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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여러 분야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런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 효율적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Hadoop과 같은 분산프레임웍을 이용하면 

대용량 데이터를 다룰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의 한계 등으로 최적의 성능

을 얻기는 어렵다. 분산 메인 메모리 컬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경우 

분산환경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하기에 용이하고 메인 메모리 환경에

서 빠른 연산이 가능하지만 분산 및 메인 메모리 환경을 제대로 활용한 

데이터마이닝 구현은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 메인 메모리 컬럼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 효율적으로 K-means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

였다. 컬럼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컬럼 

테이블에 적합한 K-means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stored procedure 및 

내부 API를 이용하여 데이터 접근 및 분산환경에서의 데이터 동기화 과

정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구현하였다. 

데이터는 partitioned 컬럼 테이블을 이용해 각 노드에 분산저장하며 

내부 API를 통해 각 노드 간 데이터 동기화 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

였다. 각 노드에서는 내부 API를 통해 할당된 partition에만 빠르게 접근

하여 locality 정보를 살려 데이터 intensive한 계산과정을 수행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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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컬럼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효율적으로 K-means를 적용

하기 위해 dictionary encoding 및 inverted index를 이용해 컬럼 단위로 

계산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마이닝 알고리즘 중 잘 알려진 

K-means 알고리즘(KM)과 triangle inequality를 이용한 optimized version

의 K-means 알고리즘(EKM)을 분산 메인 메모리 컬럼 데이터베이스 상

에서 구현하였다. 구현한 알고리즘의 scalability를 확인한 결과 데이터, 

클러스터, 노드 등의 개수에 대해 linear scalability를 보였다. 분산환경에

서 Hadoop과 성능을 비교한 결과 8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또한 

컬럼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K-means 

알고리즘(CEKM)을 구현하여 컬럼 테이블에서 효율적인 K-means 알고리

즘의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분산 메인 메모리 컬럼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마이닝, 컬럼 테이블, 내

부 API 

학번 : 2011-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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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 

 

여러 분야에서 다뤄지는 데이터의 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

며 이런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 효율적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하

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마이닝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아파치 오픈

소스 프로젝트인 마하웃(Mahout)을 이용할 수 있다.[1] 마하웃은 아파치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하둡 시스템 위에서 돌아간다. 마하웃은 HDFS를 

통해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으며 collaborative filtering(CF), 

clustering, categorization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마이닝 알고리즘을 제공

한다. 하지만 디스크 기반으로 빈번한 디스크 I/O가 발생하며 맵리듀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함으로써 레코드 단위의 잦은 함수 호출로 인

한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마이닝을 적용하기 위해 

분산 메인 메모리 컬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컬럼 테이블은 

dictionary encoding등의 압축 기법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여 메모리 사

용량을 줄일 수 있으며 각 컬럼에 중복되는 값이 많을수록 효과가 더 뛰

어나다.[2] 메인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이므로 데이터가 메인 메모리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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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기 때문에 디스크 기반의 데이터 관리에 비해 더 빠르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처리할 수 있다. 데이터가 메인 메모리에 상주할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메인 메모리의 크기에 한정되는 문제가 발생하

지만 분산환경을 통해 여러 노드의 자원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으며 동

시에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1.2 문제 정의 

 

K-means는 다차원의 입력 레코드와 다차원의 클러스터 중심 간 거리

계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컬럼 테이블은 레코드 단위의 데이터 접근

보다 컬럼 단위의 데이터 접근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K-means에 필요한 

거리계산을 컬럼 단위의 거리계산 방식으로 새로 제안해야 한다.  

K-means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SQL만 이용하는 경우의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

식에 대해 SQL을 이용해 K-means를 구현하여 성능을 측정해보고, C++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한 K-means의 성능과 비교해보았다. 그림 1은 

그 결과를 보여준다. 

K-means를 SQL만 이용해 구현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의 수행과정을 

SQL query로 표현이 가능한 작은 단위로 나눈 뒤 각 부분을 query로 구

현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수의 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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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해야 하며 계산과정이 복잡할 경우 SQL 만으로는 표현이 불가능

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SQL을 이용해 구현

한 경우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K-means 알고리즘 성능 비교 

 

분산 메인 메모리 컬럼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마이닝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C++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한 것과 성능차이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1.3 연구 목표 및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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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분산 메인 메모리 컬럼 데이터베이스에서 partitioned 

컬럼 테이블 및 내부 API등을 이용해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K-means 알

고리즘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 및 구현하였다. 제안한 알고

리즘을 구현하여 scalability를 확인하고 컬럼 테이블에 더 적합한 방식으

로 최적화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분산 메인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인 SAP의 HANA 시스템을 수정하여 제

안한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성능을 평가한다. 효율적인 데이터마이닝 구

현을 위해 분산된 데이터의 locality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여 데이터 

intensive한 연산과정을 수행함과 동시에 각 노드 간 통신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각 노드들은 monitoring view를 이용해 각자 

할당 받은 partition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

터를 사용하기 편한 데이터 형태로 빠르게 변환하기 위해 내부 API를 

이용하였다. 각 노드간 통신 역시 내부 API를 이용해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함으로써 통신 비용을 최소화하였다. 컬럼 테이블의 dictionary 및 

inverted index를 활용해 더욱 효과적으로 K-means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4 연구 결과 요약 

 

분산 메인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인 SQL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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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ed procedure와 내부 API를 사용함으로써 K-means 알고리즘(KM) 및 

삼각 부등식을 이용한 K-means 알고리즘(EKM)의 더 효율적인 구현이 

가능하였다. Scalability를 확인한 결과 레코드 수, 클러스터 수, 레코드 

차원 수, 노드 수에 대해 linear scalability를 보였으며 분산환경에서 

Hadoop 상에서의 구현과 성능을 비교한 결과 8배 정도 성능 향상을 보

였다.  

컬럼 테이블에 적합한 K-means 알고리즘(CEKM)은 EKM에 비해 별도

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필요 없이 컬럼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

해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했다.  

 

1.5 논문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 데이

터마이닝을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을 기술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기술한다. 3장에서는 분산 메인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데이터마이닝의 구현 및 최적화 과정을 기술하며 4

장에서 CEKM 알고리즘을 새로 제시한다. 5장에서 실험을 통해 EKM 및 

CEKM의 성능을 평가한 뒤에 6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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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지식 및 관련 연구 

 

2.1 분산 데이터베이스 및 분산 데이터마이닝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하나의 logical한 테이블을 여러 개의 

physical 테이블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다. 이 때 이 logical 테이블을 

partitioned table이라고 하며 각각의 physical 테이블을 partition이라고 부

른다. Partitioned table을 각각의 partition으로 나누는 방식으로는 

horizontal, vertical 및 hybrid 방식으로 나뉘며 데이터의 범위나 hash값 

등을 이용해 데이터의 분산을 지정해줄 수 있다.[3] 

분산 데이터마이닝이란 분산 환경에서의 데이터마이닝을 의미한다.[4] 

데이터마이닝을 수행하는 여러  노드들로 구성되며 각 노드에서는 주어

진 데이터에 대해 local mining을 수행한다. 그 뒤 각 local mining의 결과

인 local model을 취합하여 final model을 만드는 local model aggregation 

과정을 거치게 된다. iterative 알고리즘 같은 경우 final model을 다시 각 

노드에 전송하여 다음 이터레이션에 필요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설정된 반복 횟수만큼 반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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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파치 마하웃 (Apache Mahout) 

 

하둡은 아파치 프로젝트로 분산컴퓨팅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

다.[5] 분산파일시스템인 HDFS를 기본적인 저장매체로 이용하며 맵리듀

스 방식의 병렬처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HDFS는 입력 데이터를 특정 사

이즈의 블록으로 쪼개어 각 노드에 분산 저장하게 되며 각 블록들은 지

정된 개수의 복사본이 만들어져서 서로 다른 노드에 저장된다. 이 복사

본을 통해 fault tolerance가 가능하다.  

아파치 프로젝트인 마하웃은 분산 프레임웍인 하둡 위에서 다양한 머

신러닝 및 데이터마이닝 알고리즘을 제공한다.[1] HDFS를 통해 여러 노

드에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 및 접근할 수 있으며 하둡의 맵리듀스 인터

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마이닝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2.3 관련연구 

 

Elkan은 삼각부등식을 이용하여 K-means 알고리즘을 최적화하였다.[6] 

삼각부등식을 통해 불필요한 연산을 생략하고 이를 통해 고차원 데이터

에 대해서도 빠르게 K-means를 적용시킬 수 있다. 

Hadoop의 성능을 높이거나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하려는 많은 연구가 

진행중이다.[7][8] 오픈소스인 Hadoop을 좀 더 빠르게 이용하고자 하는 

요구에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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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os Ordonez는 관계형 DBMS에서 SQL을 이용해 K-means를 구현 및 

최적화하였고 이를 C++로 구현한 경우와 비교하였다.[9] 관계형 DBMS

에서 구현하였기 때문에 데이터를 따로 추출할 필요가 없으며 SQL만을 

이용해 구현함으로써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호환이 된다. 최적화 과정을 

통해 데이터의 크기, 클러스터의 수, 차원의 수에 linear scalability를 보

였다. 또한 C++을 통한 구현과 비교했을 때 적은 양의 데이터에 대해선 

10배정도 느린 성능을 보였지만 큰 데이터에 대해선 비슷한 성능을 보

였다. Carlos Ordonez는 또한 disk-based relational 데이터베이스의 내부에

서 K-means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이를 최적화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Bayesian classifier를 SQL로 구현하기도 하였다.[10][11] SQL로 구현한 K-

means 알고리즘을 로우 테이블에 적용했을 경우와 컬럼 테이블에 적용

했을 경우에 대해 결과를 비교하기도 하였다.[12] 이를 통해 컬럼 테이

블과 로우 테이블의 사용을 구분 짓고 그 성능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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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Internal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의        

K-means의 구현 

 

3.1 접근방법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시켜 저장하기 위해 partitioned table을 이용한다. 

range partitioning이나 hash partitioning 등을 통해 각 노드에 같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도록 한다. 

데이터마이닝 과정은 stored procedure를 통해 구현하였으며 과정 중

에 내부 API를 통해 원하는 동작을 하도록 하였다. 각 노드에서는 내부 

API를 통해 각 노드에 할당된 partition 데이터에만 접근하게 되며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로컬 마이닝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locality를 높일 수 

있다. 로컬 마이닝을 수행하는 과정 역시 병렬화하여 각 노드의 자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노드에서 생성된 중간 결과물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을 내부 API를 

통해 효율적으로 구현하였다. 정보를 취합하는 역할은 마스터 노드에서 

수행되며 새로운 정보를 계산하여 각 노드에 다시 전달하게 된다. 중간

에 생성되는 정보 및 최종 결과물을 테이블에 저장하여 중간에 crash가 

나거나 데이터마이닝의 결과물을 재사용할 때 편리하다. 

그림 2는 분산환경에서의 데이터마이닝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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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노드에서 mining_coordi()라는 stored procedure가 먼저 불리게 되

고 마스터 노드는 각 partition이 위치해 있는 노드에서 mining_worker() 

procedure를 부르게 된다. 각 노드에서는 할당된 partition 데이터를 내부 

API를 통해 접근하고 데이터마이닝에 필요한 정보를 메인 메모리로 관

리하게 된다. 각 워커 노드에서 생성된 중간 결과물은 내부 API를 이용

해 마스터 노드로 보내지고 마스터 노드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새로운 정

보를 계산하고 이를 다시 각 노드에 전송해준다. 

 

 

 

그림 2 전체적인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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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구현  

 

본 장에서는 각 과정의 구현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3.2.1 데이터 저장 형식 

 

데이터는 컬럼 partitioned table을 이용한다. 컬럼 테이블이란 각 

attribute를 인접한 메모리 공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OLAP 처리에 적합

한 방식이다. 컬럼 테이블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컬럼 데이터 접근의 용이성 

2) 데이터 전처리 과정의 효율성 

3) 데이터 압축 

 

Partitioned table이 원본 테이블이고 그 중 일부의 컬럼에 대해서만 데

이터마이닝을 원할 경우 컬럼 테이블을 이용한다면 각 컬럼 별로 데이터

가 저장되어있기 때문에 원하는 컬럼 데이터를 더 빠르게 읽어올 수 있

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필요할 경우에도 컬럼 테이블을 쓰는 것이 더 

유용하다. Partitioned table이 원본 테이블이며 원본 테이블에 저장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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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데이터를 각 컬럼 별로 전처리 과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컬럼에서 aggregation 프로세싱이 필요한데 이 때 컬

럼 별로 저장이 되어있는 컬럼 테이블이 로우 테이블보다 더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압축 관점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각 컬럼은 같

은 타입의 데이터들로 이루어져있다. 이 때 중첩된 데이터들이 많다면 

dictionary encoding을 통해 데이터를 압축 저장할 수 있다.  

테이블 파티셔닝 방법은 각 데이터에 고유 key 값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 key 값을 통해 각 노드에 균등한 수의 데이터를 할당하도록 하였다.  

  

3.2.2 데이터에의 접근방법 

 

일반적으로 K-means 알고리즘은 각 레코드 단위의 연산이 이루어지므

로 각 레코드를 인접한 메모리 공간에 저장하는 것이 좋다. 각 노드에서

는 할당된 partition 데이터를 내부 API를 통해 읽고 이를 array에 저장시

킨 뒤 데이터마이닝을 수행한다. 각 노드에서 할당된 partitioned table에 

접근하고 데이터를 얻어오는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앞서 말한 것과 같

이 데이터는 key값의 범위를 통한 파티셔닝을 통해 각 노드에 분할저장

할 수 있다. 이 분할된 정보는 monitoring view를 통해 얻어올 수 있으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각 노드에서 접근이 필요한 partition의 part id를 얻

어올 수 있다. Part id를 통해 해당 partition에 접근한 뒤에는 내부 AP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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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각 컬럼에 접근을 하게 된다.  

 

그림 3 각 노드에서 할당된 partition으로의 접근 방법 

 

해당 컬럼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올 때에는 원하는 docid를 입력해

주면 해당 value를 뽑아주는 API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docid란 각 

레코드의 id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하나의 docid를 입력하고 하나의 

value를 얻어오는 API와 여러 개의 docid를 입력하고 여러 개의 value를 

얻어오는 API가 있다. 하나의 value만 받아오는 API 같은 경우 매번 컬

럼에 접근하는 과정이 수반되므로 비효율적이다. 반면 여러 개의 value

를 동시에 받아오는 API 같은 경우 value를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 별도의 압축 데이터 방식을 이용한다. K-means 알고리즘에서 쓰

일 수 있는 값을 얻기 위해서는 별도의 디코딩 과정이 한번 더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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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K-means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API

를 추가하였다. 이 API는 원하는 docid 리스트와 값을 저장할 array를 입

력해주면 각 docid에 해당하는 value들을 바로 array에 저장시켜주는 역

할을 한다. 새로운 API를 추가함으로써 K-means 알고리즘에 필요한 정

보를 테이블로부터 읽어오는 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더 빠른 성능을 보였다. 

 

3.2.3 K-means 알고리즘의 수행 

 

내부 API를 통해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받아온 뒤에는 실제 분산 데이

터마이닝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K-means 알고리즘은 반복 알고리즘으로 

매 단계마다 local mining 과정과 local model aggregation 단계를 수행한

다. Local mining 과정에서는 크게 아래와 같이 세가지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 

1) 새로운 centroid 값 수신 

2) 각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cluster에 할당 

3) local model 정보 전송 

 

먼저 마스터 노드로부터 새로운 centroid 값을 수신하게 된다. 첫 번째 

반복에서는 사용자가 정해준 초기 centroid 값을 받아오게 되며 그 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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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새로 계산된 centroid 값을 받아오게 된다. local model 정보는 마스

터 노드에 전달되고 마스터 노드에서는 이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centroid 값을 계산하게 된다. 1), 3) 단계는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 사

이의 통신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내부 API를 통해 구현하였다. 이 과정

은 다음 장에서 소개하도록 한다. 

Local mining 과정 중 두 번째 과정은 K-means 알고리즘의 핵심 부분

으로 실제 각 데이터와 클러스터의 중심 간의 거리 계산을 통해 가장 가

까운 클러스터에 해당 데이터를 할당하는 과정이다. Local mining 과정에

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은 아래와 같다. 

1) 입력 데이터(n x d) : Partitioned table로부터 읽은 값으로 d차

원의 레코드가 n개인 형태이다. 

2) 추가 데이터(n x (k+1)) : 입력 데이터와 1:1 매칭되는 n개의 

데이터로 Elkan algorithm 수행 시 pruning을 위해 저장되는 

값이다. k개의 lower bound값과 1개의 upper bound 값으로 

구성된다. 

3) centroid (k x d) : 각 클러스터의 중심 값으로 k개의 d차원 배

열로 이루어져 있다. 

4) Intermediate results (k x (d+1)) : centroid와 1:1 매칭되는 k

개의 데이터로 각 클러스터에 속한 데이터의 개수와 그 데이

터들의 d차원별 합계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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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수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마스터 서버로부터 새로운 centroid 정보를 받아 centroid 데

이터를 업데이트한다. 

2) 각 입력 데이터마다 모든 centroid와 거리 계산을 한다. EKM 

알고리즘의 경우 각 입력 데이터와 1:1 매칭되는 추가 데이

터를 통해 필요 없는 계산을 생략할 수 있다. 

3) 가장 가까운 centroid를 찾고 이 centroid와 매칭되는 

intermediate result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4) 모든 데이터에 대해 클러스터 할당이 끝나면 intermediate 

results 정보를 마스터 서버로 전송한다. 

 

데이터 구성과 알고리즘 실행 순서는 그림 4와 같다. 이 과정을 병렬

화하기 위해 입력 데이터를 각 thread가 나누어 계산을 하도록 처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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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데이터 구성 및 알고리즘 실행 순서 

 

이 때 centroid와 intermediate results 정보를 여러 thread가 공유하게 

되고 하나의 intermediate result 정보를 여러 thread가 동시에 업데이트

하려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동기화 과정이 필요하다. 동기화를 위해

서는 그림 5와 같이 각각의 intermediate result를 lock을 통해 관리하는 

방법과 그림 6과 같이 각각의 thread들이 별도의 intermediate results 데

이터를 업데이트한 뒤 이를 나중에 한번에 합치는 방법이 있다.  

 

 

그림 5 멀티 Thread 구성에서 충돌 발생 및 lock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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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ulti-threads 구성에서 thread별 intermediate results 할당을 통한 

충돌 해결 

 

보통 n이 k보다 매우 크고 하나의 노드에 thread가 많다고 봤을 때 충

돌이 일어날 확률이 크며 매번 lock을 거는 것이 비합리적이므로 각각의 

thread가 별도의 intermediate results을 업데이트한 뒤 취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3.2.4 노드 간 데이터 통신 제어 

 

각 노드에서 intermediate results 정보를 생성한 뒤 이를 취합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구현에서는 각 노드들의 intermediate results 정보를 모

두 마스터 노드로 전송하도록 하였으며 마스터 노드에서는 해당 정보를 

취합하여 새로운 centroid 정보를 계산한다. 그 뒤 새로운 centroid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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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 노드에 다시 전송하여 다음 반복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마스터와 워커 노드 간 통신을 위해서 HANA DB에서 쓰이는 1-싸이클 

커뮤니케이션 API를 이용하였다. 각 노드에서 마스터 노드의 주소를 설

정해주고 통신 API를 생성하면 한번의 전송과 수신이 가능하며 전송할 

데이터는 미리 정의된 순서에 따라 serialize되어 전송된다. 정보를 수신

할 때에는 정보를 미리 정의된 순서로 다시 de-serialize하여 원하는 데이

터를 수신할 수 있다. 

그림 7은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각 노드에서는 마스터 노드로 새

로운 1-싸이클 커뮤니케이션 요청을 보내고 local model 정보를 serialize

하여 마스터 노드로 전송한다. 마스터 노드에서는 각 워커 노드로부터 

수신한 local model 정보를 취합하여 새로운 centroid 정보를 만들어낸다. 

그 뒤 이를 다시 각 워커 노드에 전송하면 1-싸이클 커뮤니케이션이 종

료된다. 각 워커 노드는 수신한 정보를 통해 centroid 정보를 업데이트한 

뒤 다음 이터레이션을 진행하게 된다. 

 



  

２０ 

 

그림 7 내부 API를 통한 글로벌 머지 과정 

  



  

２１ 

제 4 장 컬럼 테이블 상에서의 K-means     

알고리즘의 최적화 

 

4.1 접근방법 

 

데이터가 저장된 방식에 따라 알고리즘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데

이터가 컬럼 테이블의 압축 방법 중 하나인 dictionary encoding 방법을 

이용해 압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K-means 알고리즘

을 제안하고 성능을 평가한다. Dictionary encoding 방식은 각 attribute에 

나오는 고유한 값들을 정렬하여 dictionary를 만든 뒤 각 고유한 값을 최

소 개수의 bit를 이용해 encoding한다. 이 때 dictionary에 있는 기존 값

을 value라고 하고 encoding된 값을 value id(vid)라고 한다. 이 encoding

된 값으로 기존 값을 표현함으로써 각 attribute 별로 중복되는 값이 많

을수록 dictionary의 크기가 작아지고 각 값들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bit 

수가 적어져 더 작은 사이즈로 압축이 가능하다.  

본 장에서는 데이터가 dictionary encoding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을 경

우에 각 attribute 단위로 dictionary를 이용해 중복되는 거리 계산을 피

하여 K-means의 계산과정을 수행하고 삼각부등식을 이용하여 필요 없는 

계산과정을 생략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3장에서 제시한 방법은 컬럼 

테이블에 저장되어있는 값을 모두 array에 복사하는 단계가 필요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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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새로 제시한 알고리즘은 컬럼 테이블을 직접 이용할 수 있다. 

 

4.2 구현 

 

본 장에서는 CEKM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4.2.1 Attribute 단위의 거리 계산 

 

컬럼 테이블에서는 각 attribute들이 인접한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므로 

attribute 단위의 연산에 더 유리하다. 3장에서 구현된 K-means는 각 레

코드 단위로 계산을 진행해나가는 반면에 CEKM에서는 각 attribute 단위

로 계산을 진행해나가게 된다.  

그림 8은 로우 테이블에서와 컬럼 테이블에서 각각 K-means의 입력 

데이터와 중심 데이터 간의 거리계산을 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n개의 입

력 데이터에 대해 각각 k(=2)개의 중심 데이터와 거리계산을 한 뒤 그 

거리를 추가 데이터에 저장하게 된다. 이 때 그림 8-(a)와 같이 로우 테

이블에서는 각 레코드 단위로 입력 데이터를 읽게 되고 각 레코드와 중

심 데이터까지의 거리를 바로 계산하여 추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게 된

다. 이 때 각 레코드의 모든 차원의 값과 중심 데이터를 모두 접근 가능

하므로 D(1,1)을 한번에 계산할 수 있다. 



  

２３ 

반면 그림 8-(b)와 같이 컬럼 테이블에서는 입력 데이터를 각 컬럼 단

위로 읽게 된다. 그림 8-(b)의 점선과 실선은 각각 첫 번째 컬럼 및 세 

번째 컬럼에 대한 계산과정을 보여준다. 각 컬럼을 차례로 접근하기 때

문에 D(1,1)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림 8에서와 같이 각 차원 단위의 계

산을 더한 뒤 마지막으로 제곱근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첫 

번째 컬럼을 접근하면 점선 부분의 계산을 하여 AD(1,1)에 업데이트하고 

세 번째 컬럼을 접근할 땐 실선 부분의 계산을 하여 AD(1,1)에 더해준 

뒤 마지막으로 제곱근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데이터의 저장 방식에 따라 각 데이터의 locality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알고리즘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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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데이터 저장방식에 따른 거리계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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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Dictionary 및 inverted index를 이용한 구현  

 

컬럼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압축하

여 저장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컬럼 테이블의 압축방식 중 하나인 

dictionary encoding 압축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이 방식을 통해 중복되는 

거리계산을 생략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inverted index를 이용하여 

거리계산 과정을 더욱 빠르게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림 9는 각 attribute에서 거리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세 번째 컬

럼은 3.4와 5.3이라는 값이 중복되어 나오는데 dictionary encoding 방식

을 이용하면 그림과 같이 된다. Dictionary는 입력 데이터에 나오는 고유

한 값의 정렬된 리스트인 3.4와 5.3을 갖게 되고 그 인덱스를 vid라고 

한다. 이제 vid는 2개의 값을 구분지을 수 있는 1bit으로 표현이 가능하

고 입력 데이터의 기존 값들은 vid로 대체된다. 이를 통해 입력 데이터

의 세 번째 컬럼은 총 5bit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중복되는 값

들이 있을 경우에 dictionary encoding 방식을 통해 용량을 줄일 수 있다.  

D(1,1)과 D(3,1)을 구하는 과정에서 5.3과 2.3의 차의 제곱을 중복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dictionary의 value와 중심 데

이터 간의 거리계산을 하고 이를 임시 데이터에 저장하는 방식을 택한다. 

임시 데이터는 (dictionary의 크기) x (클러스터의 수, 즉 k) 만큼의 메모

리를 추가로 차지하게 된다. 중복되는 값이 많을수록 더 많은 중복계산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실선과 같이 임시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뒤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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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데이터에 저장된 vid 값을 차례로 읽어가면서 미리 계산된 값을 찾아 

추가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9 Dictionary를 이용한 거리계산과정 

 

그림 10과 같이 컬럼에 inverted index가 걸려있다면 이를 이용해 알고

리즘을 더 최적화할 수 있다. Inverted index란 각 dictionary의 value가 

입력 데이터의 어느 위치에 발생하는지를 저장해놓은 값이다. 그림 10에

서 보는 것과 같이 dictionary의 두 번째 value인 5.3은 입력 데이터의 

1,3번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Inverted index가 없을 경우 임시 데이터에 

거리계산 값을 저장해두고 다시 각 입력 값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찾아 

추가 데이터에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inverted index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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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중간계산 결과물을 어디에 업데이트할 지를 inverted 

index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따로 저장할 필요 없이 바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그림 10 Inverted index를 이용한 거리계산과정 

 

4.2.3 삼각부등식을 이용한 거리 계산 생략 과정 

 

Elkan 알고리즘은 삼각부등식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계산을 생략하여 

K-means의 실행속도를 높였다. 두 단계의 생략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로

는 각 레코드가 거리계산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필요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레코드가 거리계산이 필요한 경우 어느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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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값과 거리계산이 필요한지 판단하여 필요 없는 계산을 생략한다. 

두 단계의 생략 과정 모두 각 레코드 별로 발생하는 것으로 컬럼 테이블 

상에서의 구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변형이 필요하다. 컬럼 테이

블 상에서의 구현에서는 각 attribute에서 거리계산을 할 때마다 생략 여

부를 알아야 하므로 각 레코드 별로 생략여부를 저장하는 추가적인 데이

터를 만들어 각 attribute에서의 거리계산 과정에서 공유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를 위해 각 레코드 별로 1bit를 할당하여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장하는 bit-vector(BV)를 새로 만들었다.  

그림 11은 삼각부등식을 이용한 거리계산 생략을 보여준다.  

 

그림 11 삼각부등식을 이용한 거리계산 생략 과정 

 

현재 4, 5번 레코드가 bit-vector가 F이므로 거리계산을 해야 하며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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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레코드는 T이므로 생략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 때 inverted index와 

bit-vector를 scan하면서 계산이 필요한 dictionary value를 알아낼 수 있

다. 그림에서는 4, 5번 레코드에 해당하는 value인 첫 번째 value(3.4)에 

대해 거리계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계산하여 4, 5번에 해당하는 추

가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주게 된다.  

 

 

 

 

  



  

３０ 

제 5 장 실험 및 결과 

 

5.1 C++ 및 stored procedure에서의 EKM 성능  

 

구현한 EKM 알고리즘이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구현했을 때와 C++ 프

로그래밍을 통해 구현했을 경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보았다. 

C++ 구현에서는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array에 저장한 뒤 알고리즘

을 수행하며 stored procedure에서는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array

에 저장한 뒤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Xeon 2.67GHz * 12, 48GB main memory 머신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같은 내용의 합성 데이터를 파일과 테이블에 각각 저장한 뒤 알고리즘을 

수행하였다. 총 4만개의 100차원 데이터에 대해 10개의 클러스터로 알

고리즘을 수행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stored 

procedure 
C++ 

run K-means 4.65 초 4.67 초 

 표 1 stored procedure와 C++ 프로그래밍을 통한 구현에서의 성능 

 

C++과 데이터베이스의 stored procedure를 통해 실험을 진행한 결과 

수행시간에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Stored procedure 및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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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를 통해 데이터를 array에 저장한 뒤 C++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한 코

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C++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한 K-

means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였으며 SQL을 통해 구현했을 때보다 훨

씬 빠른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2 K-means 알고리즘의 scalability 

 

구현한 알고리즘의 scalability를 판단하기 위해 합성 데이터를 만들고 

각 변수들을 변경시켜가며 실험을 하였다. 성능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레코드의 수(n), 차원의 수(d), 클러스터의 수(k), 이터레이션 횟수(#iter), 

thread의 수(#thr), 노드의 수(N)를 하나씩 변경해가며 실험을 진행하였

으며 합성 데이터의 스키마는 표 2와 같다. 

 

pid int 

p_1 double 

p_2 double 

…
 

…
 

p_d double 

표 1 합성 데이터의 테이블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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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on 2.67GHz * 12, 48GB main memory 머신 및 Xeon 2.40GHz * 40, 

500GB main memory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12-core machine은 

parameter를 변경하였을 때의 scalability를 확인할 때 사용하였으며 40-

core 머신은 thread 개수에 대한 throughput을 계산할 때 사용되었다. 분

산 메인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인 HANA를 설치한 뒤 합성 데이터를 컬럼 

테이블에 삽입하였다. 그 뒤 각 변수들을 바꾸어가면서 구현된 K-means 

알고리즘을 수행한 뒤 시간을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림 12는 네 가지 변수들을 바꾸어가며 실험을 한 결과이다. 그 결과 

각 변수들에 대해 거의 linear한 scalability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

해 구현된 알고리즘이 효율적으로 동작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2 각 변수별 scalability test. (a) n을 변경한 경우 (b) d를 변경한 경우 

(c) 클러스터의 수를 변경한 경우 (d) 이터레이션 횟수를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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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은 하나의 노드에서 thread의 개수를 변경했을 때 얻는 

throughput을 보여준다. 

 

그림 13 thread의 개수를 변경했을 때 throughput 변화 

 

Measured throughput이란 thread의 개수를 늘려가며 수행시간을 측정

하였을 때 레코드수/수행시간으로 계산한 값이다. Ideal throughput은 

thread가 하나일 때의 throughput을 기준으로 각 thread 개수를 곱한 값

으로 이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throughput을 의미한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측정된 throughput과 이상적인 throughput이 비슷한 기울기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 thread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약

간의 성능저하가 발생하는데 이는 각 thread 간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과

정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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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Hadoop상에서의 구현과의 비교 

 

이번 실험을 통해 분산 메인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현된 알고리

즘과 Hadoop에서 구현된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를 하였다. 2개 노드의 

환경에서 Hadoop과 분산 메인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서 같은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비교하였다.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iteration 횟수와 레

코드 수를 바꾸어가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Xeon 2.67GHz * 12, 48GB main memory 머신에서 실험하였으며 두 대

의 머신은 100Mbps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있다. 분산 메인 메모리 데이터

베이스는 하나의 마스터 노드와 두 개의 워커 노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데이터는 partitioned table을 이용해 분산저장하였다. 이 때 각 partition

은 같은 사이즈이며 하나의 노드에 하나의 partition이 할당되도록 하였

다. 결과는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데이터베이스 및 Hadoop에서의 구현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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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ration 횟수를 변경하며 실험하였을 때는 시간 차이가 심하여 x축, y

축 모두 log scale을 이용하였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iteration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현한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레코드 수를 변경하며 실험한 결과에서는 y축만 log scale을 이

용하였다. 레코드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및 Hadoop에서 모

두 수행시간이 비례하여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가 더 빠름

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구현이 대략 8배 이상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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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CEKM의 성능평가 

 

CEKM과 기존 EKM은 각 노드 간 통신과정은 동일하므로 각 노드에서 

수행되는 local mining 과정에 대해서 성능비교를 하였다. Local mining 과

정에서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변경해가면서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새로 제안한 알고리즘은 dictionary의 크기에 따라 성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알고리즘이다. CEKM 알고리즘은 Dictionary의 크기가 

클수록 중복되는 값이 적어 계산 생략이 적게 일어나는 반면 크기가 작

을수록 중복되는 값이 많아 계산 생략이 많이 일어나 더 효율적이다.  

Xeon 2.40GHz * 40, 500GB main memory 머신에서 합성 데이터를 생성

한 뒤 dictionary 크기를 변경해가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 3은 실험

에 사용된 데이터를 보여준다. 데이터는 레코드 수와 차원 수 및 

iteration 수를 각각 100k개, 100개, 10번으로 고정시킨 뒤 dictionary 크

기를 변형했을 때 수행시간을 나타낸다.  

 

dictionary 크기 10000 1000 100 10 

CEKM 35.24 19.39 13.77 8.42 

EKM 

데이터복사 6.51 5.03 5.03 4.74 

알고리즘수행 4.25 4.21 4.37 4.27 

합계 10.76 9.25 9.40 9.02 

 

                                    단위 : 초 

레코드 수 : 100k, 차원 수 : 100, iteration 수 : 10 

표 3 dictionary 크기에 따른 알고리즘의 수행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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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에서 볼 수 있듯이 CEKM 알고리즘은 dictionary 크기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dictionary 크기가 작을수록 더 빠른 성능을 보인다. 반면 

EKM 알고리즘은 dictionary 크기에 상관없이 비슷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5 dictionary 크기 변화에 따른 알고리즘 수행속도 

 

EKM 알고리즘은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를 array에 저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복사하는 시간과 데이터를 저장할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array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좀 더 빠른 연산이 가능하다. 

CEKM 알고리즘은 기존 K-means 알고리즘을 컬럼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

터를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Dictionary 

크기가 작아지면 EKM과 비슷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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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향후 현구 

 

본 논문에서는 분산 메인 메모리 컬럼 데이터베이스에서 내부 API를 

이용해 분산 저장된 데이터의 locality를 최대한 활용하며 각 노드 간 통

신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컬럼 테이블에 적합한 K-means 

clustering 알고리즘의 구현방안에 대해 연구해보았다.  

이 논문의 접근방법은 컬럼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효율적으

로 처리가 가능한 K-means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데이터에의 접근 

및 분산환경에서의 동기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내부 API 및 

stored procedure를 통해 구현하였다.  

컬럼 테이블의 dictionary encoding 및 inverted index를 이용하는 알고

리즘을 구현하여 컬럼 테이블에서 효율적으로 K-means를 처리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데이터마이닝에 필요한 데이터는 partitioned 컬럼 테이블

을 이용해 각 노드에 분산 저장하였으며 각 노드에서는 monitoring view

를 통해 partition의 분포를 파악하고 할당된 partition에 내부 API를 통해 

직접 접근하도록 하였다. Partition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여 local mining 

과정을 수행하여 locality를 높였으며 각 노드 간 통신과정 역시 내부 

API를 통해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데이터마이닝을 분산 메인 메모리 컬럼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모두 

처리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관리의 이점을 살릴 수 있으며 추

가적인 외부로의 데이터 추출과정이 필요가 없다. 컬럼 테이블의 압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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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직접 이용하는 K-means 알고리즘을 제시하여 별도의 데이터 

변환 과정 없이 K-means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메인 메모리 환경에서 

빠른 처리가 가능하며 분산 환경을 고려하여 대용량 데이터도 효율적으

로 처리할 수 있다.  

향후 과제로는 대용량 real-world 데이터에 대해 구현한 알고리즘을 수

행함으로써 분산 메인 메모리 컬럼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데이터마이닝 수

행의 필요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K-means 알고리즘 외에 다양

한 알고리즘을 구현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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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icient implementation of K-means algorithm in a 

distributed main memory column-oriented database 

 

In many fields, various types of large dataset are used and size of them 

is in a growth trend. There are many demands for applying data mining 

techniques to such large dataset. Distribute framework, e.g. Hadoop, can 

handle large dataset but it is hard to get optimal performance due to 

limitation of the interface. In a distributed main memory environment, 

distributed main memory column-oriented database can be fast and easy to 

manage large dataset but do not provide data mining operation efficiently. 

In this paper, we were looking for ways to apply the K-means algorithm 

efficiently for large dataset in a distributed main memory column database.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the data stored in the column table 

appropriate K-means algorithm was proposed. Stored procedure and the 

internal API were used to accelerate the process of data access and 

synchronization of data in a distributed environment. 

Large dataset are stored and distributed to each node using partitioned 

column table and data synchronization process between each node is 

handled efficiently via an internal API. Each node access only assigned 

partition through the internal API to perform data intensive calculation 

process utilizing locality information. To effectively apply the K-means for 



  

４３ 

data stored in the column table, algorithm of performing calculations by 

column using dictionary encoding and inverted index is proposed. 

Based on the content mentioned above, well-known K-means 

algorithm(KM) and optimized version of the K-means algorithm using the 

triangle inequality(EKM) were implemented in a distributed main memory 

column database. Confirm the scalability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lgorithm results showed linear scalability for the number of data, clusters, 

nodes, etc. Implementation of EKM on database showed an improvement 

of the performance of eight times compared to implementation on Hadoop 

in a distributed environment. I Implemented K-means algorithm that can 

be processed more efficiently on the data stored in the column table and 

confirmed it works efficiently.  

 

 

 

 

 

 

 

 

Keywords : distributed main memory column-oriented database, data mining, 

column table, internal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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