 확인 

 

프로시저를 수행하면서는 화면에 프린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clock 테이블을 만들어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을 

저장하도록 하였다. 다음 내용을 프로시저 내부에서 선언하면 된다. 

 

DECLARE clockNow time(6); 

SET clockNow = CURRENT_TIME; 

INSERT INTO clock values (cloc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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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ibero 

 

 

4.1  Tibero의 분산 환경 설정 

 

다음 예제는 DBLINK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노드 1에서 노드 

2으로 접속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1) 노드 2에서의 네트워크 파일 설정 

 

%TB_HOME%\client\config\tbdsn.tbr 파일을 연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dblink2 = ( 

 (INSTANCE = (HOST= 192.168.1.2) 

  (PORT = 8629) 

  (DB_NAME = tibero) 

 ) 

) 

 

dblink2는 다른 이름으로도 설정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alias라고 한다. Alias는 해당 내용을 모두 입력할 필요없이 변수 

이름만 불러도 해당 내용을 자동으로 입력한 것으로 본다. 

 

 

2) 대상 서버에 연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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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에서 다음 명령어를 입력한다.  

 

tbsql sys/tibero@dblink2 

 

여기서 sys는 node2의 사용자의 아이디이며, tibero는 

비밀번호이다. 그럼 node2 로 접속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 

명령어를 입력하여 해당 테이블에 튜플이 존재하면 정상적으로 

연결된 것이다. 

 

SELECT * FROM v$instance; 

 

 

 

3) 노드 1에서 DBLINK 생성 

 

우선 노드 1의 tibero에 접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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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ql sys/tibero 

 

그리고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 DBLINK를 생성한다. 

 

CREATE DATABASE LINK onix2 connect to sys identified by 

tibero using ‘dblink2’; 

 

onix2 라는 이름은 변경 가능하다. 

 

 

 

이제 다음과 같은 명령어로 원격 질의가 가능하다. 

 

SELECT * FROM TempTable@dblink2; 

 

노드 2의 TempTable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받아온다는 의미이다.

  

 

4.2  싱글 노드 ST-DBSCAN 코드 

 

Tibero는 MonetDB와는 다르게 오라클에서 사용하는 SQL 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SQL을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은 싱글 

노드에서 실행한 ST-DBSCAN의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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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테이블 :  

snu_dbscan (id int, x double, y double, ts timestamp, clusterId 

int) 

snu_tmp_buffer1 (id int, clusterId int); 

snu_tmp_buffer2( id int, clusterId int); 

 

이름이 약간 바뀌었으나 attribute들의 의미는 MonetDB에서와 

동일하다. 단 clusterId는 노이즈에 대하여 -1을 부여한다. 

 

프로시저 변수명 변수 용도 

clusNumber 군집의 번호를 나타내며 꾸준히 

알고리즘이 진행하며 증가한다 

neighborCount e-이웃 주위에 몇 개의 점이 

존재하는지를 저장한다. 

countLoop 모든 점이 방문되었는지 확인한다. 

countLoop_Inner 팽창 작업이 끝났는지 확인한다/ 

pickId id를 하나 랜덤으로 고른다 

pick_x 해당하는 id에 대응하는 x의 값이다 

pick_y 해당하는 id에 대응하는 y의 값이다 

pick_ts 해당하는 id에 대응하는 timestamp의 

값이다 

표 11 – 변수명과 변수 용도 (Tibero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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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의 선언 

 

CREATE OR REPLACE PROCEDURE stdbscan (eps1 float, 

eps2 float, minpts int) IS 

BEGIN 

 

END; 

 

MonetDB와는 다르게 CREATE OR REPLACE 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따로 프로시저를 미리 DROP해줄 필요가 없다. 또한 

MonetDB와는 다르게 IS와 BEGIN 사이에 변수의 선언이 들어가야 

한다. 

 

변수의 초기화 및 할당 

 

clusNumber int := 0;  

neighborCount int := 0;    

countLoop int;      

countLoop_Inner int;    

pick_id int;      

pick_x float;      

pick_y float;      

pick_ts timestamp;     

 

SET 문법이 아니라 := 으로 초기화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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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데이터를 방문했는지 확인 

 

WHILE ( countLoop > 0) LOOP 

  

 SELECT COUNT(*)  

 INTO countLoop  

 FROM snu_tmp_dbscan_st  

 WHERE clusterId IS NULL; 

END LOOP; 

 

변수를 SELECT문의 결과에 대하여 초기화를 할 때에 SET문으로 

바로 초기화할 수는 없고 SELECT – INTO 문을 사용한다. 

 

e-이웃 및 수를 확인하는 코드 

 

INSERT INTO snu_tmp_buffer1 (id, clusterId)  

SELECT id, clusterId  

FROM snu_tmp_dbscan_st  

WHERE (POWER(snu_tmp_dbscan_st.x - pick_x,2) + 

POWER(snu_tmp_dbscan_st.y - pick_y,2)  <= (eps1 * eps1))  

AND (( ABS(CAST( ts as date ) - CAST (pick_ts as date)) * 

86400) <= eps2) ; 

 

SELECT COUNT(*)  

INTO neighborCount  

FROM snu_tmp_buffer1; 

 

CAST 문을 이용하여 timestamp 변수형을 date형으로 바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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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두 변수의 차이를 구한다. 

 

minpts와 비교한 후, 노이즈 처리 시 

 

IF neighborCount < minpts THEN 

UPDATE snu_tmp_dbscan_st  

SET clusterId = -1  

WHERE id = pick_id; 

END IF; 

 

 

minpts와 비교하여 핵심점 처리 – 군집 번호 갱신 

 

UPDATE snu_tmp_dbscan_st SET clusterId = clusNumber 

WHERE id in ( 

SELECT id  

FROM snu_tmp_buffer1  

WHERE clusterId IS NULL OR clusterId = -1); 

        

DELETE FROM snu_tmp_buffer1  

WHERE clusterId IS NOT NULL AND clusterId <> -1;  

DELETE FROM snu_tmp_buffer1 WHERE id = pick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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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 단계에서 minpts와 비교하여 핵심점 처리 – 군집 번호 갱신 

 

IF neighborCount >= minpts THEN  

UPDATE snu_tmp_dbscan_st SET clusterId = clusNumber 

WHERE id in ( 

SELECT id       

FROM snu_tmp_buffer2  

WHERE clusterId IS NULL OR clusterId = -1); 

 

DELETE FROM snu_tmp_buffer2  

WHERE clusterId IS NOT NULL AND clusterId <> -1; 

INSERT INTO snu_tmp_buffer1 (SELECT * FROM 

snu_tmp_buffer2); 

END IF; 

 

 

 

4.3  병렬 ST-DBSCAN 코드 

 

다음은 병렬 ST-DBSCAN을 Tibero에서 진행하는 코드이다. 

언어는 Java를 사용하였고 JDBC로 연결을 하였다. JDBC 

드라이버는 %TB_HOME%/client/lib/jar 경로에 tibero5-jdbc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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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BC 드라이버로 Tibero 연결 

 

static final String JDBC_DRIVER = 

"com.tmax.tibero.jdbc.TbDriver"; 

 

Class.forName(JDBC_DRIVER); 

DB_URL = "jdbc:tibero:thin:@" + serverList[0] 

+":8629:tibero"; 

 

다음은 JDBC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Tibero와 연결을 하는 

코드이다. serverList는 클러스터의 노드의 ip를 담고 있는 

리스트이다. serverList[0]는 마스터 노드의 ip를 담고 있다. 

그리고 위의 함수들을 이용하면 연결을 위한 conn 변수를 생성할 

수 있다. 

 

Statement 변수 생성 

 

conn = DriverManager.getConnection(DB_URL,USER,PASS); 

stmt = conn.createStatement(); 

stmt.executeQuery("DELETE FROM snu_tmp_dbscan;"); 

 

conn 변수를 사용하여 질의문을 작성할 수 있는 stmt라는 변수를 

생성하여 executeQuery 함수를 사용하여 질의를 보낼 수 있다. 

 

질의 수행 및 결과 받기 

 

ResultSet rs = stmt.executeQuery("SELECT COUNT(*) FROM 

snu_tmp_db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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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next(); 

totalDataSize = rs.getInt("COUNT(*)"); 

 

질의의 결과를 받아올 때에는 ResultSet 변수를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getInt, getFloat 등의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테이블의 

컬럼의 이름을 값으로 받는다. 

 

모든 노드의 동시 수행 코드 

 

LocalDBSCAN[] Rs2 = new LocalDBSCAN[totalServerSize]; 

for (int i = 0; i < totalServerSize; i++) 

 Rs2[i] = new LocalDBSCAN(i, eps, minpts, serverList, 

partitionAxis[i], partitionAxis[i+1], clusNumber[i]); 

 

for (int i = 0; i < totalServerSize; i++) 

 Rs2[i].start(); 

for (int i = 0; i < totalServerSize; i++ ) 

 Rs2[i].t.join(); 

 

다음은 multi threading을 이용하여 병렬로 프로시저를 수행하는 

모습이다. Java에서는 각각의 프로시저마다 class를 생성하여 

진행을 하고 있다. 위의 코드는 LocalDBSCAN이라는 프로시저를 

실행하기 위한 class를 생성하여 이의 instance들을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것이다. partitionAxis 리스트는 분할 축을 

담고 있는 리스트이며, clusNumber는 시작하는 군집의 번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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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multi threading을 위한 클래스 

 

class LocalDBSCAN implements Runnable { 

  

 public Thread t; 

 static final String JDBC_DRIVER = 

"com.tmax.tibero.jdbc.TbDriver"; 

 

public void run() { 

 //LocalDBSCAN 수행내용 

} 

 

public void start () { 

if (t == null) { 

 t = new Thread (this, DBName); 

  t.start (); 

 } 

} 

 

다음은 LocalDBSCAN의 내용의 병렬 실행하기 위한 클래스 

구조이다. 이는 Runnable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start, run 함수를 선언하여야 한다. start 함수를 이용하여 

run 함수를 실행하는데 run 함수 내부에는 실제 LocalDBSCAN 

코드를 넣어두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각 DBSCAN의 마다 

반복해주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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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행 화면 

 

1) 프로시저의 등록 

 

프로시저는 등록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다음 명령어로 등록이 

가능하다. dbscan_tibero_st.sql 내의 프로시저를 등록하는 

모습이다. 

 

tbsql sys/tibero @dbscan_tibero_st.sql 

 

 

 

2) 프로시저의 실행 

 

프로시저의 실행은 CALL 명령어를 이용하면 된다. 다음은 

STDBSCAN 프로시저를 부르는 모습이다. 

 

CALL STDBSCAN (1,18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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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 노드 실행 

 

다중 노드 실행은 Java 파일을 이용하여 실행을 한다. 실행을 

위하여 다음 명령어를 입력한다. 

 

javac DBSCAN_ST.java 

java -cp .:tibero5-jdbc.jar DBSCAN_ST 

 

JDBC 파일은 원래 위치에서 복사하여 코드와 같은 위치에 두었다. 

Java 파일은 javac 명령어를 이용하여 컴파일을 한 후에, JDBC 

파일을 classpath에 추가시켜 수행을 해야 한다. 

 

다음은 2개의 노드에서 실행한 ST-DBSCAN 의 실행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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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 데이터 셋 

 

 

데이터는 GDELT 2.0 Event Database (2016.06.16 

version)에서 4개의 컬럼을 빼내어 사용하였다 [20]. 사용된 

컬럼은 ‘GlobalEventID’, ‘Latitude’, ‘Longitude’, 

‘EventTimeDate’이며, 이름은 id, x, y, ts 으로 지어두었다. 

   

 

id x y ts 

410412347 -30.3098 25.2971 '2015-02-18 

23:00:00' 

410412348 12.9833 77.5833 '2015-02-18 

23:00:00' 

410412349 -36.0667 146.483 '2015-02-18 

23:00:00' 

410412350 -41 174 '2015-02-18 

23:00:00' 

410412351 44.2394 -114.51 '2015-02-18 

23:00:00' 

410412352 -27.5 153.017 '2015-02-18 

23:00:00' 

410412353 -36.0667 146.483 '2015-02-18 

23:00:00' 

410412354 -41 174 '2015-02-18 

23:00:00' 

410412355 -36.0667 146.483 '2015-02-18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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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12356 -41 174 '2015-02-18 

23:00:00' 

410412357 -27.5 153.017 '2015-02-18 

23:00:00' 

410412359 42.1497 -74.9384 '2015-02-18 

23:00:00' 

410412360 22.2 111.117 '2015-02-18 

23:00:00' 

410412361 38.7918 35.6592 '2015-02-18 

23:00:00' 

410412362 22.2394 68.9678 '2015-02-18 

23:00:00' 

410412363 22.2394 68.9678 '2015-02-18 

23:00:00' 

표 12 - 사용 데이터 셋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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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이터 분포 모습 

 

 

그림 33은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 10k개를 위도, 경도를 축으로 

하여 나타낸 모습이다 

 

그림 33 - 데이터의 분포 모습 

 

그림 34는 ST-DBSCAN을 e1이 1.0, minpts가 20, e2가 

18000초인 환경으로 진행한 모습이다. 

 

그림 34 - ST-DBSCAN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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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arallel ST-DBSCAN as In-
database Analytics Function 

 

Inyong Le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Until recently, the analysis with the databases was conducted 

by taking the data from the database, transferring it to the 

analytics package and performing the analysis on the analytics 

package. But as the size of the data grew, a study of In-

database Analytics which reduces the time of transferring the 

data from the database has been conducted. Furthermore, as 

the era of Big Data came, the size of data has increased 

exponentially and the importance of In-database Analytics has 

grown. In this paper, we have improved the performance of the 

analysis by performing the analysis within a database wi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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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library and adopted a density-based clustering 

algorithm for distributed database system. The results of the 

algorithm were 3~4 times faster than the results from the 

Python version. Also, the results of the speedup and the 

scaleup experiments showed the effectiveness of the algorithm. 

 

Keywords : Spatio-temporal analysis; In-database Analytics; 

Density-Based Clustering;  Paralle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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