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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지난 수십 년간 B+-트리는 디스크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한 색인 구조로 가장 리 사용되고 있다. 디

스크 기반 B+-트리에서의 노드 갱신은 해당  노드가 장된 디스크 페이지를 제자리 갱신함으로써 간단히 

수행되며, 이런 제자리 갱신 비용은 크지 않다. 반면에 B+-트리를 래시 메모리에 장하여 사용할 때는 

래시 메모리의 과도한 제자리 갱신 비용 문제로 인해 기존 디스크 기반  B+-트리 알고리즘을 그 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기존 래시 메모리 기반 B+-트리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갱신 

연산 정보를 추가 인 임시 공간에 장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이런 방식은 B+-트리의 제자리 갱신 횟수

를 쉽게 일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장 공간의 추가 사용과 키 검색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문제

가 있다. 특히 단말노드 계층의 링크 연결을 사용한 범  검색을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지

고 있다. 이런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단말노드들과 이들의 부모노드를 p-node 블록이라는 

하나의 래시 메모리 블록에 장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 중심어 :∣B+-트리∣플래시 메모리∣범위 검색∣공간 재사용∣
 

Abstract

During the past decades, the B+-tree has been most widely used as an index file structure for 

disk-resident databases. For the disk based B+-tree, a node update can be cheaply performed 

just by modifying its associated disk page in place. However, in case that the B+-tree is stored 

on flash memory, the traditional algorithms of the B+-tree come to be useless due to the 

prohibitive cost of in-place updates on flash memory. For this reason, the earlier schemes for 

flash memory B+-trees usually take an approach that saves B+-tree changes from real-time 

updates into extra temporary storage. Although that approach can easily prevent frequent 

in-place updates in the B+-tree, it can suffer from a waste of storage space and prolonged search 

times. Particularly, it is not allowable to process range searches on the leaf node level.  To 

resolve such problems, we devise a new scheme in which the leaf nodes and their parent node 

are stored together in a single flash block, called the p-node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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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래시 메모리(Flash Memory)는 우수한 충격 흡수력, 

작은 력 사용량, 균일하고 빠른 데이터 근 속도 등

의 장 으로 인해 기존 하드 디스크를 체할 수 있는 

장 장치로 인식되고 있다[1][2]. 이런 변화에 따라 디

스크 기반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의 

색인 기법인 B+-트리 구조를 래시 메모리에서도 사

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어왔다[3-11]. 하지만 용량 

데이터 장에 리 사용되는 NAND 타입 래시 메모

리의 경우 제자리 갱신(in-place update) 비용이 매우 크

다는 특징이 있다. 즉, 특정 노드를 장한 래시 메모

리 페이지(page)를 제자리 갱신하려면 해당 페이지를 

포함하고 있는 블록 체를 기화하고 이 때 삭제된 다

른 페이지들은 재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제자리 갱신 비

용이 매우 크다. 이런 이유로 디스크 기반 B+-트리에서 

사용하던 갱신 알고리즘을 그 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

가 있다[3][6].

기존 연구에서는 래시 메모리의 과도한 제자리 갱

신 비용 문제를 피하기 해 임의의 B+-트리 단말노드 

N에 키 삽입/삭제 연산이 발생할 경우, 노드 N과 떨어

진 별도의 갱신 연산 공간에 련 갱신 정보를 장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와 맞춰 B+-트리에 근하는 다른 

키 탐색자들은 하향식(top-down) 검색 과정 에 이런 

갱신 연산 정보를 읽어 자신의 검색 연산에 반 한다

[6-11]. 

이처럼 실제 갱신이 수행되어야 할 단말노드 신 별

도의 공간에 갱신 연산 정보를 두기 때문에 B+-트리에 

존재하는 체 키 값을 단말노드에 장된 색인 엔트리

만으로 알아 낼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이로 인해 단말

노드를 서로 연결한 단말노드 링크를 사용한 범  검색

(range search)을 수행할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 단

일 키 검색에 있어서도 추가 공간을 참조해기 때문에 시

간 지연이 생기고, 추가 공간 할당에 따른 래시 메모리 

낭비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논문에서는 단

말노드 링크를 사용한 범  검색을 지원하면서도 B+-트

리의 키 검색 시간을 이고 공간 사용을 효과 으로 할 

수 있는 래시 메모리 기반 B+-트리를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연구 배경에서는 

기존의 연구  새로운 아이디어에 해 기술한다. 3장

에서는 제안하는 트리 구조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마

지막 4장에서는 제안한 방식의 성능을 분석하고 5장에

서 결론을 맺는다. 

 

II. 연구 배경 

1. FTL 기반 기법
용량 데이터 장에 리 쓰이는 NAND 타입 래

시 메모리는 데이터 읽기/쓰기의 최소 단 로 페이지를 

사용한다. 이런 페이지들의 연속된 모음을 블록(block)

이라 하고 블록은 데이터 삭제의 최소 단 로 사용된다. 

따라서 임의의 페이지에 장된 B+-트리 노드를 제자

리 갱신하려면 해당 페이지를 포함한 블록을 기화시

킨 후 이 때 삭제된 다른 페이지 내용과 갱신하려고 하

는 노드 내용을 모두 재 기록해야 한다. 이처럼 노드의 

제자리 갱신을 해서는 블록 기화와 여러 번의 페이

지 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크다[1][5][6]. 

한 블록 기화 횟수에 제한이 있기에 래시 메모리 

기반 B+-트리  연구에서는 노드 제자리 갱신을 최소화

시키려 하 다.  

래시 메모리 기반 B+-트리를 한 연구로는 

FTL(Flash Translation Layer)에 B+-트리 갱신에 합

한 알고리즘을 내제시키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 

BFTL과 IBTL 방식이 표 이라 할 수 있다[5]. 하지

만 이런 방식은 하나의 래시 메모리 장치에 B+-트리

와 다른 종류의 데이터 일이 함께 장되는 경우 성능

을 보장하기 어렵다. 더욱이 DBMS에서는 트랜잭션의 

복구나 취소를 해 로깅(logging) 기법을 사용하는데

[13][14], DBMS에서 기록되는 로그 데이터와 FTL에 

장되는 B+-트리와 서로 불일치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

다. 즉, FTL에 B+-트리 갱신 알고리즘을 내제시킬 경우 

DBMS의 로그 기록과 FTL에 반 된 데이터 간에 불일

치 문제가 있어 복구  취소 기능 구 에 어려움이 있

을 수 있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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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도 공간 사용 기법  
앞서 언 된 이유로 인해  FTL과는 독립 인 래시 

메모리 B+-트리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 보다 일반 이

라 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6-11]에서는 키 삽입/삭제가 

발생한 단말노드를 수정하기 해 제자리 갱신을 수행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갱신 연산 내용을 별도 공간

에 장한 후, 키 검색자가 이를 반 한 검색 연산을 하

도록 한다. 를 들어 단말노드 N에 키 k 를 삽입하려 

할 때, 실제 노드 N에 키를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해당되는 연산 정보인 (+, k, N)를 별도의 장 공간에 

기록한다. 여기서 “+”는 키 삽입 연산임을 표시한다. 이

런 방식에서는 (+, k, N)와 같은 갱신 연산 정보를 장

시킬 장 공간 리의 효율성과 이런 정보에 근할 때 

발생하는 키 탐색자의 검색 시간 지연을 작게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3][6][7]. 

앞서 언 한 갱신 연산 정보는 갱신 노드 N의 조상노

드 쪽에 장되는 것이 일반 이다. 이는 다른 키 검색

자가 탐색 과정 에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장 과 함

께, 단말노드 인 한(단말노드에서 근 가능한) 곳에 

장할 경우 이런 정보들이 래시 메모리 공간에 매우 

흩어져 존재하게 되어 공간 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

이다. 이런 이유로 기존 연구들은 갱신 연산 정보를 단

말노드의 상부 계층에 기록해 둠으로써 상 으로 집

인 공간 내에 갱신 연산 정보를 리할 수 있다.  

기존 연구 [7]에서는 B+-트리를 상부와 하부 두 계층

으로 나 고, 상부 계층에 해당하는 부분 트리에 갱신 

연산 정보를 기록한다. 이런 갱신 연산 장에 사용되는 

부분 트리는 생성 시에 모든 노드의 색인 엔트리가 비어

있으며, 갱신 연산이 발생할 때 마다 한 탐색 경로 

상에 치한 노드로 련 정보가 삽입된다. 지속 으로 

노드 갱신이 발생하여 갱신 연산 정보를 삽입할 노드가 

없어지면 일  처리 방식으로 아래 계층 부분 트리에 반

된다. 즉, 체 트리가 재구성되며 이때 상부의 갱신 

연산 트리는 다시 기화된다. 다시 말해 [7]에서는 갱신 

연산이 기록될 별도의 부분 트리를 사용하고, 일  작업

을 통해 갱신 연산을 반 한 B+-트리를 새로 구성한다. 

이 방식에서는 키 갱신 연산을 한 노드의 제자리 갱신

이 실시간으로 수행되지 않는다. 

련 연구 [8][9]에서는 DBMS에서 일반 으로 사용

하고 있는 노드 버퍼링 공간에 갱신 연산 정보를 장할 

수 있게 한다. DBMS에서는 I/O 횟수를 이기 해 한

번 읽 진 노드를 버퍼 공간에 두고 이를 재사용 하게 

된다. 이를 래시 메모리 장 B+-트리에도 용할 수 

있으며, 버퍼 공간에 있는 노드 장 공간을 래시 메

모리에 장된 공간보다 좀 더 크게 잡아 둔다. 그리고 

이 공간에 갱신 연산 정보를 장함으로써 래시 메모

리 갱신 횟수를 일 수 있게 한다. 이 때 버퍼링 된 노

드가 버퍼 공간 부족으로 버퍼에서 삭제될 상황이 되면, 

해당 노드에 기록되어 있던 갱신 연산 정보를 부모노드 

측으로 올려 장한다. 즉, 갱신 연산 정보가 상  계층

으로 차 이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 갱

신 연산을 트리의 내부 공간에 유지하며, 상  계층에 

더 이상 갱신 연산 정보를 기록할 공간이 없을 때는 단

말노드를 갱신함으로써 버퍼 내 공간에 기록되었던 갱

신 연산을 삭제한다.

이와 비슷하게 [10]에서는 갱신 연산 장을 한 별

도의 공간을 상  트리 계층에 생성하여 사용한다. 하지

만 이런 장 공간은 [8][9]에서와는 다르게 래시 메모

리 내에서 동 으로 리된다. 이 공간이 일정 이상 커

져 탐색 연산 시간을 크게 지연시킬 상황이 되면 해당 

공간에 장된 갱신 연산 내용을 단말노드로 반 시키

고 련된 래시 메모리 공간도 함께 삭제된다. [10]에

서도 키 탐색자의 검색 속도를 높이기 해 갱신 연산을 

래시 메모리 공간에 버퍼링 시킬 수 있다. 물론 이런 

버퍼링 기법은 갑작스런 정 이나 시스템 고장이 발생

하 을 때 트리 일 성이 깨지는 문제를 가진다. 이런 

이유로 [11]과 같은 연구에서는 갱신 연산 정보를 별도

의 NOR 형 래시 메모리에 장하기도 한다. 지 까지 

언 한 기존 방식들이 공통으로 취하는 정책은 갱신 연

산 정보를 기록하는 공간을 트리의 단말노드 계층이 아

닌 그 상  내부노드 측에 둔다는 것이다.

3. 새로운 아이디어
기존 연구에서 갱신 연산 정보를 실제 갱신이 발생하

는 단말노드 인 한 공간에 두지 않고 상  계층 쪽에 

두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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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트리를 저장하는 P-node 블록 구조 예

장에 필요한 추가 공간의 리 편의성이다. 만약 개수

가 많은 단말노드 측에 갱신 정보를 장한다면 갱신 정

보 장 장소가 래시 메모리 상에 매우 흩어져 존재하

게 된다. 이로 인해 추가되는 장 공간을 작게 하기 어

렵고, 래시 메모리 장치가 안고 있는 장 공간 재사

용(garbage collection) 비용이 증가하기 쉽다. 둘째는 

갱신 정보를 트리 상부 계층에 둠으로써 키 검색 속도의 

하를 일 수 있다는 이다. 를 들어 키 k를 찾는 

검색자가 단말노드까지 내려오기 에 내부노드 계층에

서 키 k가 삭제되었음을 안다면 도에 검색을 종료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갱신되지 않은 키를 검색 이라

면 갱신 정보를 참조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것이

지만 단말노드 측에 기록하는 경우에 비교한다면 상

으로 추가 비용이 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갱신 연산 정보가 단말노드 쪽에 

없기 때문에 단말노드를 따라 수행하는 범  검색이 불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만약 내부 노드를 함께 검색한

다면 범  검색 시에 B+-트리의 동시성(concurrency) 

정도가 크게 하된다. 검색 에 내부 노드에 잠 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동시성을 가지고 트리에 근하

는 다른 로세스를 블록 시키기 때문이다[14][15]. 한 

갱신 연산이 일정 이상 쌓이면 실제 단말 노드 측에 반

시켜야 하는데, 이런 일  작업 진행 에는 트리 검

색이 모두 지되는 단 도 가진다.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해 갱신 연산 정보

를 단말노드 인  공간에 장하면서도 공간 사용의 효

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식은 

버퍼링 공간을 최 한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

말노드의 부모노드를 갱신하지 않고도 B+-트리 일 성

을 지킬 수 있다.

 

III. 제안하는 플래시 메모리 B+-트리  

1. 기본 아이디어
B+-트리가 DBMS에서 사용될 때 버퍼링 공간을 통

해 트리 노드가 근되며, 한번 메모리에 버퍼링 된 노

드는 버퍼 공간에서 삭제될 때까지 반복 으로 사용됨

으로써 I/O 횟수를 일 수 있다[12][14][15]. 본 연구에

서도 이런 버퍼링 공간을 통해 래시 메모리 장 B+-

트리가 근됨을 가정한다. 한 트랜잭션의 복구를 

해 기록되는 로깅은 WAL(Write-Ahead Logging) 규약

에 따라 수행됨을 가정한다. WAL 규약에 따르면 노드 

갱신이 발생할 때 마다 갱신 후의 상태를 항상 래시 

메모리 장치에 장할 필요는 없다. 갱신된 노드가 버퍼 

공간에서 삭제되는 경우에 래시 메모리 장치에 반

하면 충분하다[14]. 이런 규칙을 고려하여 래시 메모

리 B+-트리 구조를 설계한다. 

[그림 1]은 제안하는 래시 메모리 기반 B+-트리의 

장 구조를 보인다. [그림 1](a)는 장하려는 B+-트리 

일부이며 편의상 단말노드와 그 부모노드 계층만을 표

시했다. 제안하는 방법은 동일한 부모노드를 갖는 단말

노드들과 이들의 부모노드를 동일한 래시 메모리 블

록에 함께 장하고, 단말노드의 갱신 내용도 같은 블록 

안에 장하는 방식이다. 이런 블록의 구조를 보이는 것

이 [그림  1](b)이며 블록은 블록 헤더, 단말노드 역, 

갱신 노드 역으로 나뉜다. 논문에서는 이런 래시 메

모리 블록을 p-node 블록이라 부른다. 그리고 설명의 편

의상 단말노드의 부모노드 계층을 p-node 계층이라 부

르겠다. 

블록 헤더에는 p-node 계층인 노드 Y의 색인 엔트리

가 기록되며 이곳에 Y의 자식노드 주소와 이웃한 형제 

노드인 노드 Z의 블록 주소가 장된다. [그림 1](b)의 

아래쪽 화살표 링크는 블록 X, Y, Z를 연결된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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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키 탐색 시의 버퍼링 상태와 p-node 블록 저장 데이터 예

링크 정보를 사용하여 범  검색 시에 이웃한 단말노드

들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림의 단말노드 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곳의 단말노드들은 래시 메모리 페이지

를 경계로 장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인 하여 장될 

수 있다. 이를 통해 B+-트리 단말노드에 존재하는 내부 

단편화를 없앨 수 있다. 

[그림 2]는 p-node 블록이 키 검색 시에 어떻게 메모

리에 버퍼링 되는지 보인다. [그림 2](a)의 상단부는 버

퍼링 상태를 보이는데 선 표시된 노드는 버퍼링 되지 

않았음을, 실선 표시된 노드는 버퍼링 되었음을 표시한

다. [그림  2](a)에서는 p-node 계층 노드  하나인 Z 

와 그 부모노드 만이 버퍼링 되었다. 하단부는 노드 Y를 

장한 p-node 블록 내용을 표 한다. 편의상 체 5개 

페이지가 하나의 래시 메모리 블록을 구성함을 가정

했다. 재 단말노드 역에 N1, N2, N3 세 개 노드가 

장되어 있고, 갱신 노드 역에 존재하는 U1, U2는 

기화 상태의 두 페이지를 나타낸다. 

이제 키 90을 찾는 탐색 로세스를 가정한다. 이 탐

색자는 트리 탐색 경로를 따라 노드 N3에 근하게 되

는데, 이 과정에서 [그림 2](b)와 같이 Y와 N3가 버퍼링 

된다. 키 탐색 후에 다른 두 갱신 로세스가 트리에 

근하여 노드 N2에 키 60을 삽입하고, 이어서 키 55를 삭

제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두 개의 갱신 연산이 버

퍼링 되어 있는 노드 N2에 용되며 이런 상태는 [그림 

2](c)에서 보인다. 앞서 언 했듯이 WAL 규약에 따라 

실제 p-node 블록으로 기록되는 시 은 N2가 버퍼링 

공간에서 삭제될 때이며, 아직 N2는 버퍼링 된 상태이

므로 응되는 래시 메모리에는 아무런 갱신이 발생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임의의 시간이 흐른 후 버퍼 공간 부족으

로 노드 N2와 N3가 삭제되는 상황을 가정해 본다. 노드 

N3는 갱신 노드가 아니므로 버퍼 공간에서 단순 삭제되

면 되지만 갱신 노드 N2는 p-node 블록에 기록된다. 이 

두 노드가 버퍼링 공간에서 삭제된 후의 상태가 [그림 

2](d)이며 갱신 노드 역에 속하는 U1 페이지에 N2’가 

장되고, 부모노드 Y도 이를 가리키도록 수정된다. 

래시 메모리의 쓰기 단 는 페이지이므로 N2’는 체 

페이지를 유하고, 노드 Y에 응되는 래시 메모리 

역은 수정되지 않는다. 이에 한 내용은 이어지는 장

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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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하는 알고리즘 
본 에서는 앞서 기술한 p-node 블록과 버퍼링 공간

을 사용하는 키 검색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제안하는 방

법은 트리의 p-node 계층의 부모노드와 단말노드 계층 

자식노드들을 p-node 블록에 장하고, 나머지 상  계

층의 노드들은 기존 디스크 기반 B+-트리와 같은 방식

으로 장한다. 즉, 상  계층의 각 노드는 래시 메모

리의 페이지에 응되고 노드 갱신 시 해당 페이지를 제

자리 갱신한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부분의 갱

신이 최하  2개 계층 노드에 한정되며, 그 쪽 조상 노

드들로의 갱신 이는 드물기 때문이다[3][14][15]. 본 

논문은 이런 을 고려하고 있다.

그림 3. P-node 블록의 세부 구조

알고리즘 설명에 앞서 p-node 블록의 장 내용에 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그림 3]은 앞의 [그림 

2](d) 상태에서의 p-node 블록 내용이다. 가장 앞에 존

재하는 블록 헤더에는 max_key란 필드가 존재하며 자

신의 자식노드 들에서 찾을 수 있는 최  키 값을 나타

낸다. 를 들어 재 max_key 값이 98이므로 단말노드

들에 장되는 키 값은 98을 넘을 수 없다. 이 필드는 단

말노드들에도 존재하며 노드에 장되는 키들의 최 값

을 나타낸다. 단말노드들에 장하는 max_key 필드는 

기존 논문들에서 범  검색을 해 사용되었다[14][15]. 

즉, 단말노드 링크를 따라 이동할 때 이 값과 범  검색 

최 값을 비교함으로써 이웃한 단말노드로 계속 이동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범  검색에 이용된 max_key 필드를 본 논문에는 트

리 일 성 유지에도 사용한다. [그림 2](d)에서 알 수 있

듯이 노드 N2는 갱신되어 N2’로 바 었음에도 부모노드 

Y에 해당하는 블록 헤더는 수정되지 않는다. [그림 2](c)

에서와 같이 Y가 버퍼에 계속 존재한다면 트리 일 성

을 지킬 수 있겠지만 버퍼에서 삭제된다면 트리 일 성

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논문에서는 p-node 계층

의 노드가 버퍼링 되는 상황에서는 응되는 p-node 블

록 체를 읽어 갱신된 단말노드가 있는지를 체크한다. 

이 때 사용되는 필드가 단말노드에 기록된 max_key 값

이다. 즉, 동일한 max-key 값을 갖는 단말노드가 갱신 

노드 역에 존재한다면 가장 오른쪽에 페이지에 장

된 단말노드를 최신 단말노드로 사용한다. 를 들어 

[그림 3]에서 노드 N2와 N2’의 max_key 값이 일치하고 

N2’가 오른쪽에 치한 노드이므로 N2’를 최신 노드로 

정한다. 따라서 노드 Y를 버퍼링 시킬 때 N2’를 가리키

도록 함으로써 트리 일 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max_key 값을 사용하여 부모노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트

리 일 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블록 헤더 부분

에는 자식노드에 한 색인 엔트리가 존재하며, 이웃한 

p-node 블록에 한 주소인    값도 기록된다. 

[그림 4]는 p-node 블록을 사용한 키 검색 로세스의 

탐색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은 찾고자 하는 단일 키(즉, 

kv)와 B+-트리 루트에 한 주소(즉, Root)가 주어졌을 

때, 해당 키를 장하고 있는 단말노드를 찾아 버퍼에 

읽고 이에 한 메모리 주소 Leaf를 반환한다. 설명의 

편의 상 찾고 있는 키가 트리에 없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다. 

알고리즘에서 라인 8까지는 기존 디스크 기반 B+-트

리에서와 같이 하향식 트리 검색을 통해 탐색 경로를 정

한다. 이 때 read_node() 함수를 통해 자식노드로 이동

해 가며, 각 노드는 하나의 래시 메모리 페이지에 

장되어 있다. 공간 제약 상  상술하진 않지만 버퍼 리

자가 존재하여 일정 크기의 버퍼링 공간 안에 자주 사용

될 노드가 리되며, 버퍼 리자는 B+-트리의 색인 엔

트리에 장된 노드 주소(혹은 코드 주소)에 해 버

퍼링 공간 주소의 응(mapping) 정보를 리한다

[12][15]. 

이런 하향식 검색이 끝나고 p-node 계층 노드에 근 

할 때는 라인 9에서와 같이 해당 노드가 버퍼링 되어 있

는지 아닌지를 체크한다. 만약 이미 버퍼링 되어 있다면 

read_node() 함수를 통해 해당 노드에 한 버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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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키 검색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

그림 5. 노드 읽기 함수들의 의사 코드

를 얻어 탐색을 계속한다. 반면 버퍼링 상태가 아니라면 

load_block() 함수를 통해 체 p-node 블록을 읽어 들

이고 갱신된 단말노드가 존재한다면 이를 반 하여 

p-node 계층 노드의 색인 엔트리를 조정한다. 사용된 함

수 read_node()와 load_block()는 [그림 5]의 알고리즘

에서 소개된다. 

제안하는 방법은 p-node 블록 헤더에 해서는 갱신

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p-node 계층 노드를 처음 버

퍼로 읽어 들일 때는 p-node 블록 체를 읽어야 한다. 

이런 체 블록 읽기가 자주 발생한다면 키 검색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하지만 단말노드를 제외한 부분의 노

드들은 버퍼링 되어 있는 것이 일반 이기에 실제 이와 

같은 체 블록 읽기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를 들

어 B+-트리가 30 정도의 평균 차수(fan-out)를 갖는다

면 내부노드 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단말노드의 4% 수

이다. 즉, 체 노드에서 내부노드는 차지하는 그 비율

이 매우 작다. 한, 버퍼링 공간이 부족할 때에도 단말

노드를 버퍼링 공간에서 우선 으로 삭제할 수 있기 때

문에, B+-트리의 내부노드가 버퍼링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외 인 상황은 아니다.  

[그림 5]는 앞서의 키 검색 알고리즘에서 사용한 두 

개 함수의 알고리즘이다. 두 함수는 모두 버퍼링 공간을 

리하는 버퍼 리자의 존재를 가정한다. 버퍼 리자

는 버퍼링 공간의 부족 시 특정 노드를 버퍼링 공간에서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할 노드가 갱신된 단말노드라면 

해당 p-node 블록의 갱신 노드 역에 있는 미사용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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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에 갱신 노드를 기록한다. 이  read_node() 함수

는 기존의 디스크 기반 B+-트리에서 사용되는 알고리

즘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함수는 NodePtr에 

장된 노드 주소를 사용하여 버퍼링 여부를 체크한다. 

만약 버퍼링 상태가 아니라면 라인 5에서와 같이 버퍼 

매니 를 통해 해당 노드를 버퍼 공간으로 읽어 들이고, 

노드가 읽 진 버퍼 주소를 반환한다. 

함수 load_block()은 NodePtr이 가리키는 노드 주소

를 가장 앞쪽 페이지로 하는 p-node 블록을 읽어 들인 

후, 갱신 노드 역에 장되어 있는 최신의 단말노드 

데이터를 반 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갱신된 

단말노드가 있다면 버퍼링 될 부모노드의 색인 엔트리

는 련된 갱신 노드 역의 페이지를 가리키도록 설정

된다. 이를 해 라인 11-12에서는 블록 헤더 내용을 복

사하고, 갱신 노드 역의 노드 정보를 이용하여 최신 

단말노드를 결정한다. 이에 해서는 [그림 3]을 통해 설

명되었다. 이 게 최신 상태의 단말노드를 가리키도록 

수정된 p-node 계층 노드는 버퍼 매니 를 통해 버퍼 

공간에 장된다. 버퍼 공간에 장된 후에는 해당 노드

가 치한 메모리 주소를 반환함으로써 함수가 수행 종

료된다. 앞서 언 하 듯이 p-node 계층의 노드는 버퍼 

공간상에서 그 내용이 갱신될 수는 있지만, 버퍼 공간에

서 삭제되는 상황에서도 련 내용이 래시 메모리에

는 반 되지 않는다. 

3. 기타 알고리즘 
기존 B+-트리에서와 큰 차이가 없어 따로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범  검색의 경우는 하향식 검색을 수행한 후 

블록 헤더에 장된 이웃 블록 주소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즉 [그림 1]의 p-node 블록 간 링크 연결을 따

라 이웃한 블록으로 이동함으로써 범  검색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 편의상 링크 연결을 한쪽 방향으로만 

했지만 양방향 링크도 가능하다. 

P-node 블록의 기화  갱신은 두 가지 경우 발생

한다. 첫째는 갱신노드 역의 빈 공간 부족으로 더 이

상 갱신 노드를 기록하지 못할 때이다. 노드 갱신이 자

주 발생하여 갱신 노드를 추가할 공간이 없을 경우, 해

당 블록 체를 기화 한 후 갱신 노드 역에 있는 노

드 정보를 단말노드 역에 반 한다. 이를 통해 갱신 

노드 역을 새로 마련한다. 둘째는 단말노드에 오버

로우나 언더 로우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단말노드에 

오버 로우나 언더 로우 발생으로 재구성이 필요할 때

는 기존 B+-트리와 같이 키 이동이나 노드 합병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이 때 트리 재구성을 해 p-node 

블록이 수정된다. 두 경우 모두 p-node 블록이 기화된 

후 최신 상태를 반 하도록 블록이 갱신된다. 블록 합병 

 분할은 기존 디스크 기반 B+-트리 알고리즘의 노드 

합병  분할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IV. 성능 평가 

술한 바와 같이 B+-트리를 래시 메모리에 두고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은 노드 갱신이 필요할 때 제

자리 갱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자리 갱신 문

제를 피하기 해 기존 연구에서는 내부노드 역에 갱

신 연산 정보를 장해 두고 이를 키 탐색자가 참조하여 

트리 일 성을 유지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런 방식이 갖는 단 은 추가 공간 사용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것과 단말노드를 사용한 범  검색이 가능하

지 않다는 것이다. 한 이런 임시  공간에 장된 갱

신 정보는 일정 시간 후에는 B+-트리에 반 되어야 하

는데 이런 일  작업이 수행되는 동안 키 탐색 질의가 

처리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피하기 

해서는 갱신이 발생한 단말노드 측에 갱신 연산 정보

나 갱신 노드가 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을 고려하여 갱신된 단말노드

를 갱신  상태의 단말노드와 인 한 공간에 함께 장

하고 부모노드에 해당하는 p-node 계층 노드를 갱신 하

지 않더라도 트리 일 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취했

다. 즉 p-node 계층 노드를 처음 버퍼링 할 때, 응되는 

p-node 블록 체를 읽어 들여 최신 상태의 단말노드를 

결정한다. 이런 특성과 함께 p-node 블록이 제공하는 하

나의 장 은 단말노드 역에 노드를 연속 으로 장할 

수 있다는 이다. 단말노드의 장 단 를 페이지가 아

닌 바이트 단 로 함으로써 단말노드에 색인 엔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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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히 채워져 있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페이지 내부 단

편화를 없앨 수 있다. 이런 장 은 여러 개의 단말노드를 

동일 블록에 장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 이다. 일

반 으로 단말노드 공간에는 최  50%, 평균 으로 25% 

정도의 페이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제거함으

로써 래시 메모리 공간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키 검색 질의의 처리 시간만을 고려한다면 기존 디스

크 기반 B+-트리 구조 그 로 래시 메모리에 장하

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런 을 고려해서 제안한 

p-node 블록 사용 방식이 기존 구조의 B+트리 구조와 

비교해 어느 정도의 검색 질의 처리 성능을 보이는지 평

가하여 성능을 간  평가해 본다. 다른 기존 방법[6-11]

의 경우는 단말노드를 사용한 범  검색을 수행할 수 없

고, 공간 사용이 상 으로 큰 계로 직  비교는 

하지 않았다. 

성능 비교에 있어 [표 1]에 주어진 래시 메모리 의 

물리  특성을 사용한다[10]. 표에서 읽기 속도의 경우 

한 개 페이지를 읽을 때의 속도와 체 블록을 읽을 때의 

속도를 나눠 었다. NAND 래시 메모리의 경우 체 

블록 읽기 속도가 개별 페이지 읽기 속도보다 5-7배의 

역폭을 얻을 수 있으며[10], 본 논문에서는 이 에서 

보수 인 수치인 5배 정도 속도를 기  속도로 하 다. 

이 경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블록 읽기 시간은 페이지 

읽기 시간에 비해 13배 정도의 시간 지연을 갖는다.

Read Write Erase
25ms
(2KB,

a page)

320ms
(128KB,
a block)

200ms
(2KB,

a page)

1,500ms
(128KB,
a block)

표 1. 플래시 메모리 성능.   

 

[그림 6]은 기존 디스크 기반 B+-트리와 같이 노드를 

하나의 페이지에 장해서 사용하는 ORG-k와 제안한 

방식인 Proposed-k의 키 탐색 질의의 처리 시간을 비교

한다. 여기서 정수 값 k는 탐색이 수행되는 B+-트리 높

이를 표시한다. [그림 6]의 세로축은 키 탐색 질의의 평

균 처리 시간을 나타내며, 가로축은 키 탐색 과정에서 

읽어 들일 p-node 계층 노드가 버퍼에서 발견되지 않을 

확률을 나타낸다. 일반 으로 단말노드를 제외한 노드

들은 버퍼링 되지만 성능 평가에서는 p-node 계층 노드

가 버퍼에 존재하지 않을 확률에 따른 키 탐색 시간의 

변화를 계산했다. 

[그림 6]은 제안된 방식은 p-node 계층의 노드가 캐시 

되어 있지 않을수록 체 블록 읽기로 인하여 질의 처리 

시간이 증가함을 보인다. 하지만 버퍼 miss 비율이 3% 

정도만 되어도 10% 미만의 시간 증가만이 있고, 1% 이

하의 miss 비율에서는 4% 이하의 작은 시간 증가가 있

다. 앞서 언 하 듯이 p-node 계층의 버퍼링 비율이 매

우 높기 때문에 제안한 방식은 ORG 방식과 비교해 거

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 검색 속도 비교 그래프.

[그림 6]의 성능 비교는 B+-트리에 키 삽입/삭제와 같

은 노드 갱신 연산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질의 처리 

시간을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갱신 연

산이 존재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한 성능 평가 결과는 그

림 7에서 보인다. 그림에서 세로축은 노드 갱신 연산을 

포함했을 때의 평균 질의 처리 시간을 나타내고, 가로축

은 처리된 질의  갱신 련 질의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갱신 련 질의 비 이 커질수록 쓰기 연산 

비용이 상 으로 큰 래시 메모리의 특성으로 인해 

두 경우 모두 평균 질의 처리 시간이 증가한다. 

[그림 7]에서 비교되는 방법의 이름  호에 있는 % 

비율은 p-node 계층 노드가 버퍼에서 miss될 확률을 나

타낸다. [그림 7]에서 5%일 때와 20%일 때를 비교 값으

로 사용했으며, 비교되는 두 방법 모두 이 값이 클수록 

처리 시간은 증가한다. 특히 제안된 방법의 경우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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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와 20%일 때의 처리 시간 차이가 ORG에 비해 상

으로 크다. 이는 블록 체 읽기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

이다. 하지만 가로축의 갱신 질의 비율이 커질수록 기존 

ORG 방식은 노드의 제자리 갱신 비율이 빠르게 늘면서 

평균 질의 처리 시간이 상 으로 크게 증가한다. 

그림 7. 갱신질의가 포함된 성능 비교 그래프

[그림 7]에서 알 수 있듯이 버퍼 miss 비율이 5% 정도

인 상황에서는 갱신 연산 질의 비 이 1% 정도일 때도 

제안한 방식이 상 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한 

버퍼 miss 비율이 20%로 매우 높은 상황에서도 갱신 연

산 질의가 2%로 넘으면 평균 처리 시간이 서로 동일함

을 알 수 있다. 일반 인 환경에서는 버퍼 miss 비율이 

이 보다 낮기 때문에 갱신 질의가 처리될 상황이라면 

부분의 환경에서 제안한 방식인 Proposed가 좋은 성능

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DBMS의 색인 구조로 리 사용되고 있는 B+-트리

를 하드 디스크가 아닌 래시 메모리에 장할 경우 발

생하는 문제는 노드 갱신을 제자리에서 할 수 없다는 

이다. 이로 인해 기존 연구들에서는 단말노드를 갱신해

야 할 상황에서 해당 노드를 제자리 갱신하는 신 갱신 

연산 정보를 B+-트리의 상  계층에 장해 두고, 키 검

색 시에 이를 반 하여 질의를 처리하도록 했다. 이런 방

식은 기존 B+-트리에서 가능했었던 링크 연결을 사용한 

범  검색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추가 인 공간 사

용이 크고 검색 시간 지연이 생긴다는 문제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p-node라

는 래시 메모리 블록을 사용한다. 이 블록에 부모노드

와 이에 딸린 자식노드를 장하고, 자식노드에 갱신이 

발생할 때 그 내용을 갱신 역 페이지들에 장한다. 

그리고 부모노드를 처음 버퍼로 읽어 들일 때 이런 갱신 

노드 정보를 함께 읽어 들임으로써 부모노드의 갱신 없

이도 트리 일 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부모노드를 

갱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bottom-up 방향의 노드 갱

신 이를 차단할 수 있다. 한 p-node 블록간의 링크

를 사용하여 효과 인 범  검색이 가능하고 단말노드

의 페이지 단편화 문제를 없앨 수 있음으로 해서 장 

공간의 낭비도 일 수 있다. 수행된 성능평가를 통해 

제안된 방식은 일정 수 의 버퍼링 공간이 있는 환경에

서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능 비교를 해 단순한 확률 모델을 

취하고 있다. 이를 확장하여 보다 실제 환경에 근 한 

상황에서의 성능 평가가 요구되며, 이를 해서는 동시

성 제어 부분이 추가된 성능 시뮬 이션이 필요하다.  

재는 다른 논문들에서도 이에 한 고려는 거의 없다

고 할 수 있으며, 래시 메모리 B+-트리가 단순히 

stand-alone PC가 아닌 다  사용자 서버 환경에서 사

용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추가 연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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