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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NAND 래시 메모리는 하드 디스크에 비해 작고, 속도가 빠르며,  력 소모 등의 장 을 가지고 있어 차세  장 매체로 각 받

고 있다. 그러나 쓰기- -소거 구조, 비 칭 연산 속도  단 와 같은 독특한 특징으로 인하여, 디스크 기반의 시스템이나 응용을 NAND 

래시 메모리 상에 직  구 시 심각한 성능 하를 래할 수 있다. 특히 NAND 래시 메모리 상에 B-트리를 구 할 경우, 코드의 잦은 삽

입, 삭제  재구성에 의한 많은 양의 첩 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격한 성능 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성능 하를 피

하기 해 μ-트리가 제안되었으나, 잦은 노드 분할  트리 높이의 빠른 신장 등의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갱신 연산을 해 특정 단말 노드에 해당하는 로그 노드를 할당하고, 해당 로그 노드에 있는 변경된 데이터를 한 번의 쓰기 

연산으로 장하는 로그 기반의 B-트리(LSB-트리)를 제안한다. LSB-트리는 부모 노드의 변경을 늦추어 추가 인 쓰기 연산의 횟수를 일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한 키 값에 따라 데이터를 순차 으로 삽입할 때, 로그 노드를 새로운 단말 노드로 교환함으로써 추가 인 쓰기 

연산의 횟수를 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비교 실험을 통하여 μ-트리와 비교함으로써 LSB-트리의 우수성을 보인다.

키워드 : 래시 메모리, 인덱스 구조, 색인 구조, B-트리, 로그 구조

Log-Structured B-Tree for NAND Flash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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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NAND flash memory is becoming into the spotlight as a next-generation storage device because of its small size, fast speed, 

low power consumption, and etc. compared to the hard disk. However, due to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such as erase-before-write architecture, 

asymmetric operation speed and unit, disk-based systems and applications may result in severe performance degradation when directly 

implementing them on NAND flash memory. Especially when a B-tree is implemented on NAND flash memory, intensive overwrite 

operations may be caused by record inserting, deleting, and reorganizing. These may result in severe performance degradation. Although μ

-tree has been proposed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it suffers from frequent node split and rapid increment of its height.

In this paper, we propose Log-Structured B-Tree(LSB-Tree) where the corresponding log node to a leaf node is allocated for update 

operation and then the modified data in the log node is stored at only one write operation. LSB-tree reduces additional write operations by 

deferring the change of parent nodes. Also, it reduces the write operation by switching a log node to a new leaf node when inserting the 

data sequentially by the key order. Finally, we show that LSB-tree yields a better performance on NAND flash memory by comparing it 

to μ-tree through various experiments.

Keywords : Flash Memory, Index Structure, B-Tree, Log-Structure

1. 서  론 1)

비휘발성 장 매체인 NAND 래시 메모리는 하드 디

스크에 비해 작고, 가볍고, 데이터에 한 근이 빠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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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소모가 고, 온도나 외부 충격에 뛰어난 내구성을 가지

며, 소음이 없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장  때문에 

휴 용 화기, 개인용 단말기(PDA), 노트북 컴퓨터와 같은 

이동 컴퓨  장비에 장 장치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

근에는 하드 디스크를 체할 장 매체로 주목 받고 있다.

래시 메모리는 하드 디스크와 다르게 다음과 같은 독특

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자리 갱신(in-place update)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갱신 연산이 일어나는 페이지에 첩 

쓰기(overwrite)를 수행할 경우 해당 블록을 소거한 후에 데

이터를 기록하여야 한다. 둘째, 읽기·쓰기·소거 연산의 수행 

속도가 다르다. <표 1>과 같이 읽기 연산이 가장 빠르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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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산(단 )

블    록        

읽   기

(페이지)

쓰   기

(페이지)

소   거

(페이지)

소 블록

(64M × 8Bit)
15μs 200μs 2ms

 블록

(2G,4G,8G × 8Bit)
25μs 200μs 1.5ms

<표 1> NAND 래시 메모리 연산 속도[1,2]

(그림 1) Wandering 트리 삽입 제

거 연산이 가장 느리다[1, 2]. 셋째, 읽기·쓰기 연산은 페이지 

단 로 수행하고, 소거 연산은 블록 단 로 수행한다. 이같

은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읽기 연산에 비해 상 으로 

느린 쓰기·소거 연산이 많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설계시 성

능 하를 래하게 된다[7, 8].

하드 디스크 기반의 색인 구조인 B-트리는 구조 으로 

균형이 잘 잡 있어 삽입 ·삭제 ·갱신 연산이 빈번하게 발

생하여도 빠른 검색 속도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

에서 리 사용되었다[5, 6]. 그러나 래시 메모리를 장 

매체로 일정 페이지에 첩 쓰기가 잦은 B-트리를 구축하

게 되면 제자리 갱신이 불가능하여 읽기 연산에 비해 상

으로 느린 쓰기 ·소거 연산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시스템 성능 하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읽기 연산을 

많이 수행하더라도 쓰기 ·소거 연산을 이는 방식의 NAND 

래시 메모리에 특징을 고려한 새로운 B-트리 설계가 필요

하게 되었다[3, 4, 9, 10, 11].

NAND 래시 메모리를 한 색인 구조로 BFTL[9], Wandering 

트리[3], μ-트리[4] 등이 제안되었다. 여기서 BFTL은 B-트

리 구축 시 발생하는 쓰기 연산을 이기 해 변경되는 데

이터를 약 버퍼(reservation buffer)에 모아 두었다가 한 

번의 쓰기 연산으로 처리한다. 이는 다수의 쓰기 연산을 한 

번의 쓰기 연산으로 처리하여 시스템의 성능 향상시켰지만, 

갑작스런 원 차단 시 약 버퍼에 장된 키 값, 코드 

포인터 등과 같은 실제 데이터가 모두 지워지는 치명 인 

문제 을 가지고 있다. 한 약 버퍼에 장되는 실제 데

이터와 노드 사상 정보를 값비싼 메모리에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 인 측면에서도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가지는 BFTL은 메모리가 제한 인 임베디드 장

비에 합하지 못하여 실제 구 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Wandering 트리와 μ-트리는 BFTL과 다르게 버퍼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데이터를 래시 메모리에 직  장하는 

방식의 색인 구조이다. 여기서 Wandering 트리는 갱신 연산 

시 변경되는 모든 노드를 래시 메모리에 새로운 페이지를 

할당하여 장한다. 이처럼 변경되는 모든 노드를 장하기 

때문에 쓰기 연산이 많이 수행된다. 이러한 쓰기 연산을 

이기 해 μ-트리는 갱신 연산이 발생 시 변경되는 노드를 

래시 메모리의 한 페이지에 모아서 한 번의 쓰기 연산으

로 장한다. 그러나 μ-트리는 B-트리에 비해 페이지를 비

효율 으로 리하기 때문에 검색 성능 하되고, 구조 으

로 노드 분할과 트리 신장이 빈번하게 일어나 추가 인 쓰

기 연산이 많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μ-트리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갱신 연산이 일어나는 B-트리의 단말 노드에 로그 노드를 

할당하여 변경되는 데이터를 한 번의 쓰기 연산으로 장하

고, 상  부모 노드의 변경을 최 한 늦추어 시스템의 성능

을 향상 시킨 NAND 래시 메모리를 한 로그 기반의 

B-트리(LSB-Tree: Log-Structured B-Tree)를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인 

NAND 래시 메모리를 한 색인 구조에 해 알아보고 

문제 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색인 

구조인 LSB-트리를 기술하고, 4장과 5장에서는 련 연구

인 μ-트리와 수학  모델을 통하여 비교하고, 성능을 측정

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향후 연구 방향에 

해 기술한다.

2. 련 연구

2.1. Wandering 트리

Wandering 트리[3]는 NAND 래시 메모리 용 일 

시스템 JFFS3의 색인 구조로, B-트리 형태를 가진다. 갱신 

연산을 수행할 때, 변경되는 노드만을 래시 메모리의 새

로운 페이지에 할당하여 장한다. (그림 1)은 트리가 갱신 

연산을 수행할 때, 래시 메모리에 장되는 과정을 보여

다. 만약 노드 F에 갱신 연산이 발생하여 부모 노드인 노

드 C, A에 변경이 발생하면, 래시 메모리의 새로운 페이

지에 변경되는 노드 F', C', A'를 각각 장한다. 따라서 데

이터 삽입시 변경이 발생하는 모든 노드에 한 쓰기 연산

이 불가피하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2.2 μ-트리 

NAND 래시 메모리를 한 색인 구조인 μ-트리[4]는 

Wandering 트리의 단 을 해결하기 해, 변경되는 모든 노

드를 래시 메모리의 한 페이지에 모아서 장한다. (그림 

2)는 μ-트리 상에서 갱신 연산이 발생할 때, 래시 메모리

에 장되는 과정을 보여 다. 노드 F에 갱신 연산이 일어

나면 래시 메모리에 변경되는 노드 F, C, A를 한 페이지

에 모아서 장한다. 

이같이 μ-트리는 한 페이지에 변경되는 모든 노드를 

장하기 해서 (그림 3)과 같은 고정된 페이지 이아웃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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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μ-트리 삽입 제 (그림 3) μ-트리의 페이지 이아웃 구조

(그림 4) LSB-트리 개요

조를 사용한다. 트리의 높이가 2이상 일 때 모든 단말 노드

는 페이지의 반을 사용하며, 트리가 신장할 때마다 루트 노

드의 엔트리 개수는 반으로 어든다. μ-트리는 페이지의 

반을 단말 노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B-트리에 비해 단말 

노드의 엔트리가 빨리 소모되어 노드 분할이 잦아지고, 루

트 노드의 엔트리 한 빨리 소모되어 트리 신장이 빨라진

다. 이같은 잦은 노드 분할과 트리의 신장은 추가 인 쓰기 

연산을 발생하여 시스템의 성능 하를 래하게 된다.

3. LSB-트리(Log-Structured B-Tree)

3.1 주요 아이디어

본 논문에서는 μ-트리의 비효율 인 페이지 리로 인한 

잦은 노드 분할과 트리 신장으로 발생하는 추가 인 쓰기 연

산을 이기 해 NAND 래시 메모리를 한 로그 기반

의 B-트리(LSB-트리)를 제안한다. LSB-트리는 Wandering-

트리와 유사하지만 갱신 연산이 발생하는 단말 노드에 로그 

노드를 할당하여 변경되는 데이터를 한 번의 쓰기 연산으로 

장하는 것이 다르다. 만약 로그 노드가 가득 차게 되면, 

합병 연산을 통해 단말 노드와 변경되는 부모 노드를 갱신

하여 장한다. 이처럼 LSB-트리는 로그 노드가 가득차기 

까지, 단말 노드의 갱신으로 변경되는 상  부모 노드의 

변화를 최 한 늦춤으로써 추가 인 쓰기 연산을 인다. 

(그림 4)와 같이 단말 노드 E, F가 갱신되면 단말 노드와 

함께 변경되는 부모 노드를 모두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변

경되는 단말 노드 E, F에 해 로그 노드 E', F'를 할당하

여 장한다. 단말 노드 F에 한 번 더 갱신이 일어나면 로

그 노드 F'를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로그 노드 F''를 할당하

여 장한다. 이때 변경되는 로그 노드에 한 주소를 메모

리의 로그 사상 테이블에서 리한다. 만약 단말 노드 F의 

로그 노드가 가득 차게 되면 해당 로그 노드와 단말 노드 F

를 합병하고, 부모 노드 C, A를 무효화시키고 새롭게 변경

되는 부모 노드를 데이터 블록에 할당하여 장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LSB-트리는 NAND 래시 메모

리상에서 B-트리를 구 할 때, 단말 노드의 갱신으로 인해 

변경되는 모든 부모 노드의 변화를 즉시 반 하는 것이 아

니라, 갱신되는 단말 노드에 해당하는 로그 노드를 할당하

여 변경되는 정보를 한 번의 쓰기 연산으로 장한다. 이때 

로그 노드가 가득 차게 되면, 단말 노드와 해당 로그 노드

를 합병하고 변경되는 모든 부모 노드를 새로운 페이지에 

할당하여 장한다. LSB-트리는 단말 노드의 변경을 로그 

노드에 한 번의 쓰기 연산으로 수행함으로써 부모 노드의 

변화를 최 한 늦추고, 불필요한 쓰기·소거 연산의 횟수를 

효과 으로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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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SB-트리 삽입·검색 연산 제

Algorithm 1 Insertion (key)

 1: offset := root node address

 2: allocate a new page N

 3: for i = 1 to height - 1

 4: CurrentNode ⇐ read the node from offset

 5: offset := find child node address of CurrentNode with the key

 6: end for

 7: ParentNode ⇐ read the node from offset

 8: log_offset := find log node address of ParentNode with the key in the log mapping table 

 9: if log_offset is NOT EXIST then

10: allocate a new log node LogNode

11: else

12: LogNode ⇐ read the node from log_offset

13: invalidate page of log_offset

14: end if

15: insert key into the log node LogNode

16: if LogNode is FULL then

17: offset := find child node address of ParentNode with the key

18: LeafNode ⇐ read the node from offset

19: merge LogNode with LeafNode

20: else

21: write node LogNode on page N

22: update the log mapping table

23: end if

3.2 삽입 연산

LSB-트리의 삽입 연산은 알고리즘 1의 의사 코드와 같

다. 우선 3-6번째 과 같이 부모 노드를 재귀 으로 검색

하여 삽입할 키 값의 자식 노드를 찾는다. 그러나 B-트리와 

다르게 단말 노드를 찾기 , 단말 노드의 로그 노드를 먼

 찾는다. 7-8번째 과 같이 로그 노드를 찾기 해서 로

그 사상 테이블에서 부모 노드와 검색할 키 값을 이용하여 

로그 노드의 주소를 찾는다. 9-10번째 과 같이 로그 노드 

주소를 찾지 못할 경우, 새로운 로그 노드를 메모리에 할당

한다. 11-14번째 과 같이 로그 노드 주소를 찾을 경우, 로

그 노드의 페이지를 메모리에 장하고, 이미 읽은 로그 노

드 주소의 페이지를 래시 메모리에서 무효화시킨다. 15번

째 과 같이 메모리의 로그 노드에 키 값을 삽입한다. 

16-19번째 과 같이 로그 노드에 키 값을 삽입시 로그 노

드가 가득 차게 되면 해당 로그 노드의 단말 노드를 찾아 

합병 연산을 수행한다. 그 지 않은 경우 20-23번째 과 

같이 래시 메모리에 할당된 새로운 페이지에 키 값을 삽

입한 로그 노드를 장하고, 로그 사상 테이블을 갱신하고 

삽입 연산을 마친다.

(그림 5)와 같이 4개의 노드 A, B, C, D를 가지는 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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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LSB-트리 삭제 연산 제

존재하고 키 값 2, 6, 9, 8, 22, 4가 순차 으로 삽입 된다고 

가정하자. 키 값 2가 삽입되면 단말 노드 B에 갱신 연산이 

수행되는데 로그 노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로그 노드 

B'를 할당하여 키 값 2를 삽입하고, 로그 사상 테이블에 부

모 노드의 키 값 1과 로그 노드의 주소 B'를 장한다. 다

음으로 키 값 6이 삽입되면 단말 노드 C에 로그 노드 C'를 

할당하여 키 값 9를 삽입하고, 로그 사상 테이블에 부모 노

드의 키 값 7과 로그 노드의 주소 C'를 장한다. 그러나 

키 값 9가 삽입되면 단말 노드 B의 해당 로그 노드 B'가 

존재하기 때문에 로그 노드 B'를 무효화 시키고, 새로운 로

그 노드 B''를 할당하여 키 값 9를 삽입하고, 로그 사상 테

이블의 키 값 1과 로그 노드의 주소 B''를 장한다. 키 값 

8, 22, 4도 이와 마찬가지로 삽입 연산을 수행한다. 이처럼 

부분의 삽입 연산은 로그 노드의 엔트리가 가득차기 까

지 한 번의 쓰기 연산으로 수행하며, 엔트리가 가득 차게 

되면 합병 연산을 수행한다.

3.3 검색 연산

LSB-트리의 검색 연산은 B-트리와 유사하게 루트 노드

로부터 키 값을 검색하여 자식 노드를 찾고, 재귀 으로 키 

값을 검색하여 단말 노드를 찾아낸다. 그러나 B-트리와 다

르게 단말 노드를 찾기  단말 노드의 부모 노드를 찾게 

되면 로그 사상 테이블을 검사하여 해당 단말 노드의 로그 

노드의 주소를 얻고, 이 주소를 통해 우선 으로 키 값을 

검색한다. 그러나 로그 노드에 검색할 키 값이 존재하지 않

은 경우, 해당 단말 노드를 검색하여 키 값을 검색한다. 이

같이 로그 노드를 먼  검색하는 이유는 로그 노드의 최신

의 유효 데이터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한 불

필요한 읽기 연산을 이기 해서이다. 

(그림 5)의 LSB-트리에서 키 값 9를 검색하게 되면 루트 

노드 A를 검색하여 단말 노드 C를 찾게 되지만, 노드 C를 

검색하기  로그 사상 테이블을 검사하여 노드 C의 로그 

노드 C''를 우선 으로 검색하여 해당 키 값 9를 찾아낸다. 

이처럼 로그 노드를 먼  검색하여 키 값을 찾게 되면, B-

트리의 읽기 연산(트리 높이)과 동일한 횟수로 키 값을 찾

아낼 수 있게 된다. 그 지 않을 경우, 한 번의 추가 인 읽

기 연산이 더 필요하게 된다.

3.4 삭제 연산

LSB-트리의 삭제 연산은 검색 연산을 수행하여 해당 로

그 노드를 찾고, 해당 키 값을 제거하여 새로운 페이지에 

장한다. 이때, 해당 키 값이 로그 노드에 존재하지 않고 

단말 노드에만 존재하는 경우, 삭제할 엔트리를 로그 노드

에 삽입하여 새로운 페이지에 장하고, 합병 연산 수행 시 

단말 노드의 엔트리에서 제거하고 부모 노드를 변경한다. 

(그림 6)은 삭제 연산 시 발생하는 합병 과정이다. 만약 

(그림 6)의 노드 B에서 키 값 5, 6을 삭제하면, 로그 노드에 

엔트리에 삭제할 키 값 5, 6을 삽입한다. 그리고 로그 노드

가 가득 차게 되어 합병 연산이 수행되면, 해당 단말 노드

의 키 값 5, 6을 제거하여 새로운 노드 B'에 장하고, 변경

되는 부모 노드 A를 새로운 노드 A'에 갱신하여 장한다.

3.5 합병 연산  교환 연산

LSB-트리의 합병 연산은 삽입 연산을 수행할 때, 로그 

노드가 가득 차게 되면 해당 단말 노드와 합병하여 장하

고, 변경되는 부모 노드를 갱신하여 장한다. (그림 7)은 

합병 연산 과정을 보여 다. 4개의 노드 A, B, C, D가 있는 

트리가 존재할 때, 키 값 1, 2, 4, 5, 6이 갱신되어 로그 노드

가 가득 차게 되면, 단말 노드 B와 해당 로그 노드를 합병

하게 된다. 이때 로그 노드에 갱신된 최신 키 값 1, 2, 4, 5, 

6과 단말 노드 B에 갱신되지 않은 유효한 키 값 3이 합병되

어 키 값 1, 2, 3, 4, 5, 6이 된다. 이때 1, 2, 3, 4, 5, 6은 단

말 노드의 엔트리 개수 보다 많기 때문에 노드가 두 개로 

분할된다. 따라서 분할되는 노드 B1'(1, 2, 3)와 B2'(4, 5, 6)

를 변경되는 부모 노드 A'와 함께 래시 메모리의 새로운 

페이지에 장한다. 이 때 합병 연산은 ‘트리 높이+1’만큼의 

쓰기 연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식 1)의 두 가지 조건  하나라도 만족하게 되

면 교환 연산을 수행한다. LSB-트리의 교환 연산은 해당 

로그 노드를 단말 노드와 합병하지 않고, 로그 노드를 바로 

단말 노드로 교환하는 것이다. 식 1의 Elog는 로그 노드의 

엔트리가 가지는 키 값의 집합, Eext는 단말 노드의 엔트리

가 가지는 키 값의 집합이다.

   ⊂ 

  ∩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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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LSB-트리 합병 연산 제

(그림 8) LSB-트리 교환연산 제

(그림 8)의 경우 1처럼 노드 B의 키 값이 1, 3, 5이고 로

그 노드 B'의 키 값이 1, 2, 3, 4, 5이면 (식 1)의 조건 1을 

만족하기 때문에 합병 연산시 로그 노드 B'를 단말 노드로 

교환하고, 변경되는 부모 노드 A'를 래시 메모리의 새로

운 페이지에 장한다. (식 1)의 조건 1은 갱신 연산이 빈번

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그림 8)의 경우 2처럼 노드 B의 키 값이 1, 3, 5, 7, 9이

고 로그 노드 B'의 키 값이 2, 4, 6, 8, 10이면 (식 1)의 조

건 2를 만족하기 때문에 합병 연산 시 로그 노드 B'를 단말 

노드로 교환하고, 변경되는 부모 노드 A'를 래시 메모리

의 새로운 페이지에 장한다. (식 1)의 조건 2는 순차 인 

키 값의 삽입 연산이 잦은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교환 연산이 수행될 경우 ‘트리 높이-1’만큼의 쓰기 연산

을 하기 때문에 합병 연산(‘트리 높이+1’의 쓰기 연산)보다 

추가 인 쓰기 연산을 2회 일 수 있게 되어, 시스템의 성

능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순차 인 키 값의 삽입 연산이 

많을 경우, (식 1)의 조건 2를 만족하기 때문에 합병 연산으

로 발생하는 추가 인 쓰기 연산은 교환 연산을 수행됨으로

써 폭 어들게 있게 된다. 한 트리 생성시 키 값의 삽

입에 복이 없기 때문에 (식 1)의 조건 2를 부분 만족하

게 되어 교환 연산을 수행하게 된다. 이같은 교환 연산이 

많아지면 트리의 생성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시스템의 성

능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3.6 원 회복

원 회복을 해 기본 으로 검색 연산을 제외한 모든 

연산 시 래시 메모리 페이지의 부가 역(spare area)에 

트리의 높이, 논리 주소, 로그 노드 구분자, 시간 등의 메타 

정보를 기록한다. 원 차단 후 원이 회복이 될 경우 

래시 메모리의 부가 역을 모두 검사하여 로그 사상 테이

블을 재구축한다.

4. 성능 분석

본 논문에서는 성능 분석을 해 LSB-트리와 련 연구

인 μ-트리를 연산 비용  공간 효율을 수식을 통하여 비교

하여 분석한다. 분석을 돕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쓰 기 수집(garbage collection)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 블록이 충분히 있고, 주 메모리의 연산에 한 

비용은 계산하지 않는다. 

4.1 연산 비용

<표 2>는 LSB-트리의 합병 연산이나 노드 분할이 일어

나지 않았을 때의 각 트리의 기본 인 연산 비용이다. 여기

서 사용된 TR는 래시 메모리의 읽기 연산에 소모되는 시

간, TW는 래시 메모리의 쓰기 연산에 소모되는 시간, 

HLSB는 LSB-트리의 높이, Hμ는 μ-트리의 높이, Klog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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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산 비용

당 단말 노드의 로그 노드 키 값의 집합이다. 

읽기 연산  삽입·삭제 연산을 비교해 보면 LSB-트리와 

μ-트리는 각 트리의 높이에 따라서 그 성능의 차이가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해 LSB-트리에 n개의 

키 값을 가질 때 의 높이를 구해보면 (식 2)를 통하여 높이 

(식 3)을 구한다. 여기서 f는 한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최  엔트리의 개수, l은 트리의 깊이, dl은 트리의 깊이 l일

때 들어갈 수 있는 최  엔트리의 개수이다. 


  



 
 (식 2)




  (식 3)

dl = f라고 가정하고, (식 4)와 (식 5)를 통하여 μ-트리에 

n개의 키 값을 가질 때의 높이를 구하면 (식 6)와 같다[4].

  
     

   
(식 4)


  



 
  



 (식 5)

 















 (식 6)

(그림 9)는 (식 3)과 (식 6)을 통하여 f가 256일 떄의 각 

트리의 높이를 구한 것이다. 여기서 래시 메모리의  블

록 페이지는 2Kbyte이고, 엔트리의 최소 크기는 키 값, 코

드 포인터만을 가졌을 경우 8byte가 되기 때문에, 최  엔트

리의 개수 f는 256이 된다. (그림 9)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키 값이 많이 삽입되면 높이의 차가 1보다 더 커지게 된다. 

실제 으로는 (식 5)와 같이 dl이 f와 같지 않기 때문에 트

리의 높이가 커질수록 dl의 값이 작아지므로, (그림 9)보다 

높이의 차가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연산에 소모되

는 시간은 <표 2>의 수식과 같이 트리의 높이에 향을 받

기 때문에 (식 3), (식 6) 그리고 (그림 9)를 통하여 μ-트리

보다 트리의 높이가 더 낮은 LSB-트리가 검색 연산  삽

입·삭제 연산이 더 빠르게 수행됨을 알 수 있다.

4.2 공간 효율

μ-트리는 구조상으로 상  부모 노드가 단말 노드보다 

엔트리를 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드 분할  트리 신

장이 잦아 LSB-트리에 비해 같은 키 값의 삽입시 더 많은 

페이지 할당이 필요하다. 만약 모든 단말 노드가 가득 차 

있다고 가정하고, 페이지 할당량을 구하면 (식 7)의 PLSB는 

LSB-트리에 할당된 페이지 수이고. 여기서 Plog는 로그 노

드에 할당된 페이지 수이다.




⌈


⌉⌈


⌉⌈



⌉ (식 7)

(식 2)를 용하면,




⌈


⌉⌈


⌉⌈



⌉ (식 8)

일반 으로 f가 커지게 되면(f>100), ⌈


⌉  ⌈



⌉
는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LSB-트리에 할당된 페이지 수 

PLSB는 (식 9)가 된다.




≈⌈

⌉ (식 9)

(식 10)의 Pμ는 μ-트리의 할당된 페이지 수이고, 계산상 

어려움으로 단말 노드가 있는 페이지만을 계산한다[4].


⌈



⌉⌈


⌉ (식 10)

(식 9)와 (식 10)을 비교하여, (식 11)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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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LSB-트리 순차 인 키 삽입 제

(그림 11) μ-트리 순차 인 키 삽입 제




≈





(식 11)

(식 11)에서 알 수 있듯이, LSB-트리에 할당된 페이지 

수는 μ-트리에 할당된 반의 페이지 수와 추가 으로 로그 

노드에 할당된 페이지 수이다. 여기서 정렬된 키 값의 삽입

으로만 트리가 생성된다면 교환 연산의 발생으로 로그 노드

에 할당된 페이지 수 Plog는 0 는 1이 되기 때문에 μ-트

리에 할당된 반의 페이지로만 LSB-트리를 생성할 수 있

다. 한 모든 단말 노드가 로그 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

더라도, 부모 노드는 로그 노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Plog는 총 페이지 수⌈

⌉보다 어 

 ⌈

⌉ 


이 된

다. 여기서 Plog가 최 값이 되더라도, 계산상으로 LSB-트리

의 할당된 페이지 수가 μ-트리의 할당된 페이지 수보다 

음을 알 수 있다.

4.3 제를 통한 비교 분석

(그림 10)은 페이지 엔트리 크기가 16인 μ-트리에 순차

인 키 값을 삽입 할 때의 과정으로 단말 노드 엔트리 수의 

반인 4개의 키 값이 삽입될 때 마다 노드 분할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페이지 엔트리 크기가 16인 

LSB-트리에 순차 인 키 값을 삽입 할 때의 과정으로 로그 

노드에 16개의 키 값이 삽입될 때 마다 로그 노드가 단말 

노드로 교환되어 부모 노드 변경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μ-트리는 노드 분할이 발생할 때 추가 인 쓰기 연산이 

발생하지만, LSB-트리는 부모 노드 변경이 일어 날 때 추

가 인 쓰기 연산이 발생한다. (그림 10, 11)에서 알 수 있

듯이 LSB-트리는 μ-트리에 비해 4배의 키 값이 삽입될 때

마다 추가 인 쓰기 연산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LSB-트리의 트리 생성 시간이 μ-트리보다 게 걸리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림 10, 11)과 같이 페이지 엔트리 크기가 16이고, 트리

의 높이가 4일 때, μ-트리 단말 노드의 최  엔트리 개수는 

128개(8⨯4⨯2⨯2)이며, LSB-트리 단말 노드의 최  엔트리 

개수는 65536개(164)이다. 이처럼 LSB-트리는 높이 4에서 μ

-트리의 512배 엔트리를 다룰 수 있으며, 128개의 엔트리(높

이 4일 때의 μ-트리 최  엔트리 수)는 높이 2(μ-트리의 

반)로 표 이 가능하다. 이때 LSB-트리는 μ-트리보다 2배 

정도 빠르게 키 값을 검색할 수 있다. 만약 128개의 순차

인 키 값을 각각의 트리에 삽입하게 되면, μ-트리는 160번

(128+(128/4)+α)이상의 쓰기 연산을 하고, LSB-트리는 136

번(128+1⨯(128/16))의 쓰기 연산으로 가능한 것을 알 수 있

다(α는 트리 신장에 따른 추가 연산). 이와 같이 LSB-트리

는 μ-트리보다 쓰기 연산이 게 일어나 트리 생성이 빠르

게 이루어지는 것을 계산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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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삽입 연산에 한 페이지 할당량-1 (그림 15) 삽입 연산에 한 페이지 할당량-2

5. 성능 평가

5.1 성능 평가  분석

본 논문에서는 LSB-트리를 평가하기 하여 μ-트리[4]와 

성능을 비교하 다. 각각의 색인 구조와 읽기 ·쓰기 ·소거 

연산 횟수 측정이 가능한 래시 메모리 시뮬 이터를 C언

어로 구 하 다. 각각의 색인 구조에 다양한 패턴의 키 값

을 삽입하고, 수행된 연산의 횟수를 계산하여 소모되는 시

간을 측정하 다. 

(그림 12)는 페이지 당 엔트리 수를 증가시키면서 순차

인 키 값을 삽입하여 높이 4일 때 삽입되는 키 값의 최  

개수를 구한 그래 이다. 그래 의 결과와 같이, 같은 높이

에서 LSB-트리는 μ-트리에 비해 페이지 당 엔트리의 개수

가 32개 일 때 약 518배 이상, 64개 일 때 약 755배 이상의 

키 값을 삽입 할 수 있다. 이것은 두 트리의 높이가 같을 

때, 같은 시간에 500배 이상의 키 값을 LSB-트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3, 14, 15)는 (그림 12)에서 구한 μ-트리의 삽입된 

순차 인 키 값의 최  개수를 μ-트리와 LSB-트리에 삽입

하여 각각의 트리의 높이와 사용된 페이지의 수를 구한 그

래 이다. (그림 13)의 결과를 보면 μ-트리의 높이 4일 때, 

LSB-트리는 페이지 당 엔트리의 개수가 32개 이하일 때, 

높이 2로 생성되고, 64개 이상은 높이 3으로 생성된다. 이 

결과는 키 값을 검색할 때 μ-트리는 4번의 읽기 연산으로 

검색 연산을 수행하지만, LSB-트리는 3번 이하의 읽기 연

산으로 검색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14)와 

(그림 15)에서는 LSB-트리가 같은 수의 순차 인 키 값을 

삽입할 경우, μ-트리의 반 이하의 페이지를 사용하는 것

을 보여 다. 결과 으로 같은 수의 키 값을 순차 으로 삽

입할 경우, LSB-트리는 μ-트리보다 트리의 높이가 낮기 때

문에 검색 연산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으며, 페이지의 효율

성 한 우수한 것을 보여 다.

(그림 16)과 (그림 17)은 키 값의 랜덤 비율을 조 하여 

각각의 트리에 삽입 연산을 수행하여 페이지 사용량과 트리 

생성 시간을 비교한 그래 이다. 이 때 삽입된 키 값의 수

는 24,000개이며, 0%는 순차 인 키 값을 삽입한 것이고, 

100%로 갈수록 랜덤한 키 값을 삽입한 것이다. 그림 16의 

결과를 보면, 키 값을 순차 으로 삽입할 경우 LSB-트리는 

μ-트리의 페이지의 반을 사용하여 트리를 생성하고, 랜덤

한 키 값을 삽입할 경우 μ-트리의 약 80%의 페이지를 사용

하여 트리를 생성한다. 따라서 LSB-트리는 체 으로 더 

은 양의 페이지를 사용하여 트리를 생성하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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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랜덤 삽입 비율에 한 페이지 할당량 (그림 18) 키 값 삽입에 한 할당된 페이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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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랜덤 삽입 비율에 한 트리 생성시간 (그림 19) 키 값 삽입에 한 트리 생성 시간

있다. 이와 함께 트리 생성 시간을 비교해보면 LSB-트리에 

순차 인 키 값을 삽입하면 μ-트리에 비해 LSB-트리는 약 

10% 정도 빠르게 생성되고, 랜덤한 키 값을 삽입하면 μ-트

리에 비해 LSB-트리는 약 6% 정도 빠르게 생성된다. 이러

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LSB-트리는 순차 인 키 값이나 랜

덤한 키 값의 삽입에서 페이지 사용 개수가 고, 삽입 연

산이 빠른 것을 보여 다. 높이 한 임의 비율이 50% 이하

일 때, LSB-트리는 높이 3, μ-트리는 높이 4로 이루어지며, 

이후에는 두 트리 모두 높이 3으로 이루어진다. 트리 생성 

높이에서 알 수 있듯이 LSB-트리가 μ-트리보다 더 낮기 때

문에 검색 연산에서 읽기 연산이 게 수행되어 더 빠르게 

키 값을 검색할 수 있다.

(그림 18)과 (그림 19)은 순차 인 키 값 1,000,000개를 삽

입하고, 래시 메모리가 사용하는 최 의 블록 개수를 제

한하여 실험한 그래 이다. (그림 18)의 결과는 LSB-트리에 

1,000,000개의 순차 인 키 값이 삽입되면 μ-트리 페이지의 

반으로 트리를 생성하는 것을 보여 다. 그리고 그림 19

의 결과는 LSB-트리가 μ-트리에 비해 삽입 연산이 빨리 수

행되는 것을 보여 다. 그림을 보듯이 두 트리 모두 최  블

록 수가 작아질수록 트리가 생성되는데 소모되는 시간이 느

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삽입 연산이 많아질수록 

페이지를 빨리 소모되어 쓰 기 수집(garbage collection)을 

많이 하게 되고, 이 쓰 기 수집은 쓰기 ·소거 연산을 많이 

수행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하시키게 된다. μ-트리가 더 많

은 페이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블록의 최  개수가 을수록 

쓰 기 수집을 많이 수행하여 더 느린 생성 시간을 보여

다. (그림 18)과 (그림 19)의 결과를 보듯이 최  블록의 개수

가 300개 일 때 약 38%, 1000개일 때 12% 정도 μ-트리보다 

LSB-트리가 빠르게 삽입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은 (그림 16)과 (그림 17)의 실험에서 얻은 각 트

리의 총 페이지의 할당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LSB-트리가 μ-트리보다 입력된 키 값의 랜덤 비율

에 상 없이 페이지를 게 할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00%의 랜덤 비율로 갈수록 페이지 할당량의 차는 어들

지만 μ-트리에 할당한 561개보다 은 447개를 할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447개의 페이지  136개의 페이지를 

로그 페이지로 할당하 으며, 이 136개의 페이지는 로그 사

상 테이블에서 리되는 것이다. 이 136개의 페이지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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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비율
Log Pages / Pages

LSB-Tree μ-Tree

0% 1/378 795

30% 42/399 723

50% 69/414 677

70% 95/422 630

100% 136/447 561

<표 3> 랜덤 비율에 따른 할당 페이지 개수

하기 해서 추가 인 메인 메모리와 연산 시간이 필요하

다. 그러나 SRAM의 4byte를 랜덤하게 읽는데 소모되는 시

간은 10ns으로 래시 메모리 읽기 연산의 약 1/2000에 해

당하는 시간이다[12]. 24,000개의 키 값을 정렬하여 삽입할 

경우, 최  1개의 로그 페이지가 필요하고 메인 메모리의 

8byte에서 리가 가능하며, 검색 연산 시 10ns의 추가 인 

연산이 필요하다. 한 100% 랜덤한 키 값을 삽입할 경우에

도 100개 이상의 로그 페이지를 래시 메모리에 할당하고, 

메인 메모리 1Kbyte에서 리가 가능하며, 100개의 키 값을 

메인 메모리에서 검색하는 데 1μs가 추가 으로 필요하다. 이

러한 추가 인 오버헤드(overhead)가 존재하지만, 검색 연산

시 추가 으로 소모되는 메모리 연산은 래시 메모리의 쓰

기 연산에 소모되는 200μs에 비해 매우 은 양으로, LSB-트

리보다 페이지를 많이 사용하여 발생하는 추가 인 쓰기 연

산 보다는 음을 알 수 있다. 한 정렬된 키 값의 삽입에

서는 매우 은 양의 메인 메모리를 가지고 로그 페이지를 

리할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추가 인 메인 메모리의 연

산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임을 알 수 있다.

6.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은 NAND 래시 메모리를 한 새로운 색인 구

조인 LSB-트리를 제안하 다. LSB-트리는 삽입·삭제·갱신 

연산을 한 번의 쓰기 연산으로 처리하기 해 로그 노드를 

해당 단말 노드에 할당하여 변경되는 내용을 장하 다. 

한 LSB-트리는 합병 연산을 수행하기 까지 부모 노드

의 변경을 최 한 늦추어 추가 인 쓰기 연산을 고, 순

차 인 키 값의 삽입이나 일정 노드에 한 빈번한 갱신은 

교환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합병 연산에 발생하는 추가

인 쓰기 연산을 다. 그밖에도 LSB-트리는 B-트리의 구

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μ-트리보다 검색 성능이 뛰어남

을 보 고, 페이지 체를 단말 노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μ-

트리에 비해 공간 효율성이 우수함을 보 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련 연구인 μ-트리보다 LSB-트리가 

뛰어난 성능을 증명하 다.

향후 연구 과제는 원 회복시 필요한 로그 사상 테이블

의 장 방법과 쓰기- -소거 동작에서 발생하는 재복사

(copy-back)의 쓰기 연산을 이는 로그 리 기법에 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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