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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정보의 디지털화와 휴 용 정보기기의 보편화로 휴 용 정보기기가 업무처리의 요한 수단이 되었고 처리해야하는 정보의 양 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휴 용 정보기기에서 무수한 디지털 정보를 효과 으로 처리하기 해 휴 용 정보기기에 합한 모바일 DBMS의 사용

이 요구된다. 한 휴 용 정보기기에서 데이터 장장치로서 보편 으로 사용되는 래시 메모리는 기존의 하드디스크에 비해 장 비용이 높

아 데이터 장에 있어 공간  제약을 받으며, 데이터 I/O에 따른 수명을 가짐으로서 사용성에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래시 메모리를 

장매체로 사용하는 DBMS가 보편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압축 데이터 리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압축 데이터 리 시스템의 연구

는 기 단계이며 몇 가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압축 데이터 리 시스템의 문제 을 해결하고, 추가 인 리방식을 

제안하여 새로운 압축 데이터 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키워드 : 휴 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압축, 래시메모리, 압축 데이터 리 시스템

Functional Improvement of the Compressed Data Management System 

for Mobile 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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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mobile computing devices are used popularly. And quantity of information on mobile computing devices is being increased due 

to digitalization of information. So it needs an embedded DBMS for effective information management. Furthermore, since flash memory 

having a restriction on the number of partial write cycles is rapidly deployed on mobile computing devices as data storage and is more 

expensive than the conventional magnetic hard disk, the compressed data management system(CDMS) has been considered as an effective 

storage management technique for mobile computing devices in previous research. However, the research of CDMS is at the initial stage 

and has several problems. Hence, in this paper, we present additional storage management methods to solve the problems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DMS for embedded 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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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최근 무선통신의 발달과 휴 용 정보기기의 발달로 업무처

리에 있어 휴 용 정보기기의 활용이 격히 늘어나고 있으

며 이러한 정보기기에서 데이터의 근성을 높이고 보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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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보들을 효율 으로 리, 처리하기 해 내장형 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의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

한, 높은 휴 성과 내구성,  력소모를 요구하는 휴

용 정보기기에서 부피가 작고 경량으로 소음과 진동이 없

으며 물리 인 충격에 강한 래시 메모리는 보편 인 장

장치로 사용된다[1, 4, 7, 13]. 이 래시 메모리는 기존의 하

드디스크에 비해 장 비용이 높고 데이터 I/O 횟수에 따른 

수명을 가진다는 단 으로 인해 효율 인 데이터 리가 필

요하다[3, 8, 9, 10]. 

이러한 필요로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장장치로 사용하는 

DBMS를 한 압축 데이터 리 시스템에 한 연구에 이

어 재 휴 용 정보기기에서 장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NAND형 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내장형 DBMS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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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시스템 구조 (나) CDMS를 이용한 구조

(그림 1) 래시 메모리를 사용한 정보기기에서 데이터교환 

데이터를 효율 으로 장하는 방법으로 압축 데이터 리 

시스템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2, 5, 6, 11, 12, 14, 15]. 

하지만 이 연구는 아직까지 기단계로써 추가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래시 메모리 기반 데이터 압축 리 시스템에 

한 연구  내장형 DBMS를 한CDMS(Compressed Data 

Management System)라는 압축 데이터 리 시스템이 제안

되었다[2]. 이러한 CDMS는 몇 가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DMS가 가지는 압축데이터를 리하기 해 

필요한 리정보의 양이 리정책에 따라 많은 메모리의 낭

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와 모바일 컴퓨  환경에서 쉽

게 야기될 수 있는 비정상 종료상황에서 데이터 손상 문제

를 보완하고 해결하기 한 추가 인 리방식을 제안한다. 

한, 실험을 통하여 새로운 리방식을 용한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기존 연구인 압

축 데이터 리 시스템(CDMS)에 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압축 데이터 리 시스템의 문제 을 확인하고 개선방법을 

제시한다. 4장에서 추가 인 압축 데이터 리방식을 제안

하고 5장에서는 각 리방식을 실험을 통해 비교한다. 마지

막으로 6장에서는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CDMS

이 장에서는 이 논문이 보완하고자 하는 압축 데이터 

리 시스템(CDMS, Compressed Data Management System)

에 해 기술한다. 먼  CDMS의 체 인 구조에 해 2.1

에서 기술한다. 그리고 CDMS의 리방식으로 압축된 데

이터의 크기에 따라 처리하는 동  기법과 가상의 슬롯을 

이용하는 정  기법을 2.2 에서 기술한다.

2.1 CDMS 구조

CDMS는 기존 DBMS의 변경 최소화를 해 DBMS의 스

토리지 리자와 일 시스템 사이에 치하게 된다. DBMS

는 기존에 일시스템으로 보내던 데이터를 CDMS에게 보

내게 되고 이것을 CDMS가 압축하여 일시스템에 보내게 

된다. (그림 1)은 기존 시스템과 CDMS의 데이터 교환을 나

타낸 것이다[2].

(그림 1)의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시스템은 모바

일 DBMS에서 일을 리하기 해 데이터를 읽고 쓰는 것

에 한 요청을 일시스템에 하게 된다. 이때 모바일 DBMS

와 일시스템 두 계층 사이의 데이터 교환은 DBMS가 정의

한 페이지 단 의 일 I/O를 사용한다. 하지만 CDMS를 이

용한 구조는 (그림 1)의 (나)와 같이 DBMS의 데이터 일

에 한 근  처리를 CDMS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모바일 DBMS는 기존의 일시스템에 요청한 것과 동일하

게 페이지 단 의 데이터 I/O를 사용하여 CDMS에게 요청하

면 CDMS는 추가 인 처리를 자체 으로 함으로 압축을 

용시켜 일 시스템과 바이트 단 의 일 I/O를 통해 데이

터 교환을 하여 DBMS의 요청을 처리한다. 따라서 모바일 

DBMS의 데이터 일은 압축된 블록들로 구성되지만 DBMS

는 압축되지 않은 데이터 일에 근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데이터 일에 한 근요청을 CDMS에 할 수 있다.

(그림 2)는 CDMS의 체 인 구조도이다[2]. (그림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CDMS는 DBMS가 요청한 데이터를 

압축된 데이터 일에서 찾기 해 데이터 일 내부에 매핑

정보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 매핑정보는 논리  블록번호, 

압축된 블록의 치나 크기 정보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매

핑정보를 이용해 압축되지 않은 상태의 데이터 일과 압축

된 데이터 일의 매핑이 가능해진다. 이때 매핑정보에 포함

된 블록번호는 압축되지 않은 상태의 데이터 일을 논리  

블록의 크기(페이지)로 분할했을 때의 할당된 번호이다.

한 CDMS는 데이터 일 내부에 자유 역정보를 포함

시키고 있다. 이 자유 역정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기

게 된다. 압축된 데이터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DBMS에 의

해 갱신되어 다시 쓰기를 수행할 때 CDMS에 의해 해당 데

이터가 포함된 블록은 다시 압축되어 데이터 일 내에 

장하게 된다. 이때 다시 압축된 블록은 갱신되기  압축된 

상태의 블록크기와 동일한 크기를 가진다는 것을 보장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압축된 블록이 갱신되어 다시기록 

되어야 할 때는 기존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보다 작을 때

는 기존 치가 아닌 일 내 새로운 공간에 장되어야 하

고, 기존 데이터가 존재하던 공간은 다른 새로운 압축된 블

록의 쓰기를 해 장 가능한 공간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한 기존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보다 클 경우는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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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DMS를 사용한 DBMS의 데이터읽기, 쓰기 요청처리 차

DBMS의 데이터읽기 요청 DBMS의 데이터쓰기 요청

1) 요청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압축된 블록의 치 검색

2) 검색된 치의 블록 읽기

3) 읽어진 블록의 압축해제

4) 압축해제 된 데이터를 DBMS에 반환

1) 요청된 데이터 압축

2) 장 가능한 빈 공간 검색

3) 검색된 빈 공간에 압축된 블록 쓰기

4) 매핑정보 갱신

5) 자유 역정보 갱신

(그림 2) CDMS의 구조

부분을 장 가능한 공간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게 발

생된 재사용이 가능한 공간의 표시를 해 자유 역정보에 

빈 공간에 한 정보를 장하여 리하게 된다.

이 게 구성된 CDMS는 압축된 블록에 한 쓰기를 진

행할 때 자유 역정보를 이용해서 발견된 빈 공간에 압축된 

블록을 장하게 된다. 장하는 블록은 매핑정보에 추가함

으로 CDMS는 매핑정보와 자유 역정보를 활용해 DBMS가 

요구하는 데이터에 한 검색과 장이 가능하다. 기본 인 

DBMS의 데이터 읽기 쓰기 명령에 한 CDMS의 처리 차

는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2].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데이터읽기 요청 시에는 매핑정

보를 이용해 치를 찾아 읽어 와서 압축해제를 한 후 돌려

주게 된다.  데이터쓰기 요청 시에는 데이터를 압축하여 

쓸 수 있는 빈 공간을 찾아 압축된 데이터를 장하고 그 

정보를 매핑정보에 입력하게 된다. 그리고 그 후 자유 역

정보를 갱신하게 된다. 자유 역정보 갱신은 사용된 빈 공

간을 삭제하고, 이  데이터를 바꾸는 작업이면 이  데이

터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빈 공간으로 자유 역정보에 추

가함으로 이루어진다.

2.2 압축데이터 리기법

CDMS는 압축된 데이터들의 효율 인 리를 해 두 

가지 리기법, 동 기법과 정 기법을 제안하 다. 동  기

법은 압축된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동 으로 처리하는 방식

이다. 이 방식은 CDMS가 데이터 쓰기의 요청을 받았을 때 

그 데이터의 압축된 블록이 장을 하고자 하는 공간은 무

조건 블록 체가 모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공간이면서, 

다른 공간보다 앞쪽의 공간이다. 이 조건에 맞는 빈 공간을 

찾아 압축된 블록 체를 쓰게 된다. 이러한 리방식은 빈 

공간 없이 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반 로 1바이트라

도 모자라면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압축된 블록이 

들어가지 못해 계속 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빈 공간이 생기

게 된다. 이로 인해 공간의 낭비와 자유 역정보의 증가를 

래할 수 있다. CDMS의  하나의 리방식은 정  기법

이다. 이 방식은 빈 공간의 증가를 막기 한 방법으로 가

상의 슬롯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상의 슬롯을 이용함

으로 데이터 일을 논리 으로 고정된 슬롯 크기로 나 어 

압축된 블록을 장하게 된다. 즉, 일의 내부를 같은 크기

의 슬롯으로 논리 으로 분할하여 압축된 블록을 장할 때 

이 슬롯에 장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방식을 사용함으

로 슬롯 안에 내부 인 빈공간이 생기지만 데이터의 처리가 

슬롯단 로 가능해져서 리가 편리하면서 효율 이게 된

다. 정  기법은 장할 때 가상의 슬롯 크기로 장하게 

된다. 따라서 갱신할 때 발생하는 빈 공간도 슬롯 크기를 

가지게 된다. 이로 인해 정  기법은 데이터의 입출력  

빈 공간 리를 슬롯 형태로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기법은 슬롯 안에 사용하지 못하는 빈 공간이 존재하는 등

의 단 이 존재한다.

3. CDMS 개선

CDMS는 압축된 데이터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해 자

유 역정보와 매핑정보가 추가 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 

추가 인 정보의 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

게 된다.

먼  자유 역정보의 추가, 삭제가 발생하면서 자유 역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의 무분별한 증 를 가져오게 된

다. 이러한 문제를 방하기 해 한 자유 역정보의 

리가 필요하게 된다.

자유 역정보의 리를 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

은 첫 번째로, 데이터의 마지막 정보(DATA_END)를 별도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자유 역정보 테이블에 장되

어야 할 일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정보를 장하지 않

고, 데이터의 마지막 정보(DATA_END)를 갱신함으로 테이

블의 사용을 이게 된다. 이것은 CDMS가 갱신할 때, 앞쪽

의 자유 역부터 채우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

반 으로 마지막 부분이 자유 역으로 반환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자유 역정보 

리를 해 제안하는 두 번째 방법은 연속되는 자유 역을 검

사하여 통합함으로 추가되는 자유 역이 기존에 있던 자유

역에 연속 인 경우 기존의 자유 역 정보를 갱신하는 방법

으로 추가하게 되어 테이블의 사용을 이게 한다.

한 CDMS의 추가정보 처리에는 비정상 종료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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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CDMS를 사용한 DBMS의 데이터쓰기 요청처리 차

DBMS의 데이터쓰기 요청 처리 차

1) DBMS의 쓰기 요청된 데이터 압축
2) 자유 역리스트의 첫 자유 역으로부터 압축된 블록 쓰기
3) 사용된 자유 역정보 삭제
4) 매핑정보 갱신
5) 자유 역정보 추가 (데이터 갱신 시에만 발생)

자유 역정보의 손상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심각할 경우 

데이터 일의 무결성을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를 들

어 데이터 갱신 시 자유 역정보를 갱신(추가/삭제)한 후 매

핑정보를 갱신하는 차를 따른다면, 자유 역정보를 추가

한 후 비정상 종료가 되었을 때 매핑정보에 존재하는 유효

한 구역이 자유 역정보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게 된다. 이때 

자유 역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 정보로 데이터를 쓰고 

문제가 발생되어 처리되지 않은 매핑 정보의 구역정보가 다

시 자유 역정보가 되었을 때 먼  쓰인 데이터를 잃게 된

다. 따라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해 본 논문에서

는 자유 역정보의 갱신의 순서를 삭제 후 추가로 정하고, 

매핑정보의 갱신을 자유 역정보 삭제 다음에 수행되는 

차를 제안한다. 즉 처리 차는 자유 역정보 삭제, 매핑정보 

갱신, 자유 역정보 추가의 순서이다.

<표 2>는 이러한 리를 반 한 CDMS의 데이터쓰기 요

청처리 차이다. 

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유 역정보  처음 치부터 

데이터 쓰기가 수행되므로 기존방식의 CDMS와 달리 자유

역검색을 한 시간 소모와 자유 역정보를 담고 있는 테

이블이 무한 로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비정상 

종료에 체하기 해 자유 역과 매핑정보에 한 처리 순

서가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CDMS는 압축된 블록에 한 쓰기를 진행할 때 

자유 역정보를 이용해서 발견된 자유 역에 압축된 블록을 

장하게 된다. 장하는 블록은 매핑정보에 추가함으로 

CDMS는 매핑정보와 자유 역정보를 활용해 DBMS가 요구

하는 데이터에 한 검색과 장이 가능하다. 한 CDMS의 

데이터쓰기 차는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한다. 다시 말해 어

떠한 상황에서 비정상 종료를 하더라도 데이터 일의 손상과 

완료되기 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은 먼  갱신

이 요청된 데이터를 기존의 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에 장하

고 매핑정보와 자유 역정보의 갱신 차를 통해 같은 구역

이 각각의 정보에 첩되지 않도록 함으로 가능하게 된다.

4. 압축 데이터 리기법

이 장에서는 압축된 데이터들의 효율 인 리를 해 

CDMS에 용된 2가지 리방식 외에 추가 으로 2가지 

리방식을 소개한다. 여기서 CDMS에서 소개되어진 리방

식을 정  연결 리방식, 동  연결 리방식이라 명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리방식을 정  분리 리방

식, 동  분리 리방식이라 명한다. 먼  정  분리 리방

식을 4.1에서 기술하고 그 후 동  분리 리방식을 4.2에서 

기술한다.

4.1 정  분리 리 방식

정  분리 리방식은 기존 CDMS에서 제안된 정  연

결 리방식과 다르게 데이터 쓰기 요청을 받았을 때 앞쪽

의 빈 공간을 차례로 데이터를 나눠서라도 채워가는 방식이

다. 다시 말해 연속된 공간에 써야 할 데이터가 연속된 공

간을 만난다면 그곳에 연속 으로 쓸 수 있지만 그 지 않

다면 먼  빈공간의 크기만큼 쓰고 나머지는 다음 빈 공간

에 쓰게 된다.

다음은 정  분리 리방식을 사용한 새로운 CDMS의 

쓰기 차이다.

CFM_Write(File Descriptor fp, Buffer buf, Data Size n) 

1)  page_number = 


   
  // calculate the page 

number for a requested page

2)  m_info = Map(page_number) // get the mapping information 

for a requested page

3)  compressed_data = CompressData(buf, n) // compresse 

the requested page data 

4)  tmp_location =  first_location = CFMFreespace() // get 

the first free space 

5)  while (￢isEmpty(compessed_data))

6)     if (size of compressed_data <= size of a slot)

7)         LF=0, LP= 0 // set link flag and link point to 

zero

8)         // save LF, LP and compressed_data on first_location

9)         CFMWrite(first_location, LF, LP, compressed_data)

10)        // remove the information of first location from free 

space table

11)        CFMFreeDel(first_location) 

12)        compressed_data = null

13)    else 

14)        second_location = CFMFreespace() // gets the next 

free space in a data file

15)        LF=1, LP=second_location

16)        CFMWrite(first_location, LF, LP, CFMsplit(compressed_

data, as size of a slot))

17)        CFMFreeDel(first_location) 

18)        first_location = second_location

19)        compressed_data =- CFMSplit(compressed_data, as 

size of a slot)

20)    end if

21)  end while    

22)  // update mapping information

23)  CFMMapping(page_number, tmp_location, size of orignal 

compressed data) 

24)  // update free space information

25)  if (￢isEmpty(m_infor)) 

26)    do while (￢(m_infor.slot_number->LF) =0) 

27)        CFMFreeAdd(m_infor.slot_number)

28)        m_infor.slot_number = m_infor.slot_number->LP

29)    end while

30)  end if

이러한 정  분리 리방식은 정  연결 리방식처럼 압

축된 데이터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매우 어지고, 리에 있어서 논리  슬롯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슬롯 내에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한 리를 무시

하는 등 세 한 리가 필요하지 않아 리  처리가 간편

하다. 한 이 방식은 크기에 상 없이 앞쪽에 있는 빈 공

간부터 채워나감으로써 공간효율성이 정  연결 리방식보

다 높아지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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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동  분리 리방식

동  분리 리방식은 압축된 데이터들에 맞는 공간만을 

찾다가 빈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것을 제거하고자 압축된 데

이터를 나눠서 앞쪽의 빈 공간부터 채워 가는 방식이다. 연

속된 공간에 써야 할 데이터가 처음에 연속된 공간을 만난

다면 그곳에 연속 으로 쓸 수 있지만 그 지 않다면 먼  

빈공간의 크기만큼 쓰고 나머지는 다음 빈 공간에 쓰게 된

다. 이 때 나눠지는 데이터는 나눠진 블록에 한 정보를 

자체 으로 보유하게 된다. 를 들어 압축된 데이터가 3개

의 블록으로 나눠졌다면, 매핑정보에는 첫 블록의 시작 치

와 체 블록의 크기정보를 가지고 있다. 첫 블록은 다음 

블록의 시작 치 정보와 다음의 블록 크기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블록 한 다음 블록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마지

막 블록인 세 번째 블록은 압축된 데이터의 체 크기를 가

지고 있게 된다.

다음은 동  분리 리방식을 사용한 새로운 CDMS의 

쓰기 차이다.

CDMS_Write(File Descriptor fp, Buffer buf, Data Size n) 

1)  page_number = 
   

  

2)  m_info = Map(page_number) 

3)  compressed_data = CompressData(buf, n)

5)  // gets the first free space in a data file with its size

4)  temp_location = first_location = CFMFreespace() 

5)  while (￢isEmpty(compessed_data))

6)     if (size of compressed_data <= first_location.size)

7)        // set next block base and  next block size

8)        NB=0, NS= size of compressed_data

9)        CFMWrite(NB, NS, compressed_data, first_location.

base) 

10)       CFMFreeDel(first_location) 

11)       compressed_data = null

12)       // add remained free space of first_location into free 

space table

13)       temp_size = size of compressed_data

14)       CFMFreeAdd(first_location+temp_size, first_location.size 

- temp_size)

15)    else 

16)       second_location = CFMFreespace() // gets the 

next free space in a data file

17)       NB=second_location.base, NS = size of compressed_data 

- first_location.size

18)       CFMWrite(NB, NS, CFMSplit(compressed_data, 

first_location.size), first_location)

19)       CFMFreeDel(first_location) 

20)       first_location = second_location

21)       compressed_data =- CFMSplit(compressed_data, first_

location.size)

22)    end if

23)  end while    

24)  // update mapping information

25)  CFMMapping(page_number, temp_location, size of orignal 

compressed data) 

26)  // update free space information

27)  if (￢isEmpty(m_infor)) 

28)    do while (￢(m_infor.base->NB) =0) 

29)       CFMFreeAdd(m_infor.base, m_infor.size)

30)       m_infor.base = m_infor.base->NB

31)    end while

32)  end if

이러한 동  분리 리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일의 빈 공

간을 앞에서부터 차례로 채워 나가기 때문에 빈 공간을 획

기 으로 일 수 있다. 따라서 일 용량의 효율 인 리

가 가능함으로 공간효율성이 높아지는 장 이 있다. 하지만 

무 잘게 세분화 될 수 있는 단 이 있다. 동  연결 리

방식에서는 빈 공간이 1바이트라도 모자라면 사용하지 못해 

낭비되고, 동  분리 리방식은 무 잘게 세분화 되어 여

러 부분을 읽어야 되어서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5. 성능 평가

이 장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새로운 CDMS의 타당

성을 검증한 실험결과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이 실험을 

하여 이엠웨어(주)의 MobileLite-LINUX 환경을 사용하

다. 실험을 통해 기존 DBMS와 CDMS를 사용한 DBMS의 

차이를 확인하고 나아가 모바일 환경인 래시 메모리상에

서의 결과를 측 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실험은 실제로 

상용화 되어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DBMS인 이엠웨어(주)

의 MobileLite와 DBMS를 검증하기 한 테스트 로그램

을 사용하 다. 이 테스트 로그램은 DBMS에게 많은 질

의문을 넣어 실행하면서 그 결과를 검증하는 로그램이다. 

5.1 에서는 실험의 결과와 결과 분석을 기술하고, 5.2 에서

는 설계방식과 실험을 바탕으로 각 리방식 특징을 정리하

여 기술한다.

5.1 실험 결과  분석

실험은 실제로 운 되고 있는 DBMS인 이엠웨어(주)의 

MobileLite에 CDMS를 추가하여 MobileLite Test 로그램

을 실행시켜 도출한 결과이다. 비교 상은 각 리방식을 

용한 CDMS가 용된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이다. 여기서 

각 리방식은 정  연결 리방식, 정  분리 리방식, 동

 연결 리방식, 동  분리 리방식이고 정 기법은 추

가 으로 슬롯크기를 512bytes, 1Kbytes, 2Kbytes, 3Kbytes, 

4Kbytes, 5Kbytes, 6Kbytes, 7Kbytes, 8Kbytes로 나 어 각

각 테스트 한다.

(그림 3)은 각 리방식마다 Test 로그램이 완료되는 

시간을 측정한 실험이다. 이 실험을 통해 CDMS를 사용한 

시스템이 평균 으로 속도 면에서 기존 시스템보다 40%의 

추가 시간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동  기법이 

정  기법보다 일반 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CDMS를 사용함으로 데이터에 한 압축처

리 시간과 압축된 데이터의 리를 한 리정보 처리시간

에 의해 속도 면에서의 성능 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정  기법은 슬롯방식을 사용함으로 인해 압축된 데이

터의 장과 검색, 리가 편리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동  

기법보다 성능이 향상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아래 (그림 4)는 각 리방식마다 Test 로그램이 완료

된 시 에서의 데이터를 장하고 있는 일 크기를 측정한 

것이다. 이 실험을 통해 기존방식보다 40%정도 은 공간을 

사용하여 CDMS의 사용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한 3k에

서 정  기법은 다른 비슷한 슬롯 크기보다 나쁜 성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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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존방식과 제안된 CDMS방식의 Test 로그램 소요

시간 비교

(그림 4) Test 로그램 실행 후 기존방식과 제안된 CDMS 방

식의 일크기 비교

(그림 5) Test 로그램 실행 후 생성된 CDMS 리 일의 빈 

공간 크기 비교

(그림 6) Test 로그램 실행 후 자유 역정보에 빈 공간 정보

의 개수

이는데, 이것은 정  기법에서 잘못된 가상 슬롯 크기 선택

이 나쁜 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보여 다. 본 실험에서는 

DBMS의 페이지 쓰기 단 는 8Kbytes로 설정하 다. 이는 

압축된 페이지들이 평균 으로 3Kbyte가 약간 넘는 크기로 

압축되어 3Kbyte크기의 슬롯을 사용한 경우 슬롯의 낭비가 

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정  기법에서는 

슬롯 크기 선정이 성능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5)는 각 리방식마다 Test 로그램이 

완료된 시 에서의 데이터를 장하고 있는 일 내부에 차

지하고 있는 빈 공간을 측정한 것이다. 즉 자유 역정보에 

장되어 있는 빈공간의 합이다. 이 실험을 통해 일반 으

로 동  연결 리방식이 가장 리가 나쁜 것을 알 수 있

다. 반면에 슬롯을 차지하는 정  기법은 슬롯에 크기에 따

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 으로 리가 잘 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보인 (그림 4)에서 빈 공간을 많이 

가지는 동  연결 리방식보다 정  기법들의 일크기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정  기법이 슬롯 안에 자유

역정보에 등록되지 않는 빈 공간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앞서 슬롯을 사용함으로 인해 자유 역정보를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는 장 이 있을 것을 상했다. 그것을 확인하기 

하여 테스트 로그램을 실행 시킨 후의 자유 역정보에 

빈 공간 정보 개수를 확인하여 보았다. (그림 6)은 자유 역

정보에 장되어 있는 빈 공간 정보의 개수를 보인 것이다. 

(그림 6)을 통하여 정  기법이 자유 역정보에서 빈 공

간의 정보가 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와 (그림 6)

을 통해 정 기법의 실험항목  6k, 7k, 8k에 해당하는 빈 

공간 정보의 개수가 같고 빈 공간이 차지하는 일내부의 

공간비율이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압축된 데이터

가 모두 6Kbyte 이하의 크기로 압축되었기에 6Kbyte 이상

의 슬롯크기를 사용한 정 기법에서 동일한 슬롯의 개수가 

사용되어 와 같이 동일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 실험을 

통해 정  기법이 동  기법에 비해 빈 공간 정보가 효율

으로 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슬롯의 크기가 작

아지면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범 가 어들어 빈 공간

의 정보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의 일련의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CDMS을 검증하고 각 리방식의 특성을 실험을 통해 알아

보았다. CDMS를 사용함으로 인해 평균 40%의 공간 약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슬롯을 사용함으로 인해 

빈 공간의 리가 효율 으로 이 지는 것과 잘못된 슬롯 

크기의 선택으로 기존보다 더 나쁜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5.2 분석 결과

앞에서 설명한 동  기법과 정  기법은 슬롯의 사용유무

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다. 정 기법은 슬롯을 사용하기 때

문에 리가 쉽고 간단하다. 따라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모바일 DBMS를 한 압축 데이터 리 시스템의 기능 고도화  739

<표 3> 새로운 CDMS의 각 리방식 장단  비교

리방식 장 단

정  연결

￭ 압축된 data의 크기가 비슷한 경우 매우 효과 이다 
(vs. 동 )

￭ 슬롯을 사용하기 때문에 리가 잘 됨 (vs. 동 )
￭ 연속된 공간에 장 할 수 있다 
(단일 read operation으로 read가능) (vs. 분리)

￭ 리자의 환경설정에 의존  (Slot Size) (vs. 동 )
￭ 내부 단편화 발생 (vs. 동 )
￭ 특정 사이즈 이하의 Free Space가 계속해서 사용되지 않고 남을 
수 있다 (vs. Minimizing) 

정  분리

￭ 압축된 data의 크기가 비슷한 경우매우 효과 이다 
(vs. 동 )

￭ 슬롯을 사용하기 때문에 리가 잘 됨. (vs. 동 )
￭ 앞쪽 빈 공간부터 모두 채워나감으로써 공간효율성이 높다
(vs. 연결)

￭ 리자의 환경설정에 의존  (Slot Size) (vs. 동 )
￭ 내부 단편화 발생 (vs. 동 )
￭ 슬롯 크기보다 큰 data는 분할 장됨
(분할된 Data는 분리된 read/write필요) (vs. 연결)

￭ 추가 링크정보 필요(vs. 연결)

동  연결

￭ 연속된 공간에 장 할 수 있다
(단일 read operation으로 read가능) (vs. 분리)

￭ 내부 단편화가 없다 (vs. 정 )
￭ 리자의 환경설정에 의존
(SLOT_SIZE 환경변수에 향 없음) (vs. 정 )

￭ 압축된 Data의 미묘한 크기 차이로 균일하지 않는 Free 
Space가 발생하여 리가 어렵다 (vs. 정 )

￭ 특정 사이즈 이하의 Free Space가 계속해서 사용되지 
않고 남을 수 있다 (vs. 분리)

동  분리

￭ 앞쪽 빈 공간부터 모두 채워나감으로써 공간효율성이 높다
(vs. 연결)

￭ 내부 단편화가 없다 (vs. 정 )
￭ 리자의 환경설정에 independent 
(SLOT_SIZE 환경변수에 향 없음) (vs. 정 )

￭ 압축된 Data의 미묘한 크기 차이로 균일하지 않는 Free 
Space가 발생하여 리가 어렵다. (vs. 정 )

￭ 하나의 데이터가 분할 장될 수 있다 
(분할된 Data는 분리된 read/write필요) (vs. 연결)

￭ 추가 링크정보 필요(vs. 연결)

압축률의 차이로 크기가 달라지는데, 이때 정 기법은 달라

진 크기로 연산하는 것이 아니라, 슬롯으로 연산하게 되어 

다른 크기를 가지는 데이터들을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슬롯의 사용으로 인해 슬롯 내부에 빈 공간이 

발생한다. 한 한 슬롯의 크기를 설정해야 한다. 반면

에 동  기법은 슬롯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슬롯 내부에 발

생하는 빈 공간이 없어지므로 크기를 획기 으로 일 수 

있다. 하지만 동 기법은 각각의 블록에 맞게 바이트 단

로 처리되기 때문에 1바이트의 차이도 허용되지 않아 최악

의 경우 갱신되는 데이터가 모두 DATA_END 뒤쪽으로 쓰

이게 되어 갱신되기  데이터가 장되어 있는 곳은 모두 

빈공간이 되어 데이터 크기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각 

기법들은 이러한 정  기법과 동  기법의 기본 차이를 가

지면서, 내부 으로 연결과 분리 2가지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각 방식들도 각각의 장단 을 가지고 있다. 먼  연

결 방식은 데이터를 연속된 공간에 장하여서 단일 read 

시스템콜로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게 한다. 반면에 분리 방

식은 앞쪽의 빈 공간부터 모두 채워나감으로써 공간효율성

이 높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나눠진 데이터끼리는 링크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표 3>은 에 설명한 각 리방식의 장단 을 표로 나

타낸 것이다.

<표 3>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  기

법의 장 은 정  기법의 단 이 되고, 정  기법의 장 은 

동  기법의 단 이 되는 사실이다. 이것은 어떤 특정 리

방식이 다른 리방식보다 항상 우수하지 않고 사용되는 환

경에 따라 우수한 리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환경은 동 기법일 경우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인 

갱신이 잘 일어나지 않고, 한번 쓰기를 실행한 후 읽기만 

계속 으로 이용하는 DBMS의 경우나 갱신이 일어나도 

같은 크기의 압축된 블록이 발생 되는 경우가 될 것이다. 

반면에 정 기법은 그 반 의 경우인 갱신이 빈번하게 일어

나면서 압축된 블록의 크기가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합한 

리방식이 될 것이다. 다른 크기의 압축된 블록으로 갱신

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빈 공간이 계속 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는 슬롯을 사용하여 빈 공간의 

리가 효율 인 정 기법이 권장될 것이다.

6. 결  론

래시 메모리가 본질 으로 가지는 여러 장 들로 하드

디스크를 체하여 다양한 휴 용 정보기기에서 장장치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비용과 크기의 문제로 인해 

장공간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데이터 I/O 횟수에 따

른 수명을 가진다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한 방법으로 래시 메모리를 한 압축을 이용한 DBMS

의 효율 인 데이터 리가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이

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으로 데이터 무결성을 지키면서 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고, 추가 인 리방식을 제안

하 다. 한 각 리방식을 비교 분석하여서 용 환경의 

특성에 따라 더 효율 인 리를 할 수 있도록 기술하 다. 

이러한 압축데이터 리 시스템을 사용함으로 성능 평가를 

통해서 검증 하 듯이 데이터베이스가 압축되지 않은 상태

로 장되는 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획기 인 장 공간

의 약을 가져온다. 한 장매체에 써야 되는 데이터를 

임으로 데이터 I/O의 횟수를 여 다. 이것은 제한 인 

쓰기 횟수를 가지는 래시 메모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

과가 있다. 추가 으로 압축을 통해 데이터를 변형하기 때

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압축되지 않은 상태로 장되어 쉽게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한다. 한 CDMS는 모

바일 DBMS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 인 DBMS에도 사용

될 수 있다. 한 DBMS에만 국한되지 않고 장매체로의 

입출력이 필요한 다른 응용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정보가 계속 으로 늘어나고 있는 재, 사용하기 편리하

지만 비용과 자기디스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는 래시 메

모리의 등장으로 더 이상 정보를 특별한 리 없이 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보의 장을 



740  정보처리학회논문지 D 제15-D권 제6호(2008.12)

효율 으로 리하기 해서는 계속 인 압축 데이터 리 

시스템에 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기한 문제  외에도 재 압축 데이터 리 시스템에서 

고정시킨 매핑정보와 자유 역정보 크기의 유동 인 리 

등이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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