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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로 우리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빅데이터의 파일 시스템 내에는 아주 큰 트리구조로 이루

어진 디렉토리와 파일이 무수히 존재한다. 이 커다란 트리구조에서 사용자가 요청하는 디렉토리와 파일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에 우리는 카운팅 블룸필터를 이용한 디렉토리 탐색 기법을 제시한다. SDP(SSD-based Directory Parsing)
는 최근 또는 자주 액세스한 디렉토리와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보관하는 SSD 기반의 캐시이다. 대규모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자

가 파일을 요청했을 때 파일 시스템은 저장 장치에 메타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 여러 번 액세스한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SSD에 

대한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해 카운팅 블룸필터를 이용하여 메타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색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키워드: 블룸 필터(Bloom filter), 메타데이터(metadata), SSD

I. 서 론

지난 수년간, 인터넷과 정보 기기 등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과 종류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의 양과 규모는 기존 기술로는 처리하기 어

렵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저장 및 처리가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빅데이터 파일 시스템은 수백 또는 수천 이상의 파일을 포함하

는 수백만 개의 디렉토리로 만들어진 트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이 요청되면 그 파일에 일치하는 메타데

이터를 얻기 위해 저장 장치에 여러 번 액세스 한다. 이러한 비효

율적인 SSD에 대한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해 항목 제거를 지원하

는 카운팅 블룸필터를 이용하여 메타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색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블룸필터와 카운팅 

블룸필터에 관한 배경지식과 차이점을 기술하고, 3장에서는 카운

팅 블룸필터를 사용한 디렉토리 탐색 기법을 제시하고, 마지막 4
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II. 블룸필터 versus 카운팅 블룸필터

1. 블룸필터

블룸필터는 통계적 특성을 가진 자료구조로서 많은 양의 데이

터를 줄여서 공간 효율적으로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블룸필터는 그림 1과 같이 해시 함수(hash function)들을 사

용하여 어떤 원소의 집합에 그 원소가 집합의 멤버에 속하느냐 속

하지 않느냐를 빠르게 계산해 줄 수 있다. 블룸필터의 기본적인 동

작은 다음과 같다 [1].
블룸필터는 어떤 집합    의 킷값을 비트벡터

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1970년 Burton Bloom에 의해 개발

되었다 [4]. 블룸필터는 m개의 비트로 구성되고, 모든 비트벡터는 

0으로 초기화되어있다. 블룸필터는 k개의 해시함수  

를 이용하여 나타난 결과 값을 블룸필터 비트벡터의 해당되는 비

트에 1로 바꾼다.

그림 1. 블룸필터 구조

Fig. 1. Bloom Filter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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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블룸필터가 구성되고, 이를 사용하여 이

후 진입돼는 메시지의 소속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게 된다. 메
시지가 주어지면, 이를 k개의 해시 함수에 적용하여 결과 값들을 

구하고, 이 결과 값들에 해당하는 블룸필터 인덱스의 bit 값이 모

두 1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모든 인덱스의 비트 값이 1
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 메시지는 멤버에 속하여 있다고 판단되

고, 이와 반대로 어느 하나라도 0이 있게 되면 이 메시지는 기존 

멤버가 아닌 신규로 진입한 메시지로 구분되게 된다.
하지만 특정 원소가 집합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모든 비트가 1

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긍정오류(false positive)라고 한다. C라

는 원소가 집합 S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집합 S에 속해 있는 원소

들이    비트가 1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긍정

오류가 존재한다.
긍정오류 발생확률은 집합의 항목 개수 (n) , 비트벡터의 길이

(m), 해시함수의 개수(k)에 따라 달라진다. 길이 m인 비트벡터에 

n개의 항목을 독립적인 k개의 해시함수를 사용해 입력했을 때, 특

정 위치의 한 비트가 0일 확률은  이다. 따라서 긍정

오류를 포함한 통과확률 P는 다음과 같다.

    


 ≈                 (1)

긍정오류를 포함한 통과확률은 비트벡터의 길이(m)이 증가하면 

감소하고, 집합의 항목 개수(n)이 증가하면 같이 증가한다.
위 수식 (1)에   ln × 을 대입하여 축약하면, 

   ln  가 되고, 다시   ln × 을 

대입하면  ≈ 를 얻을 수 있다 [2].
주어진 해시함수를 최적의 조건으로 사용할 경우, 크기 인자 

이 클수록 통과 확률은 낮아지게 된다. 해시함수 k의 개수는 

정수이므로, 실제 통과확률은 이론적인 확률과는 차이가 발생한다.

그림 2. 블룸필터의 항목 삭제

Fig. 2. element deletion of Bloom Filter

2. 카운팅 블룸필터

블룸필터의 단점은 항목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림 2에

서 원소 a를 삭제하여 2번째와 5번째 비트가 각각 0으로 변경되면 

원소 c는 블룸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 원소가 집합에 포함되어 있

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짓 음성(false negative)이 발생한다. 

그림 3. 카운팅 블룸필터 구조

Fig. 3. Bloom Filter Architecture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카운팅 블룸필터는 항목의 삽

입, 삭제를 위해 비트 배열을 카운터로 변경하여 해당 위치에 몇 

개의 원소가 입력되었는지를 표시해준다.

III. 향상된 블룸필터를 이용한 디렉토리 탐색 기법

1. B-a 필터

원소가 멤버에 속해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 블룸필터는 k메모

리 액세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향상된 블룸필터 B-a 필터는 멤버

쉽 체크를 두 번의 메모리 액세스를 필요로 한다. 전체 비트 벡터 

중 랜덤으로 선택된 k bits에 원소를 사상하는 대신에 워드의 k 
bits에 원소를 사상한다. 워드는 비트의 연속적인 블록이다.

그림 4. B-a Filter 구조

Fig. 4. B-a Filter Architecture

B-a 필터는 w 비트 길이의 l 개의 word로 이루어진 배열이다. 
전체 m 비트는  × 이다. 항목 e를 필터에 사상하기 위해 먼저 

e로부터 해시 bits를 얻고, B-a의 한 word에 log  해시 bits를 

사용한다. 이것을 B-a 필터에 e의 membership word라 부른다. 
word에 있는 k membership bits에 원소 e를 사상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해시 비트를 사용하여 그 결과 값을 해당 비트

에 1씩 증가 또는 감소시켜 위치한다. 여기서 전체 해시 비트는

log 가 된다. 예를 들어   ,   ,   , 
  라고 가정하면 32 해시 비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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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해시 비트

Fig. 5.   hash bit

1. 향상된 블룸필터의 긍정 오류 통과율

B-a Filter는 기존의 블룸 필터와 마찬가지로 거짓음성(false 
negative)는 없다. 수식 (2)의 F는 맴버가 아닌 항목을 맴버로 오

인하는 긍정 오류 이벤트이고, X는 동일한 membership word에 

사상된 항목에 대한 확률 변수이다. x는 [0, n]의 범위를 가진 정

수이고, n은 비트 벡터에 있는 항목의 수이다. k개의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X=x를 만족하는 조건부 확률은 식 (2)와 

같다.

       


                    (2)

X는 동일한 확률을 가진 l words에 사상된 각 n개 항목의 이항

분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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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긍정 오류 통과율 [5]은 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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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크기인자와 해시 함수에 따른 긍정 오류 비율

Fig. 6. Positive error rate based on the hash function and the 

size argument

주어진 해시함수를 최적의 조건으로 사용할 경우, 크기 인자 

이 클수록 긍정 오류 통과 확률은 그림 6처럼 낮아지게 된다.

IV. 결 론

블룸필터는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고도 많은 항목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블룸 필터는 항목 제거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항목 

집합 S가 동적으로 변화하는 경우에 항목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운 

비트벡터를 생성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을 제거하고 항목 삭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카운팅 

블룸 필터이다.
카운팅 블룸필터는 inc, dec와 같은 카운터 증가, 감소 연산과 

cmp명령을 통해 카운터가 최솟값이나 최댓값이 아닌지를 확인해

야 하고, 모든 비트 벡터에 대해 해시 함수를 돌려 여러 번 액세스

하기 때문에 동작시간과 공간이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B-a 필터는 

두 번의 메모리 액세스로 빠른 탐색과 효율적인 공간 할당이 가능

해진다.
향 후 연구에서는 B-a 블룸 필터의 긍정 오류 통과율을 줄이기 

위한 최적화된 해시 함수 k 값을 찾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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