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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기억 색인 기법인 Tmr-트리가 R-트리에 비해서 삽입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 이 있다. 본 논문

은 L2 캐시를 최 한 활용하여 기존 Tmr-트리의 장 을 가지는 새로운 CSTmr-트리(Cache 

Sensitive Tmr-트리)구조를 제안하고, 이 구조에 삽입, 삭제 등의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한 구조

와 알고리즘을 다른 인덱스 구조와 비교하여 CSTmr-트리의 우수성을 보인다.

1. 서론

   지난 10년간 CPU의 속도는 메모리의 속도에 비해 

속한 속도로 발 하 다. 그 결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포함한 다른 컴퓨터 응용분야에서 메모리의 근이 병목

상을 일으키게 되었다. 메모리의 근 속도를 이기 

해 캐시 메모리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캐시 메모리는 원하

는 데이터가 캐시에 옮겨져 있어야 메모리 근 속도를 

일 수 있다. 따라서 응용 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어떤 순

서로 액세스 하느냐에 의해 캐시의 활용도가 달라지고 응

용 로그램의 성능이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최근 메모리 

가격의 하락과 본격 인 64비트 운 체제로 인해 용량

의 램을 사용하는 주기억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축이 

실  가능하게 되었다. 유비쿼터스 컴퓨 , 와이 로, 텔

매틱스, RFID 등의 이동체 데이터베이스들이 실시간 데이

터 처리에 기반하고 있어 주기억 데이터베이스에 한 

심과 수요는 폭발 으로 증가 할 것으로 망된다.

   그러나 기존의 디스크 기반 공간색인기법은 디스크 

근 시간만을 주로 고려하기 때문에, 주기억 색인기법으로 

디스크 기반 색인 기법을 직 으로 용시키는 것은 부

하다. 주기억 장치 색인 기법은 모든 색인 노드들이 

주기억 장치에 상주하기 때문에 노드에 한 근 시간이 

디스크 기반 기법에 비해 상당히 미미하고, 결국 효율 인 

색인 기법을 해서는 노드 근시간 뿐 만 아니라 노드

내의 키 비교시간을 고려해야 한다.[1,2,3,4,5,6,7,8] 

   본 논문은 주기억 색인 기법인 Tmr-트리가 캐시를 효

율 으로 사용하도록 새로운 구조를 제안하 다. 시스템의 

L2 캐시를 최 한 활용하며 기존 Tmr-트리의 장 을 가

지는 새로운 CSTmr-트리(Cache Sensitive Tmr-트리)를 

설계 개발하고, 실험을 통해 다른 인덱스 구조에 비교하여 

CSTmr-트리의 우수성을 보인다.

2. 련연구

2.1 유비쿼터스 RFID 이동체 데이터베이스

   기존이동객체의 치추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

가 변화하는 객체 이동객체 데이터모델로 이산  모델을 

사용하여 표 하며 이동객체의 샘 링된 치를 (x,y)로 

나타내고  궤 을 다 선(polyline)으로  표 하며 3DR- 

Tree, TB-Tree 이동체의 최근보고 이 의 이동궤 을 검

색하고 3차원 MBB(Minimum Bounding Box)형태로 색인

에 장하며 질의종류는 역질의, 궤 질의, 복합질의처

리가 있다. RFID 태그객체의 치추 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치가 변화하며 이동객체와 유사하지만 요한 지

에 설치된 독기에서만 치를 보고하고 독기의 인

식 역의 크기와 수에 따라 치의 정확성이 결정되며 

RFID 태그객체의 치 추 을 한 색인이 필요하고 새

로운 과거 이력 표  방법이 필요하며 순서와 시간을 기

반으로 하는 데이터모델과 색인구조가  필요하다[1,2,3]

2.2  메인메모리 기반 Tmr-트리

   공간 데이터를 둘러싸는 MBR로 공간 데이터를 표  

할 때 메인메모리 기반 Tmr-트리 색인 구조는 높이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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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인 T-트리 구조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각 트리 노드

의 구조는 (그림 1) 과 같이 색인 노드의 구조는 T-트리 

노드와 같이 부모노드에 한 포인터(Parent ptr), 왼쪽 자

식 노드에 한 포인터(Left child ptr), 오른쪽 자식 노드

에 한 포인터(Right child ptr), 여러 개의 엔트리들, 그

리고 새롭게 정의되는 왼쪽 서 트리의 MBR(Rlt), 자신 

노드 N의 엔트리들에 한 MBR(RN), 오른쪽 서 트리의 

MBR(Rrt)으로 구성된다. 

(그림 1) 공간 색인 구조 (노드 N)

   삽입시간에서 R-트리에 비해서 Tmr-트리가 약간 나

쁜 성능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Tmr-트리 경우 노드 분할 

발생 시 로테이션 수행과 같은 처리 지연 효과를 그 원인

으로 설명할 수 있다. Tmr-트리 색인 구조는 R-트리와 

달리 이진 검색에 의해 내부 노드에서 완료될 수 있기 때

문에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2차원 이상의 공간 데이터의 

경우, 삽입  삭제와 같은 연산이 자주 발생하지 않으므

로 색인 구조는 주기억 장치 데이터베이스에서 공간 데이

터를 다루는 데에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mr-트리 색인 구조를 질의 연산인 조인과 같은 질의처

리에 용하는 방법이 R-트리에 비해서 삽입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 이 있다.[4,5,6,7,8]

3. CST m r - 트 리 의 제안

3.1 CSTmr-트리 구조

   Tmr-트리를 모아 이진트리를 구성한다. 노드블록 사

이즈가 캐시 블록 사이즈 일 때 가장 효율 이다. Tmr-

트리 노드를 캐시 블록 크기만큼 모아 만든 이진트리 블

록을 ‘노드 블록’이라 부르기로 한다. 노드 블록 내에서는 

캐시 미스 없이 자식 노드를 읽을 수 있다. 노드 블록과 

노드 블록 사이의 연결은 포인터를 이용한다. (그림 2)는 

CSTmr-트리의 논리  구조이며 하나의 노드 블록에 달

리는 자식 노드의 개수는 4개이다. 이 자식 노드의 공간을 

할당 받을 때 각각을 할당 받게 되면 4개의 포인터가 필

요하지만, 인덱스의 개수가 4인 노드 블록의 배열로 공간

을 할당 받으면 포인터가 하나만 있어도 하나의 포인터와 

배열의 인덱스로 각각의 자식 노드 블록을 액세스할 수 

있다.

(그림 2) CSTmr-트리의 구조

 3.2 CSTmr-트리 검색 알고리즘

  (그림 3)은 CSTmr-트리 검색 알고리즘으로 색인 구조

를 사용한 검색을 해서는 노드 블록을 B, 루트 노드는 

N, 자신노드의 엔트리들에 한 nt, 왼쪽 서 트리 lt, 오

른쪽 서 트리 rt를 이용하여 객체 식별자(tid)를 검색 시, 

자신 노드와 교차되는 지 이 있는지 검색하여 존재하면 

자신 노드 엔트리들을 검색한다. 왼쪽 서 트리 교차 이 

있는지 검색 후, 존재하면 왼쪽 자식 노드를 방문하고, 같

은 방식으로 오른쪽 서 트리의 검색작업을 수행한다.

search(B, N) // B:node block, N:root node of CSTmr-tree
  if overlap(B, nt of N), 
   for (each entry e of node N) if overlap(B, e), result=e
  if overlap(B, lt of N), 
   result += search(B, N.left_child_ptr)
  if overlap(B, rt of N), 
   result += search(B, N.right_child_ptr)

(그림 3) CSTmr-트리 검색 알고리즘

3.3 CSTmr-tree 삽입 알고리즘

   (그림 4)의 CSTmr-트리 삽입 알고리즘(insert)은 검색

을 하여 삽입할 노드를 찾아 삽입하고 삽입으로 인해 노

드의 오버 로가 발생할 경우, 분할하여 엔트리들을 기존

의 노드와 새롭게 생성한 노드에 분산 배치한다. 새롭게 

생성된 노드는 분할이 발생된 노드를 심으로 크기가 최

소가 되는 왼쪽 서 트리 는 오른쪽 서 트리로 찾아 

들어간 후, 리  혹은 반-리  노드의 자식 노드가 되도

록 배치한다.

insert(E, N) // E : object, N : root node of CSTmr-tree 
if (minA(E,N)=nt of N),{
 if (N has empty room), 
    insert E into N, and adjust nt of N 
 else {
    N' = split(N, E) 
    insertN(N', N) 
   }
  else if(minA(E,N)=lt of N),{
    insert(E, N.left_child_ptr), and adjust lt of N 
    if (N.left_child_ptr is unbalanced),
       N.left_child_ptr = balance(N.left_child_ptr) 
    }
   else { 
    insert(E, N.right_child_ptr), and adjust rt of N 
    if (N.right_child_ptr is unbalanced),                    
       N.right_child_ptr=balance(N.right_child_ptr) 
  }
 }

(그림 4) CSTmr-트리 삽입 알고리즘(insert)

3.4 CSTmr-트리 삭제 알고리즘

   (그림 5)의 CSTmr-트리 삭제 알고리즘(delete)은 색인 

노드 안의 엔트리를 삭제를 할 경우에는 해당 엔트리를 

포함하는 노드를 검색해 삭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트리구조는 리 뿐만 아니라 모든 치의 노드에 데이터

를 장하기 때문에 삭제는 모든 노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간노드에서 삭제로 인해 언더 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소 직사각형의 면  증가크기를 비교하여 엔

트리들  가장 증가크기가 최소인 노드 엔트리를 검색하

여 삭제 발생 노드로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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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E, N) // E: object, N : root node of CSTmr-tree 
 if (N is underflow), { 
  if (N is a leaf node), return 
  else if(minA(E,N)=lt of N), {
      E = choose(nt, N.left_child_ptr) 
      if (left sub-tree is unbalanced), 
         N.left_child_ptr = balance(N.left_child_ptr) 
      } else { 
      E = choose(nt, N.right_child_ptr) 
      if(right sub-tree is unbalanced), 
        N.right_child_ptr=balance(N.right_child_ptr)
    } 
   insert E into node N 
 } 

(그림 5) CSTmr-트리 삭제 알고리즘(delete)

3.5 CSTmr-트리 노드밸런스 알고리즘

   (그림 6)은 CSTmr-트리는 검색 과정에서 성능에 가

장 크게 향을 미치는 것은 캐시 미스이다. 따라서 캐시 

미스를 발생하게 하는 노드 블록 간의 밸런싱에 더욱 신

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 노드 블록 간의 트리 밸런싱은 

Tmr-트리의 알고리즘을 변형하여 고안하 다. 노드 블록 

간의 밸런싱 만큼이나 노드 블록 내의 이진트리 밸런싱 

알고리즘도 요하다. 한 노드 블록 안에 최 한 많은 수

의 노드가 포함되어 있어야 검색이 빨라지기 때문이다.

   노드 블록 간의 밸런싱 알고리즘은 노드 블록 내의 이

진트리는 캐시 블록 크기에 의해 그 크기가 제한되어 있

으므로 밸런스가 깨질 때 마다 인덱스를 재배열하는 방법

으로 밸런싱을 조 한다. 노드 블록 내의 이진트리는 한 

번에 캐시 블록으로 복사가 되므로 밸런싱 작업을 하는 

에 추가 인 캐시 미스는 발생하지 않는다. 

balance(B) // B : node block
if (maxH(B) - minH(B) > 1), {
 if (maxI(B) > minI(B)),  {
    B' = maxI(B) 
    if (maxI(B) - minI(B) != 1), {
       e = maxI(B) -1 
       s = minI(B) 
       for ( i = s ; i < e; i++) {
         rotation(B, i+1, i) 
       }
     }
    if (maxI(B') != child), {
       for ( i = maxI(B') ; i < child ; i++ ) {
         rotation(B' , i , i+1) 
       } 
    } 
       rotation(B , maxI(B) , minI(B)) 
else
  } 
} 
/* minH(B) : min Height(child of B),
maxH(B) : max Height(child of B),
minI(B) : min Index(child of B),
maxI(B) : max Index(child of B) */ 

(그림 6) 노드 블록 밸런싱 알고리즘

4 . 성능 평가

4.1 실험 환경

   CSTmr-트리는 C 로그래  언어로 구 되었고 

Linux 운 체제에서 GNU gcc컴 일러로 컴 일했다. 실

험을 한 컴퓨터는 Intel Pentium(R) IV 3.0Ghz CPU와 

1.0GB DDR RAM의  컴퓨터로 1M의 L2 캐시 메모리를 

가지고 실험하 다. 

4.2 검색(Search) 성능

   (그림 7)은 트리가 각각 100,000, 200,000, 300,000, 

400,000 개의 키를 가지고 있을 때 200,000 건의 임의검색

(Random Search)을 수행했을 때 걸린 시간을 그래 로 

표시한 것이다. Tmr-트리보다 CSTmr-트리가 좋은 성능

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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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검색의 수행 시간

4.3 삽입(Insertion) 성능

  (그림 8)은 10,000, 20,000, 30,000 개의 키를 임의로 생

성하여 삽입했을 때 걸린 시간을 그래 로 표시한 것이다. 

Tmr-트리보다 CSTmr-트리가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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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삽입의 수행 시간

4.4 삭제(Deletion) 성능 

  (그림 9)는 200,000 개의 키를 임의 생성하여 트리를 구

축한 후, 10,000, 20,000, 30,000 개의 키를 임의로 삭제했

을 때 걸린 시간을 그래 로 표시한 것이다. Tmr-트리보

다 CSTmr-트리가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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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삭제의 수행 시간

5 .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캐시를 고려한 주기억 데이터베이스

에서 이동체 데이터를 한 효율 인 색인 구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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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Tmr-트리를 제안하 다. 캐시를 고려한 인덱스 설계

로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Tmr-트리에 용

하여 만들어졌다. 지 까지 제안된 이동체 데이터에 

한 색인 구조는 디스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한 구

조 기 때문에 디스크 근 횟수의 최소화와 디스크 

장 공간의 효율  사용에 그 이 맞춰져 있었다. 그

러나 주기억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디스크 기반 데이터베

이스와는 달리 빠른 처리 속도와 메모리 공간 사용의 

최 화라는 목 을 두고 있다. 

   시스템 L2 캐시 활용도를 최 화할 수 있도록 Tmr-

트리의 구조를 새로이 설계하고 그에 따른 검색 알고리

즘을 고안하 으며, 삽입/삭제 연산에서의 노드블록 밸

런싱을 해 제안한 트리에 맞게 새로운 회  알고리즘

을 제안하 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해 실험

을 하 다. 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Tmr-트리보다 

CSTmr-트리가 검색, 삽입, 삭제 시에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새로운 CSTmr-트리에 해 다

음의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DBMS의 새로운 안

으로 하이 리드MMDBMS 등장시 에 맞추어 캐시를 

고려한 주기억 데이터베이스 색인에서 더 발 한 캐시

를 고려한 주기억 데이터베이스 색인과  디스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색인의 혼용 구성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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