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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으로 발전하면서 문자열 위주의 획일적 형태에서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처리하게 되었으며, 또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데

이터 처리 중심부에 있는 Database 는 대부분이 Relation DB 위주로 되어 있어 Datafile 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 대용량의 이미지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지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

강하기 위해 Relation DB 하에서 대용량의 이미지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미지 데이터를 Upload, Download 시 따른 응답 속도를 보장 할 수 있도록 LRU
알고리즘 기반으로 제안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①기존 

RDB(Relational Database)의 BLOB(Binary Large Object)필드를 이용한 이미지 데이터 처리 방식, ②별

도의 저장 공간에 이미지 데이터를 입/출하는 방식, ③별도의 저장 공간에 이미지 데이터를 입/출

력할 때 LRU(least Recently Used)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성능 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 

③별도의 저장 공간에 LRU(least Recently Used)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입/출력하는 방식이 ①기존의 

RDB(Relational Database)형태에 BLOB(binary large object)필드를 이용한 것 보다 성능이 높음을 확인 

하였다.  

 

1. 서론 

현재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RDB(Relational 
Database)형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에서 센싱 네

트워크에 의해 생성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1][2]. 또한 기

존의 RDB(Relational Database)의 경우 데이터 타입을 

대부분 문자나 숫자타입으로 Table 필드에 저장하고, 

데이터파일과 Disk 에 Extent 를 할당하여 기록하는 형

태를 띠고 있다[1]. 그러나 이미지나 동영상 등 대용

량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많은 취약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간혹, 메모리 DB 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비용대비 처리량이 적어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 하기

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RDB(Relational Database)에서 사용하고 있는 LRU(Least 
Recently Used)알고리즘[3]과 별도의 물리적 저장 공간

을 이용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이미지 처리방식을 제안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 장에서는 기존 RDB(Relational 

Database)의 데이터 저장 방식 및 메모리 버퍼 캐시의 

page 교체방식 시 사용되는 LRU(Least Recently Used)에 

대해서 기술하고[4], 3 장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환

경에서 이미지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Database 의 요구

사항을 알아본 후, 이미지 데이터처리 위한 데이터베

이스 구조를 제시한다. 4 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①기존 RDB(Relational Database)에 Table 필드를 

BLOB(binary large object)[5]타입으로 생성 후 이미지 

데이터를 데이터파일에 입/출력 처리하는 방식과 ② 
RDB(Relational Database)의 변형된 형태로 별도의 물리

적 공간에 이미지 데이터를 입/출력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③별도의 물리적 공간에 이미지 데이터를 입/

출력 하고, 이 때 LRU(least Recently Used)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성능 평가 후 ③방식의 우수

성을 증명한다. 그리고 5 장에서 향후 과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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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후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Page 교체 알고리즘 LRU(Least Recently Used) 
LRU(Least Recently Used)은 대표적인 페이지교체 알

고리즘으로 각 페이지들이 참조 될 때 마다 그 때의 

시간을 기억시킨 후 마지막으로 사용된 시간을 체크

하여 최근의 시점에서 가장 오래 전에 사용되었던 페

이지를 교체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Locality 를 고려한 

알고리즘이다[3]. 또한 다른 알고리즘에 비하여 페이

지 교체 효율이 좋고, Belady 변이가 발생하지 않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메모리

버퍼 데이터를 데이터파일로 내려 쓸 때와 기존에 사

용하였던 쿼리문에 대한 재 사용성을 최적화하기 위

하여 사용 되고 있다[4]. 그림 1 은 LRU 에 의한 페이

지교체 프로세스로 데이터 관리 모듈에 의해서 필요 

데이터가 캐시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존재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은 객체를 삭제하고 필요 

객체를 캐시에 삽입하게 된다.  

 

 
(그림 1) LRU 알고리즘에 의한 페이지교체 프로세스 

 

LRU(Least Recently Used)알고리즘의 동작원리는 새로

운 객체가 들어오면 페이지 리스트(LRU List)에 정보

가 기록이 되고 이 값은 실 페이지에 저장하게 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객체가 들어 올 때마다 페이지 리

스트와 페이지 프레임에 객체를 저장하게 된다. 이때 

LRU(Least Recently Used)알고리즘에 의해서 최근 가장 

사용 빈도수가 낮은 객체를 삭제하게 된다. 그림 2 는 

페이지 프레임수가 3 이고 입력 객체가 1, 2, 3, 4, 1, 2, 5, 
1, 2, 3, 4, 5 일 때 동작하는 LRU(least Recently Used)알
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LRU 알고리즘의 동작원리) 

2.2 LRU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Read/Write 방식  
LRU(least Recently Used)알고리즘을 이용한 데이터베이

스의 Read/Write 방식은 메모리 버퍼캐시를 통해 물리

적 공간인 데이터파일 또는 Disk 를 직접 작은 Extent
단위로 분할해서 기록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1]. 그래

서 Client 혹은 프로그램의 요구사항 쿼리가 전달되면, 

이 쿼리를 메모리 버퍼 캐시 내에서 분석하여 데이터

가 메모리 버퍼캐시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메모리 버퍼 캐시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물리적 공간인 데이터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메모리 버퍼에 올리게 된다. 이때 메모리 버

퍼의 기존 데이터들에 이하여 캐시가 Full 되어 빈 버

퍼가 없을 경우 LRU(Least Recently Used)알고리즘에 

의해서 객체를 삭제하고 요구 데이터를 올리게 된다. 

 

(그림 3) LRU알고리즘을 이용한 데이터Read/Write   
 
3. 유비쿼터스 데이터베이스의 환경적 요구사항  

3.1 기존 데이터베이스 처리 방식의 문제점  

현재 사용되고 있는 RDB(Relational Database)의 경

우 기존 데이터 처리를 메모리 버퍼 캐시를 통해서 

데이터파일에 저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메모리 버

퍼 캐시를 통한 데이터 처리 방법은 유비쿼터스 환경

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 및 동영상 데이

터를 처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기존에 RDBMS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의 경우에도 이

미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하여 BLOB(Binary Large 
Object)데이터 타입을 지원하고 있고 4Gbyte 까지 저장 

할 수 있으며, 이을 통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입/출력 

할 수 있다. 하지만 센싱 네트워크에 의해서 발생되

는 많은 이미지 데이터의 트래픽과 저장공간의 급속

한 증가를 감당 할 수는 없다.  

    

3.2 이미지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요구사

항 및 구성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이미지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서는 시스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들을 만족해

야 한다.  

①다양한 이미지데이터를 입/출력 할 수 있어야 한다. 

②대량의 이미지데이터를 입/출력 할 수 있어야 한다. 

③이미지 데이터의 입/출력이 신속 정확해야 한다.  

④저장 공간의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  

⑤전송 속도 성능이 좋아야 한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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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되어야 한다.  

①기존데이터와 별도의 다른 저장공간이 있어야 한다. 

②대용량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③기존데이터 처리방식인 메모리 버퍼 캐시에 이미지

데이터를 올려서 전송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전송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  

④이미지데이터 저장 공간의 확장이 자유로워야 한다. 

⑤이미지데이터를 입/출력할 때 효과적으로 가져 올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어야 한다. 

  

3.3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제안  

위에서 언급된 이미지 처리에 적합한 Database 구조

는 그림 4 와 같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신속하게 이

미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데이터처리 

방식에 별도의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 할 수 있는 저

장 공간이 필요하다. 즉 같은 속성을 가진 이미지 데

이터를 위한 별도의 물리적 공간과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쿼리를 분석할 때 쿼리문이 기존 일반 데이터 

처리를 위한 것 인지, 이미지 데이터 처리를 위한 것

인지 분석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를 

위한 분석을 마치면, 일반 데이터 처리인 경우는 버

퍼 캐시를 통해서 데이터파일에 저장 후 입/출력 하

는 형태가 되고,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는 쿼리문 분

석 후 별도의 Cash Farm 에 이미지 정보를 캐시 한 

후 데이터파일의 Table 에 이미지 데이터가 실지로 저

장된 물리적 저장 위치정보를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이 정보에 의하여 실질적인 저장 장소에 이미지 데이

터를 Upload 하게 된다. 이미지 데이터 처리 방식에 

사용되는 Cash Farm 은 할당 메모리 형태로서 이미지 

저장 장치의 위치정보를 가지고 있게 된다. 메모리 

버퍼처럼 Cash Farm 의 Full 여부에 따라 LRU(least 
Recently Used)알고리즘에 의하여 이미지 Mapping 정보

를 데이터파일의 Table 에 Read/Write 한다. 또한 별도

의 저장 공간에 저장된 이미지 데이터도 사용빈도수

에 의하여 사용 빈도수가 높은 이미지는 Cash Farm 에

서 이미지 데이터를 캐시 하게 되고, 사용빈도 수가 

낮은 데이터는 데이터 저장 공간에서 저장되어 바로 

제공하게 된다. 물론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 공간에 

저장할 때도 LRU(least Recently Used)알고리즘에 의하

여 저장한다.  

 
(그림 4) 이미지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DB 구조 

 그림 4 는 이미지 데이터 처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나타낸다. 기존의 일반 Text 형 데이터의 처리 

단계는 ①사용자 요구 쿼리문 분석 ②요구사항 데이

터가 버퍼캐시에 존재 하는가 확인 ③버퍼 캐시에 존

재 시 버퍼캐시에서 결과 데이터를 보내준다. ④버퍼 

캐시에서 데이터가 존재 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파일

에서 메모리 버퍼로 데이터를 캐시 한다. ⑤캐시 된 

데이터를 출력 한다. 이미지 데이터 처리단계는 ①사

용자 요구 쿼리문 분석 ②이미지 데이터 처리 요구사

항인가 확인 ③Cash Farm 에 이미지 저장 공간 정보 

선정 및 데이터파일 내 Table 에 기록 ④이미지 저장 

공간에 이미지 Upload/Download ⑥사용빈도수에 의하

여 LRU(least Recently Used)알고리즘을 이용 Cash Farm
에 캐시 한다.  

 

4. 실험 평가  

본 장에서는 2 장과 3 장에서 언급된 ①기존 데이터

베이스의 Table 필드에 BLOB(Binary Large Object) type
의 필드를 만들어 이미지를 입/출력하는 방식 ②별도

의 저장 공간에 이미지를 입/출력 하는 방식 ③별도

의 저장 공간에 데이터 입/출력 시 LRU(least Recently 
Used)알고리즘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성능 평가 비교

를 하였다. 편의상 위의 ①을 BLOB(Binary Large 
Object)방식 ②을 별도 이미지저장 처리방식 ③을 별

도의 이미지저장 & LRU(least Recently Used)사용 처리 

방식으로 명칭 한다.  

 

4.1 성능평가 시뮬레이션 환경과 요소  

성능평가를 위하여 SUN Microsystems 사의 v890 
Unix 시스템에 2Cpu,  1.3G 메모리를 탑재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로 Oracle 9i 를 사용하였다. ① 
BLOB(Binary Large Object)방식에 대한 성능평가를 위

해 SUN Microsystems 사의 x3510 스토리지를 Row 
device 로 마운트하여 데이터파일을 만들었으며, Table
내에 BLOB(Binary Large Object)필드를 만들어 최대 4G
까지의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별도의 이미지저장 처리방식에 대한 성능평가를 위

해 별도의 이미지 저장 공간으로 같은 x3510 스토리

지에 별도의 공간을 파일 시스템으로 300G 를 할당 

했다. 또한 ③별도의 이미지저장 & LRU(least Recently 
Used)사용 방식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해 이미지 입/

출력 시 사용되는 LRU(least Recently Used)알고리즘을 

C++로 구현 했으며, 데이터파일 내에 이미지 

Mapping 정보를 Table 필드로 저장하여 SQL 쿼리문을 

통해 이미지 저장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처리 대상 데이터는 1Mbyte, 2Mbyte, 5Mbyte, 10Mbyte
의 이미지 파일로, 로드 발생기를 통해서 동시에 트

래픽을 1000, 2000, 5000, 10000, 50000, 100000 씩 증가 

시킬 때 upload 응답속도를 성능평가 하였다. 

Download 성능 평가는 1Mbyte, 2Mbyte, 5Mbyte, 
10Mbyte Size 의 이미지 파일을 별도의 저장 공간에 

1000, 2000, 5000, 10000, 50000, 100000 개씩 저장, 파일

들이 같이 존재할 때 이미지를 검색 속도에 의한 

Download 응답 시간을 성능평가 한다. 

  

4.2 성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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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동시 Updater 별 Upload 응답 시간 성능 비교  

그림 5 는 1M, 2M, 5M, 10M 크기의 이미지 데이터를 

동시 Updater 수가 1000, 2000, 5000, 10000, 50000, 
100000 일 때 이미지 데이터 Upload 에 대한 응답시간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동시 Updater 증가 별 Upload 응답 성능비교 

 

파란색선 부분은 ① BLOB(Binary Large Object)방식

이다. 붉은색선 부분은 ③별도의 이미지 저장 & 

LRU(least Recently Used)사용 방식이다. 녹색선 부분은 

②별도의 저장 공간 이용한 Upload 하는 방식이다. 그

림 5 에서 알 수 있듯이 Upload 시 성능 평가는   ②

별도의 이미지 데이터 저장 처리방식이 가장 좋은 성

능을 나타냈으며, 이유는 이미지 데이터를 Upload 할 

때는 데이터의 위치정보를 LRU(least Recently Used)에 

의해서 할당 받는 것보다 직접 쓰기를 하는 것이 캐

시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①BLOB(Binary Large Object)방식

은 데이터 크기가 커지고 Updater 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Disk 에 읽고, 쓸 때 I/O 병목 현상이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는 동시 Updater 를 증가 시

켜가며, 각 각의 응답 시간을 성능 평가 한 것이다.  

 

4.2.2 이미지 데이터 Download 응답시간 성능비교  

그림 6 은 이미지 데이터 size 별 Download 응답시간을 

성능 비교한 것이며, 이미지 데이터가 1000, 2000, 
5000, 10000, 50000, 100000 있을 때, 해당 이미지 데이

터를 찾아서 Download 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을 ①

BLOB(Binary Large Object)방식 ②별도의 이미지저장 

방식 ③별도의 이미지저장 공간 & LRU(least Recently 
Used)사용 방식 대하여 성능 평가 한 것을 나타낸다.  

그림 6 의 녹색선 부분은 ②별도의 이미지저장 방식

을 나타내고, 파란색선 부분은 ①BLOB(Binary Large 
Object)방식 나타낸다. 그리고 붉은색선 부분은 ③별

도의 이미지저장 & LRU(least Recently Used)사용 방식

에 대한 성능평가를 나타낸다. 성능평가 결과 

Download 시 가장 빠른 응답속도를 보인 방식은 ③별

도의 이미지 데이터 저장 & LRU(least Recently Used)
사용 방식이다. 이 방식은 ②별도의 이미지저장 방식

의 약 4 배, ①BLOB(Binary Large Object)방식의 약 3

배 정도의 빠른 응답속도를 보였다. 이는 LRU(Least 
Recently Used)알고리즘을 통해서 별도의 이미지 데이

터 공간에서 이미지를 찾는데 응답속도가 빠르기 때

문이다.  

 

 
(그림 6) 이미지 데이터 Size 별 Download 응답 시간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발생되는 다양

한 이미지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기법을 제안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성능평가를 하였다. 성능평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① BLOB(Binary Large Object)방식을 이용해

서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나 ②별도의 이

미지저장 처리방식 보다 ③별도의 이미지 데이터저장 

& LRU(least Recently Used)사용 방식이 이미지 데이터

를 처리하는데 있어 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유비쿼

터스 환경에서 사용되어질 때, 다양한 속성의 이미지 

및 동영상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높은 성능을 보일 가

능성이 높고,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데이터베이

스 구조임을 입증하였다. 향후 과제는 본 논문에

서 제시한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단순화와 상호보완을 

통해 보다 나은 성능 향상의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나

올 수도 있음을 기대하며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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