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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금까지 제안된 분산 고차원 색인의 대부분은 균일한 분포를 가지는 데이터 집합에서 좋은 검색 성능을 나타내나, 편향되거나 클러스터를

이루는 데이터의 집합에서는 그 성능이 크게 감소된다. 본 논문은 강하게 클러스터를 이루거나 편향된 분포를 가지는 데이터 집합에 대한 분산

벡터 근사 트리의 k-최근접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본 아이디어는 전체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하는 상위 트리의 말단 노드

가 담당하는 데이터 공간의 크기를 계산하고, 그 공간 상의 특징 벡터를 근사하는 데 사용되는 비트의 수를 달리하여 벡터 근사의 식별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고밀도 클러스터에는 더 많은 수의 비트를 할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합성 데이터와 실세계 데이터를 가지고 분산 hybrid

spill-tree와 기존 분산 벡터 근사 트리와의 성능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는 확장된 분산 벡터 근사 트리의 검색 성능이 균일하지 않

은 분포의 데이터 집합에서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인다.

키워드 :고차원 색인, 분산 색인, 근사 k-최근접 검색, 분산 병렬 알고리즘

Performance Enhancement of a DVA-tree by the Independent

Vector Approximation

Hyun-Hwa Choi†․Kyu-Chul Lee††

ABSTRACT

Most of the distributed high-dimensional indexing structures provide a reasonable search performance especially when the dataset is

uniformly distributed. However, in case when the dataset is clustered or skewed, the search performances gradually degrade as compared

with the uniformly distributed dataset. We propose a method of improving the k-nearest neighbor search performance for the distributed

vector approximation-tree based on the strongly clustered or skewed dataset. The basic idea is to compute volumes of the leaf nodes on

the top-tree of a distributed vector approximation-tree and to assign different number of bits to them in order to assure an identification

performance of vector approximation. In other words, it can be done by assigning more bits to the high-density clusters. We conducted

experiments to compare the search performance with the distributed hybrid spill-tree and distributed vector approximation-tree by using

the synthetic and real data set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our proposed scheme provides consistent results with significant

performance improvements of the distributed vector approximation-tree for strongly clustered or skewed data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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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인터넷 서비스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증가와 클라

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도래는 대용량 고차원 데이터의 관리

및 검색을 위한 분산 고차원 색인의 필요성을 더욱 가중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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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에서 멀티미디어 객체들은

보통 고차원의 벡터 공간 상에 특징 벡터들로 매핑되며, 특

징 벡터의 k-최근접 검색은 여러 응용 서비스에서 멀티미디

어 객체의 내용 기반 검색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러 해에 걸쳐 다양한 분산 고차원 색인 방법[1-11]이 제

안되어 왔다. 이들의 대부분은 대용량의 고차원 데이터의 관

리를 위한 고확장성 혹은 빠른 검색을 위한 질의의 병렬 처

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우리는 분산 벡터 근사 트리

[12]라는 새로운 분산 고차원 색인 구조를 제안하였다. 분산

벡터 근사 트리는 대용량의 고차원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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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샘플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역 색인 구조인 hybrid

spill-tree[13]를 단일 컴퓨팅 노드 상에 구축하고, 구축된

hybrid spill-tree 말단 노드 각각에 분산 컴퓨팅 노드를 매핑

하여 VA-file[14]를 관리하는 두 단계의 분산 색인 구조이다.

분산 벡터 근사 트리는 다수의 노드들에 대용량의 고차원 데

이터를 분산 관리하도록 하여 확장성을 지원한다. k-최근접

검색 시에는 hybrid spill-tree 탐색을 통해 연관성이 적은 특

징 벡터 클러스터들의 접근을 생략하고, 트리 탐색 결과인

말단 노드들과 매핑된 분산 컴퓨팅 노드들에서 VA-file 기반

k-최근접 검색을 병렬로 수행한다. 그리하여, 분산 벡터 근

사 트리는 기존 클러스터 기반 분산 색인 방법과 비교해 높

은 검색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빠른 검색을 지원한다.

분산 벡터 근사 트리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제안된 분산

고차원 색인은 분할이 단순하고, 분할된 공간에 객체가 균

일하게 분포되는 경우 좋은 검색 성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편향되거나 클러스터를 이루는 데이터의 집합

에서 그 성능이 크게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은 대체적으로 비균일한 분포를 가지는 응용 서비

스의 대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빠른 검색을 지원하기 위

하여 분산 벡터 근사 트리를 확장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분산 벡터 근사 트리의 말단 노드

별로 데이터 분포에 따라 데이터 공간을 독립적으로 분할한

벡터 근사 파일을 가지도록 확장하여 VA-file의 질의 성능

을 향상시켰다. 또한, 분산 벡터 근사 트리의 비용 모델을

설명하고 독립적인 벡터 근사 파일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향

상된 검색 성능을 실험을 통해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분산 고

차원 색인에 대한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분산

벡터 근사 트리의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 및 정의에 대

해서 설명한다. 4장에서 연구 동기 및 확장된 분산 벡터 근

사 트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검색 비용 모델을 제시한다. 5

장에서는 확장된 분산 벡터 근사 트리의 성능 실험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분산 고차원 색인은 P2P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색인 방

법과 클러스터 환경을 바탕으로 한 색인 방법으로 크게 분

류할 수 있다. P2P 환경 하에서 운영되는 고차원 색인 구조

는 대용량의 특징 벡터 관리를 위한 확장성 지원을 목표로

제안되었다. 먼저, Bawa[4]와 Haghani[5]는 LSH(Local

Sensitive Hashing)을 바탕으로 근사 k-최근접 검색을 지원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해쉬 기반 접근은 실 세계

데이터와 같이 편향된 분포를 가지는 데이터의 경우 검색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해쉬 함수에 의해 결

정된 저장소에 충분한 근접점이 없을 경우 이를 확장할 방

법이 없기 때문으로, k-최근접 검색에는 적합하지 않다.

SkipIndex[1]는 데이터 공간을 분할하는 방식의 k-d-tree를

바탕으로 데이터 공간을 skip graph에 매핑하는 데 있어, 데

이터 값을 하나의 키로 압축하여 사용하였다. Dist[2]와

VBI-tree[3] 역시 트리를 바탕으로 한 접근 방법이나, 이들

은 모두 고차원 데이터로 잘 확장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P2P 환경 기반 고차원 색인은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환경 기반 색인과 비교해 k-최근접 검색 시에 많은 노드 간

메시지 전달로 빠른 검색을 지원하기 어렵다.

클러스터 환경 기반 분산 고차원 색인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연구가 있어왔다. 클러스터 환경 기반 분산 고차원

색인의 대부분은 단일 노드 환경에서 제안된 고차원 색인

방법을 분산 컴퓨팅 노드들로 확장한 형태이다. 먼저,

Master R-trees [6], Master-Client R-trees [7], GPR-tree

[8]는 R-tree를 분산 컴퓨팅 노드들로 분산 배치한 색인 방

법이다. Master R-trees는 마스터 컴퓨팅 노드가 R-tree의

중간 노드(internal node)들을 포함하고 여러 분산 컴퓨팅

노드들에게 말단 노드의 페이지들을 할당하였다. 한편,

Master-Client-trees는 마스터 컴퓨팅 노드에 전역 R-tree

를 구축하고 말단 노드들을 매핑한 분산 컴퓨팅 노드들에

각각 R-tree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GPR-tree는 클러

스터 내 분산 컴퓨팅 노드들에게 R-tree의 일부분을 가지

도록 중복 배치하고 데이터 변경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

한 방법을 소개하였다. 최근에 제안된 분산 hybrid

spill-tree[9]는 메트릭 트리(metric tree)를 마스터 컴퓨팅

노드에서 샘플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축하고, 말단 노드 각

각에 하나의 분산 컴퓨팅 노드를 매핑하도록 하여 병렬 검

색을 수행하였다. 한편, Weber[10]는 대용량의 특징 벡터

및 근사 데이터를 분할 배분하여 병렬적으로 모두 스캔하

는 병렬 VA-file 를 소개하였으며, Chang[11]은 VA-file의

벡터 근사값에 추가 정보를 더하여 필터링의 효과를 높인

CBF를 병렬 스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트리 구조 기반의 색인은 분산 컴퓨팅 노드에서 운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렬적으로 트리 탐색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편, VA-file의 분할 및 병렬 검색은 정확

한 k-최근접 검색을 지원하나, 검색 요청 시에 매번 대용량

의 데이터를 모두 스캔해야 하기 때문에 응용 서비스를 지

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3. 기본 정의 및 개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유사 검색에서 객체는

주요한 특징들을 고정된 수의 차원을 가지는 벡터 공간 상

의 점으로 매핑된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정하는 데이터베이

스 DB는 D-차원의 데이터 공간 DS 상의 점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으며, N개의 객체들을 포함하는 D-차원의 데이터

베이스 DB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1)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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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VA-file에서의 최대, 최소 거리

객체들 간의 유사성은 거리 함수를 통해서 측정된다. 여

기서, 거리 함수(distance function)는 다음의 3가지 특징을

가진다.

         (3)

      
 ≠       

(4)

     ≤

     
(5)

거리 함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클리디언 거리함수를

바탕으로 두 객체 의 거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6)

이러한 거리 함수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유사 질의

(similarity query)인 범위 질의(range query)와 k-최근접 질

의(k-nearest neighbors query)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정의 1. 범위 질의

질의 객체  (단, ∈ )와 최대 검색 거리 이 주어

졌을 때, 범위 질의   은  ≤ 를 만

족하는 모든 객체 를 반환한다.

정의 2. k-최근접 질의

질의 객체  (단, ∈ )와 정수 ≥ 이 주어졌을

때, k-최근접 질의  는 로부터 가장 짧은 거리

에 있는 k개의 객체를 반환한다.

유사 질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특징 벡터들

간의 거리를 바탕으로 계층적인 분할을 통해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트리 구조 기반 색인이 제안되었다. 트리는 객체

들을 포함하는 MBR(Minimum Bounding Region)의 라우팅

노드(routing nodes)로 구성되며, 유사 질의 처리 시에 질의

객체와 라우팅 노드, 질의 객체와 색인 객체 간의 거리

(distance), 최소 거리(minimum distance), 최대 거리(max

distance)를 이용하여 가지치기를 수행된다. 예를 들어,

M-tree[15]에서 질의 객체 가 주어졌을 경우 노드 탐색

시에, 반경(radius) r을 가지는 라우딩 노드 를 기준으로

한 서브 트리  에서 내부 객체들 간의 최소 거리 및

최대 거리는

min    max   (7)

max       (8)

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질의 객체 의 k-최근접 점을 찾

기 위하여 M-tree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특정 노드 의 최

소 거리 min  가 현재까지의 k번째 객체의 거리

보다 큰 경우, 해당 노드 를 루트 노드로 한 서브 트리

는 탐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트리 구조 기

반 색인은 질의 객체와 거리가 먼 객체들을 포함한 노드들을

가지치기 해 나감으로써 질의 처리 성능을 향상시킨다.

한편, 전체 특징 벡터의 근사값을 바탕으로 특징 벡터들

을 필터링하는 방법 VA-file(vector Approximation file)[14]

이 제안되었다. 특징 벡터의 근사값은 데이터 공간의 각 차

원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고, 나누어진 각 영역에 비트(bit)를

할당하여 생성한다. 즉, 각 특징 벡터는 비트 문자열의 근사

값이 가리키는 특정 하나의 셀(cell)에 매핑된다. 예를 들어,

특징 벡터의 근사값을 표현하기 위한 비트 수를  , 차원의

수를 라 하였을 경우, 각 차원당 할당되는 비트 수 와

의 관계는 다음을 따른다.

 ⌊ ⌋    ≤  mod 
 

(9)

각 차원에 할당된 비트 수는 차원 내의 구간 축을 결정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 차원에서 
의 구간으로 분할된다면,


 개의 구간 축      

이 필요하고, 구간

들은   
 로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차원의

데이터 공간에서 특징 벡터의 근사값이 4bit로 구성되는 경

우, 각 차원 별로 2bit가 할당된다. 각 차원은   의 구

간으로 분할되고, 객체의 실제 값이 0에서 1사이인 경우 5

개의 구간 축       
 은 각각 0, 0.25, 0.5, 0.75,

1을 가리킨다. 상기 구간 축을 바탕으로 분할된 각 구간들

은 0부터 3까지의 비트 00, 01, 10, 11로 표현된다. 따라서,

전체 2차원의 데이터 공간은   개의 셀로 구성되

며, 각 셀은 0부터 15까지를 나타내는 4bit의 비트 문자열에

의해 지칭될 수 있다.

VA-file에서 (그림 1)과 같이 질의 객체 Q가 주어졌을

경우, 근사값을 바탕으로 한 필터링은 객체 P가 매핑된 셀

a을 바탕으로 최소, 최대 거리 계산을 통해 이뤄진다[16]. 예

를 들어 질의 객체 Q와 객체 P의 거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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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file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질의와 근사값의 최소, 최

대 거리를 바탕으로 필터링을 수행한다. 그리고, 필터링 후

남겨진 근사값에 해당하는 특징 벡터들과 질의 특징 벡터간

의 실제 거리 계산을 수행하여 최종 유사 질의 결과를 산출

한다. 이때, 순차적인 읽기와 빠른 근사값의 거리 연산에 따

른 특징 벡터의 대량 필터링을 통해 디스크 I/O를 줄임으로

써 유사 검색의 성능은 향상되었다.

4. 분산 벡터 근사 트리 강화

이 장에서 우리는 병렬 VA-file과 분산 벡터 근사 트리

를 포함하여, 기존 VA-file의 문제점을 언급한다. 언급한 문

제점을 해결하고 k-최근접 검색을 좀더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확장된 분산 벡터 근사 트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4.1 연구 동기

특징 벡터의 근사값을 활용한 VA-file은 데이터 공간의

높은 차원 수에 의하여 특징 벡터들이 같은 근사값을 가질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대다수의 셀들은 비어있다는 가정

[14] 하에 이뤄지고 있다. 단위 하이퍼 큐브(uni

hybper-cube) Ω     내의 데이터 집합을 고려해보

자.  차원에 의 비트 수가 할당되었다고 가정하면,  차

원은 
의 동일 크기의 구간으로 나누어진다. 그리하여 D-

차원의 데이터 공간은    
   와 같은 길이의 비트

문자열로 표현되는 개의 셀로 구성된다. D-차원의 데이터

공간에서 N개의 특징 벡터가 균일하게 분포되는 경우, 한

특징 벡터가 특정 한 셀에 놓일 확률은 그 셀의 크기와 비

례하게 된다.

  



(13)

따라서, 다른 특징 벡터가 같은 셀에 놓일 확률은

  


   ≈




(14)

와 같다. 여기서, 특징 벡터의 수   ≈  ,

차원의 수   각 차원 당 비트 수   라 가정하

면, 두 특징 벡터가 같은 셀에 놓일 확률은  
으로 희박

하다. 한편, 특징 벡터의 수에 비하여, 셀의 수 
  가

훨씬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셀은 비어있다는 가정은 성립

한다.

그러나, 실세계 데이터들은 대부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한 셀에 여러 개의 특징 벡터가 놓일 가능

성은 증가한다. 또한, 데이터 공간 내 특징 벡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동일한 근사값을 사용하는 특징 벡터들의 수도

함께 증가한다. 따라서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은 특징 벡터

들을 동일한 비트 수를 사용하여 근사하는 경우 필터링의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즉, 특징 벡터의 근사값을 구축하는

데 있어 데이터 공간을 같은 크기로 분할한 셀을 할당하는

경우 각 셀에 매핑되는 특징 벡터의 수를 나타내는 셀 간의

밀도 차가 극심해질 수 있다. 이는 근사값의 구분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어 k-최근접 검색의 성능 또한 떨어뜨리게 되

는 요인이 된다. 특히, 대용량의 특징 벡터를 대상으로 k-최

근접 검색을 수행하는 경우 근사값의 구분 능력은 검색 성

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 하겠다. 이러한 문

제를 극복하고, 대용량의 데이터의 관리 및 검색을 지원하

기 위하여 우리는 데이터 공간의 지역적 통계 특성을 바탕

으로 독립적인 특징 벡터의 근사 파일을 사용하는 확장된

분산 벡터 근사 트리를 제안한다.

4.2 확장된 분산 벡터 근사 트리

분산 벡터 근사 트리는 한 컴퓨팅 노드에서 감당할 수 없

을 만큼 많은 특징 벡터들을 여러 컴퓨팅 노드들에 분산시

키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분산 벡터 근사 트리는 전역 색인

과 여러 개의 지역 색인들로 구성된다. 우리는 전역 색인을

위하여 전체 특징 벡터     로부터 랜덤으로

m 개의 샘플 데이터   
  를 추출한다. 샘플

링 데이터의 최소 크기는 Yamane [17]에 의해 제안된 공식

 ≥
  


(15)

으로 계산될 수 있다. 여기서, 은 샘플 데이터 크기이며,

은 데이터 모집단의 크기, 는 표본 오차를 나타낸다. 우

리는 샘플 데이터를 바탕으로 빠른 검색과 정확도를 제공하

는 최근 개발된 hybrid spill-tree를 구축하고, 구축된 hybrid

spill-tree의 각 말단 노드에 분산 컴퓨팅 노드를 매핑하였

다. 전체 특징 벡터 집합 에 속한 각각의 객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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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분산 벡터 근사 트리

(그림 3) 말단 노드 별 독립적인 VA-file

hybrid spill-tree 탐색을 통해 삽입할 말단 노드들이 결정되

면, 해당 말단 노드들과 매핑된 분산 컴퓨팅 노드들에 전달

되어 저장된다. Hybrid spill-tree의 각 말단 노드에 매핑된

분산 컴퓨팅 노드들은 저장할 특징 벡터들을 바탕으로

VA-file을 구축한다.

(그림 2)의 (a)는 균일하지 않은 분포를 가지는 샘플 데

이터를 바탕으로 구축된 hybrid spill-tree를 나타내며, (b)는

말단 노드 별로 구축되는 2-차원의 VA-file들의 모습을 보

여준다. 각 VA-file은 각 차원에 2 비트를 할당하여 2-차원

의 데이터 공간을 개의 동일한 크기의 셀로 분할함으로

써 특징 벡터의 근사값을 생성한다. Hybrid spill-tree의 말

단 노드 d와 e에 삽입되는 특징 벡터들은 각 말단 노드가

관할하는 데이터 공간에 해당하는 여러 셀 중의 한 셀로 매

핑된다. 그러나, 말단 노드 f와 g에 삽입되는 특징 벡터들은

모두 동일한 셀 값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VA-file를 바

탕으로 k-최근접 검색을 수행하는 경우 근사값을 바탕으로

한 필터링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우리는 hybrid spill-tree의 각

말단 노드가 관할하는 데이터 공간 크기에 적절한 비트 문

자열을 할당하여 특징 벡터를 근사하도록 한다. (그림 3)은

상기 구축된 hybrid spill-tree의 말단 노드 d와 e에는 차원

당 2 비트를 할당하여 4비트의 비트 문자열로 특징 벡터를

근사하는 반면, 말단 노드 f와 g에 대해서는 차원당 3 비트

를 할당하여 6 비트의 특징 벡터 근사값을 생성한다. 그리

하여, k-최근접 검색 시 hybrid spill-tree 탐색을 통해 결정

된 말단 노드들은 모두 근사값에 기반한 필터링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그림 4)는 확장된 분산 벡터 근사 트리의 구조를 나타낸

다. 확장된 분산 벡터 근사 트리는 전역 색인 hybrid

spill-tree와 트리 내 각 말단 노드와 매핑된 분산 컴퓨팅 노

드 내의 독립적인 공간 분할에 따른 VA-file를 가지는 지역

색인들로 구성된다. 각 분산 컴퓨팅 노드들은 벡터 근사값

들을 메인 메모리에 저장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수의 특징

벡터들을 저장할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적은 비트를 사용

하여 특징 벡터를 근사한 분산 컴퓨팅 노드들은 더 많은 특

징 벡터를 저장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각 분산 컴퓨팅

노드에서 적절한 벡터의 근사 정도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색인 구축 시 각 분산 컴퓨팅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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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확장된 분산 벡터 근사 트리 구조

(그림 5) 말단 노드 별 비트 수 결정 알고리즘

들은 모두 비슷한 수의 객체를 저장하고 있다. 분산 컴퓨팅

노드가 관할하는 데이터 공간의 크기가 큰 경우, 즉 데이터

공간 상에 존재하는 객체의 개수에 따른 밀도가 낮은 경우,

너무 많은 비트를 사용한 특징 벡터의 근사는 근사값의 크

기를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게 된다. 반대로, 밀도가 높은 경

우 너무 적은 비트로 특징 벡터를 근사하면 많은 객체들이

같은 근사값을 공유하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단말 노드

의 해당 특징 벡터들을 서로 다른 수의 비트로 압축한 후

검색을 수행하여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비트로 결정하

는 것이다. 그러나, VA-file의 경우 특징 벡터를 압축하는

데 있어 한 차원당 4-8비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

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그리하여 우리는 분

산 벡터 근사 트리의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비트 설정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 말단 노드에 해당하는 클러스

터 크기를 계산한 후 노드 간의 상대적인 클러스터 크기에

맞춰 비트 수를 할당하였다. 반지름 를 가지는 단말 노드

에 해당하는 클러스터 크기는

   



· ≈   

(16)

으로 계산될 수 있다. 단,    ·

    , 그리고    이다. 먼저 벡터

근사에 사용할 비트 수의 리스트를 결정한다. 결정된 비트

수 리스트에서 각 비트 수로 근사할 수 있는 최대 클러스터

의 크기를 계산한다. 최대 클러스터 크기는 계산된 말단 노

드들의 클러스터 크기를 반영하기 위하여 최소 및 최대 클

러스터의 합을 비트 수 리스트의 크기로 나눈 평균 클러스

터 크기의 배수로 구성한다. 여기서, 최대 클러스터 크기를

저장한 리스트는 비트 수 리스트보다 1개 작게 구성되며,

최대 클러스터 크기와 비트 수와는 반비례 관계이다. 각 말

단 노드는 해당 클러스터 크기보다 같거나 작은 최대 클러

스터 크기와 매핑되는 비트 수를 사용하여 특징 벡터를 근

사한다. 만약 같거나 작은 최대 클러스터 크기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큰 비트 수가 할당된다. 이를 요약한

알고리즘은 (그림 5)와 같다.

이렇게 분산 컴퓨팅 노드마다 서로 독립적으로 벡터를 근

사함으로써 단축된 k-최근접 검색 시간은 성능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3 k-최근접 검색 비용 모델

확장된 분산 벡터 근사 트리를 기반으로 한 -최근접 검

색은 기존 분산 벡터 근사 트리의 -최근접 검색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 그리하여, -최근접 검색 비용은 다음의 3

단계로 구성된다.

(1) 트리의 탐색 비용 : 

(2) VA-file 검색 비용 : 

(3) 후보 벡터 병합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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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Description

 전체 색인된 객체의 수

 객체의 차원 수

 질의 객체

 요청된 최근접 점의 수

 평균 k번째 거리

 거리 분포

 라우팅 객체

  노드 의 반지름

 트리의 전체 노드 수

 질의 검색 시 선택된 말단 노드의 수

 분산 컴퓨팅 노드에서 색인된 객체의 수

 벡터 근사에 사용되는 비트 수

   차원당 경계값 계산 시간

  차원당 두 점 사이의 거리 계산 시간

 디스크로부터 블록을 읽어들이는 비용

 근사값을 바탕으로 필터링 후 남겨진 객체의 수

 두 거리 값의 비교 시간

<표 1> 검색 비용 예측을 위해 사용된 기호

분산 벡터 근사 트리에서 hybrid spill-tree의 탐색은 접

근해야 할 분산 컴퓨팅 노드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트리

탐색을 통해 결정된 말단 노드들과 매핑된 각 분산 컴퓨팅

노드들은 병렬적으로 k-최근접 검색을 수행한다. 분산 컴퓨

팅 노드들은 VA-file을 기반으로 k-최근접 검색을 수행하여

k 개의 후보 집합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분산 컴퓨팅 노

드들로부터 수집된 후보 집합을 대상으로 최종 k개의 최근

접 점을 결정한다. <표 1>은 비용을 예측하는데 있어 사용

되는 기호들을 나열한 것이다.

먼저, Hybrid spill-tree의 탐색 비용을 예측해보자. 전체

개의 객체로부터 추출된 샘플 데이터 집합을 바탕으로

hybrid spill-tree를 구축할 때, 우리는 데이터 간의 k번째

평균 거리를 계산해 놓았다. 이를 이용하여 k-최근접 질의

 은 범위 질의   로 변환되어 트리

를 탐색하게 된다. 트리 내 노드 은 질의 객체 를 중

심으로 반지름 을 가지는 구와 노드 의 영역이 교차되

면 접근되어야 한다. 이는   ≤  
을 만족

하기 때문이다. 거리 분포   Pr  ≤ 

로 정의하였을 경우, 노드 이 접근되어야 하는 가능성

(probability)은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Pr  Pr  ≤  


 
≈ 



(17)

범위 질의 수행 시에 접근해야 하는 노드의 개수는 트리

노드들의 접근 가능성의 합으로 계산될 수 있다.

     
  



 
  (18)

말단 노드를 포함한 트리 내 모든 노드 정보는 메모리 구

축이 가능하므로, 트리 탐색 비용은 I/O 비용 없이 벡터 간

의 거리 연산 비용의 합으로 예측할 수 있다.

     · ·    (19)

트리 탐색을 통해 결정된 개의 말단 노드와 매핑된 각

분산 컴퓨팅 노드에서 VA-file을 바탕으로 k-최근접 검색이

병렬로 수행된다. 분산 컴퓨팅 노드에 저장된 개의 특징

벡터들은 모두 비트의 근사값을 가지며, 모든 근사값이 메

인 메모리에 올라와 있음을 가정하기 때문에 필터링 단계에

서는 I/O 연산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필터링 단계의

비용은

  · ·   (20)

이다. 반면, 필터링 후 남겨진 데이터 에 한하여 벡터 파

일의 임의 접근이 이뤄지며, 이때 디스크 I/O 가 발생한다.

벡터 정제 단계의 비용은

  ·   ·   (21)

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의 수에 대한 예측은 [19]을 참고

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VA-file의 검색 비용은 필터링 단계

및 벡터 정제 단계의 합으로 구성된다.

    (22)

개의 분산 컴퓨팅 노드들로부터 얻어진 · 개의

후보 벡터들을 비교하여 최종 개의 최근접 점을 결정한다.

각 분산 컴퓨팅 노드들은 개의 후보 벡터들을 정렬하여

보내기 때문에 후보 벡터들의 병합 비용은

  ·  ·  (23)

이다. 분산 벡터 근사 트리에 대한 k-최근접 검색 비용은

병렬적으로 수행되는 에 많이 좌우된다. 기존의 분산

벡터 근사 트리는 각 분산 컴퓨팅 노드가 담당하는 데이터

공간의 크기와 상관없이 같은 비트 수로 특징 벡터를 압축

하였다. 그리하여 비균일한 데이터 집합에서 분산 벡터 근

사 트리는 분산 컴퓨팅 노드에서 수행하는 근사값 기반 필

터링의 효과가 적어지면서 검색 성능이 저하되었다. 확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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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k-최근접 검색 시간 및 정확도

(그림 7) 페이지 크기에 따른 k-최근접 검색

분산 벡터 근사 트리는 각 분산 컴퓨팅 노드마다 특징 벡터

의 독립적인 근사를 수행하여 필터링 효과를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필터링 후 남겨지는 데이터에 따른 벡터 파일의

I/O를 줄임으로써 전체 분산 벡터 근사 트리의 k-최근접 검

색 시간을 단축시켰다.

5. 성능 평가

확장된 분산 벡터 근사 트리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편향

된 데이터 분포를 가지는 270,000개의 61-차원의 실세계 데

이터 Aerial40[20]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더

큰 데이터 집합을 형성하기 위하여 각 분산 컴퓨팅 노드로

떨어지는 특징 벡터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2개의 특징 벡터

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평균치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

기존 데이터의 분포를 유지하면서 1,000,000 개까지의 합성

데이터 집합을 구성하였다. K-최근접 검색 수행 시에 거리

계산에서는 유클리디언 거리 를 사용하였고, 성능은 100

개의 다른 질의 특징 벡터를 사용한 평균 k-최근접 실행 시

간과 평균 검색 정확도를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실험은 8대

의 리눅스 기반 컴퓨팅 노드에서 수행되었으며, 컴퓨팅 노

드들은 하나의 글로벌 파일 시스템을 가지도록 하였다. 각

컴퓨팅 노드들은 3.40 GHz Pentium® D CPU 프로세서와

2.4GB의 메모리의 동일 스펙을 가진다.

확장된 분산 벡터 근사 트리의 성능은 기존 분산 벡터 근

사 트리[12]와 구글에 의해 제안된 분산 hybrid spill-tree[9]

의 성능과 비교 분석하였다. 사용된 분산 색인 알고리즘은

모두 M-tree C++ 패키지[21]을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공정

한 실험을 위하여, 우리는 같은 샘플 데이터를 바탕으로 3

개의 색인 알고리즘의 상위 트리를 구축하였다. 전역 색인

인 상위 트리에 사용된 페이지 크기는 512Kbytes이며, 지역

색인 VA-file에서 특징 벡터를 근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

트 수는 차원당 4 혹은 8비트이다.

(그림 6)는 k-최근접 검색의 수행 결과로 (a)는 검색 시

간을 (b)는 검색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지역 색인으로

hybrid spill-tree를 사용하는 분산 hybrid spill-tree와 비교

하여, VA-file을 사용하는 분산 벡터 근사 트리는 좋은 성

능을 보인다. 한편, 확장된 분산 벡터 근사 트리는 기존의

분산 벡터 근사 트리의 검색 시간을 20%까지 단축시켰다.

같은 데이터 샘플링을 바탕으로 상위 트리를 구축하여 k-최

근접 검색 시 접근하는 분산 컴퓨팅 노드의 수가 같으므로,

검색 시간의 차이는 병렬로 수행되는 분산 컴퓨팅 노드들의

VA-file의 k-최근접 검색 시간의 차와 같다. VA-file의 k-

최근접 검색이 전체 벡터 근사값을 모두 스캔하여 이뤄짐을

감안하면, 확장된 분산 벡터 근사 트리가 필터링 효과를 보

장함으로써 접근해야 할 특징 벡터 수를 감소시켜 성능 향

상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즉, 두 분산 벡터 근사 트리의

성능 차이는 디스크 I/O 횟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k 값이

커질수록 그 차이도 커짐을 (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데이터 분포의 편향도가 클수록 검색 시간의 차이는 더 커

질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확장된 분산 벡터 근사 트리의

검색 정확도는 hybrid spill-tree보다는 좋으면서 기존 분산

벡터 근사 트리와 동일하다. 확장된 분산 벡터 근사 파일은

  일 때 98.7%를 보이며, ≥  인 경우에는 99.5%

를 넘는 정확도를 보였다.

(그림 7)은 상위 트리의 페이지 크기를 달리함으로써, 각

분산 컴퓨팅 노드가 담당하는 데이터 공간 변경에 따른 검

색 시간을 측정하였다. 이때   으로 고정하여 최근접

검색을 수행하였다. 페이지 크기가 커질수록 상위 트리의

말단 노드의 수는 줄어드는 반면, 각 분산 컴퓨팅 노드가

저장하는 특징 벡터의 수는 증가한다. 그리하여, 페이지 크

기와 함께 최근접 검색의 시간도 증가한다. 한편, 페이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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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데이터 크기에 따른 k-최근접 검색

기가 작아질수록 데이터 공간은 더 조밀하게 분할되나, 확

장된 분산 벡터 근사 트리는 데이터 공간의 크기를 감안하

여 특징 벡터를 근사함으로써 분산 hybrid spill-tree의 검색

시간을 40% 감소시켰다.

우리는 데이터의 크기를 200,000 에서 1,000,000까지 증가

시켜 확장된 분산 벡터 근사 트리의 성능 실험을 수행하였

다. (그림 8)은 성능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다. 확장된 분산

벡터 근사 트리는 데이터의 크기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기

존의 분산 벡터 근사 트리의 검색 시간을 단축시킴을 알 수

있다.

6. 결 론

이 논문에서 우리는 클러스터를 이루거나 편향된 분포를

가지는 실세계 이미지 데이터 집합을 위하여 데이터 분포를

감안한 새로운 고차원 색인 구조를 제안하였다. 분산 벡터

근사 트리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제안된 분산 고차원 색인의

대부분은 분할이 단순하고, 분할된 공간에 균일하게 객체가

할당되는 경우의 검색 성능에 비하여, 편향되거나 클러스터

를 이루는 데이터의 집합에서 성능이 많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확장된 분산 벡터 근사 트리는 상위 트리의 말단

노드가 담당하는 데이터 공간의 크기에 따라 다른 길이의

비트를 할당하여 특징 벡터를 근사하였다. 이는 벡터 근사

의 구분 능력, 즉 필터링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전체

데이터 공간에서 조밀한 지역에는 데이터 공간을 세밀히 분

할하여 특징 벡터의 근사에 많은 비트를 할당함으로써 필터

링 능력을 향상시키고, 밀도가 희박한 지역에는 적은 수의

비트만을 할당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병렬로 수행되는

VA-file의 k-최근접 검색 시간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분산

벡터 근사 트리의 k-최근접 검색 성능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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