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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에 제안된 VA-File[6]은 k-NN 질의 처리에서 아주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제시된 방법은 분할된 데이터의 저장 효
율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차원에 할당된 비트의 수가 증가하면(비트수=3~5) 할수록 거의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MBH를 생성하는 단점이 있다. k-NN 질의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순차 검색을 통한 일차적 가지제거작업을 한 후, 질의를 수
행하기 위한 디스크 접근을 한다. 따라서, 질의를 수행하기 위한 디스크 접근 횟수는 다른 방법들에 비하여 거의 최적에 가까
운 접근 횟수를 가지나 주 기억 장치에서 최소-힙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일차적 가지 제거 작업의 오버 로더는 간과되었다.
우리는 기존에 알려진 재귀적으로 공간을 두개의 부 공간으로 분할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VA-File 과 같은 디렉토리 자료구
조를 구축하여 k-NN 실험을 하였다. 이러한 분할된 MBH의 정방형성을 선호하는 방법은 저장 효율성을 보장한다. 실제 데이
터에 대한 실험에서 우리가 실험한 간단한 방법은 디스크 접근 시간 및 CPU 시간을 합한 전체 수행시간에서 VA-File에 비
하여 최대 93%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다.

1장. 서론

아주 저조함을 알 수 있다. 높은 차원에 대해서는 단

최근 데이터 베이스와 관련된 많은 응용들은 고 차원

말 노드들의 질의에 대한 분기력 역시 저조할 것이다.

이고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새

따라서, 다 차원 데이터에 대하여 계층을 가지는 색인

로운 응용 분야들은 멀티 미디어 시스템, 기상 및 환

보다는 평면적인 색인 구조의 성능이 더 좋을 수 있으

경 정보 시스템, 시뮬레이션 및 실험 결과 분석, 분자

며 이러한 사실은 [6]에서 보여 주었다. 평면 색인 구

생물학, 데이터 웨어하우징 이다. 이러한 응용 분야들

조의 장점은 요약정보의 크기는 주 기억장치에 적재할

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 되고 있는 기능들 중의 하나

수 있을 정도로 작다는 것이다. 따라서, 질의 처리는

는 유사성 검색들 중 근접 또는 k-근접 이웃 질의이다.

적재된 요약정보에 대한 여과 작업을 한 후, 실제 데

근접 이웃질의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질의처리를 효

이터에 대한 디스크 접근을 한다. VA-File에서 HS-알

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한 자료 구조를 제안한 방법들

고리즘[3]을 평면 색인 구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변

과 디스크에 기반을 둔 색인에서 질의를 처리 하는 방

형 및 개선한 NOA-알고리즘[6]을 제안하였다. NOA-

법들이 제안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디스크에

알고리즘은 디렉토리의 엔트리를 질의 점에 대한 최소

기반을 둔 색인에서 근접 이웃 질의를 처리하는 방법

거리로 최소-힙을 구축한 후, 최소 및 최대 거리를 이

들에 대하여 연구한다.

용하여 k 개의 근접 이웃들을 찾는다. 이 방법은 엔트

고 차원 데이터에 대한 색인 방법은 중간 또는 단말

리들을 질의 점과 먼 순서부터 최소 힙에 삽입 하는

노드를 구축하는 경우 모든 축에 대하여 분할을 수행

경우 모든 엔트리들을 최소-힙에 저장하는 단점이 있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차원이 20 이고 생성 해야 하

다. 그리고 VA-File은 저장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는 노드들의 수가 1000개인 경우, 각 차원에 대하여

때문에 거의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하나의 엔트리를

20

한 번씩 분할 하더라도 2 (≈1000000)개의 분할 결과

생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VA-File은 최악의 경우 모

들을 생성한다. 따라서, 1000개의 노드를 생성하기 위

든 데이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거리에 따른 정렬을

해서는 9~10개 차원에 대해서만 한번의 분할을 수행

수행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들은 과도한 CPU

할 수 있다. 나머지 10~11개의 차원은 분할대상 축으

시간 비용을 초래한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이러한 단

로 선택되지 않는다. 생성하려는 노드의 개수가 줄어

점을

들면 들수록(루트 노드에 가까워 질수록) 분할 축의

TP(Three Phased)-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트리 형태를

안하는

가지는 색인의 중간 노드들은 질의에 대하여 분기력이

NOA-알고리즘에 대한 단순한 변화인 TP-알고리즘을

극복하는

세

알고리즘의

단계

근접

정확성에

이웃

대해서도

알고리즘인

보여준다.

적용한 실험은 아주 상당한 성능의 향상을 보여준다.

제안 되었으며 HS-알고리즘의 최적의 디스크 접근 회

균등-개수 또는 STR[4] 방법을 이용하여 구축한 평

수를 가진다고 [1]에서 증명 되었다. RKV-알고리즘

면 색인의 실험에서 TP-알고리즘은 NOA에 비하여

과 HS-알고리즘은 트리 형태의 색인 구조를 가지는

최대 93% 정도의 수행시간만을 필요로 한다.

자료구조에 대하여 적용이 되었다. 평면 색인 구조인

본 논문은 다음 장에서 평면 색인 구조의 일반적인 특

경우 두 방법을 적용한 경우, RKV-알고리즘은 디렉토

징에 대하여 기술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간단한 평

리에 있는 엔트리들을 접근하는 순서대로 디스크에 있

면 디렉토리 생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그리고, 두 개의

는 데이터를 접근한다. HS-알고리즘은 디렉토리에 있

잘 알려진 근접 이웃 알고리즘인 RKV 알고리즘[5]

는 엔트리들을 최소-힙 자료구조를 이용하여 질의 벡

과 HS 알고리즘을 간단히 소개 한다. 그리고, 3장에서

터 q 에 대하여 거리가 짧은 순으로 정렬한 후, 디스

VA-File 에서 제시한 NOA 방법 및 우리의 TP 방법

크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한다.

에 대하여 기술한다. 그리고 TP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균등-개수 분할은 어떤 차원에서 데이터를 동일한 개

언급한다. 4장에서는 평면 색인 구조에 대한 근접 이웃

수로 이진 분할하여 분할된 데이터의 개수가 정해진

질의를 수행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5장에서 본 연구

개수가 될 때 까지 재귀적으로 반복한다. 가장 긴 길

를 결론 짖는다.

이를 가지는 차원을 분할 차원으로 선택한다. 이러한

2장. 평면 색인 구조들

방법을 EC-방법이라 한다.

평면 색인 구조는 데이터를 두 단계로 나누어서 저장

3장. NOA 및 TP-알고리즘

한다. 분할된 데이터는 디스크 페이지에 저장이 되며

NOA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번째 단계에서

디스크에 저장이 된 데이터에 대한 요약 정보(MBH,

엔트리들과 질의 점 사이의 최소거리를 구한 후 이를

최소 경계 하이퍼 입방체)는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다.

최소-힙에 삽입한다. 그리고, 최소-힙에 삽입하는 엔

이 때, 요약정보의 집합을 디렉토리 라고 한다. 우리는

트리는 선택된 k 개의 엔트리들의 최대 거리보다 최소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디렉토리의 엔트리는 (MBH, 디

거리가 짧은 경우에만 힙에 삽입된다. 따라서, 최소-힙

스크 페이지주소, 페이지개수) 구조를 가진다고 가정한

은 질의 점과 최소거리가 짧은 순으로 엔트리들을 정

다. 즉, MBH에 속한 모든 데이터는 디스크 페이지에

렬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최소-힙에 있는 순서대로

저장된다고 가정한다. 평면 색인 구조의 한 예는 VA-

엔트리들을 하나씩 처리한다. 이때, 선택된 k 개의 데

File이 될 수 있다. VA-File 은 우선 각 차원에 대하

이터보다 엔트리의 거리(질의 점과의 최소거리)가 크

b

여 분할 개수 2 를 결정한다. 따라서, d 차원의 경우
bd

면 NOA은 k 개의 최 근접 이웃을 가진다. TP 및

2 개로 분할된 그리드 셀들이 가상적으로 존재한다고

NOA는 공통적으로 표 1에 있는 함수를 이용하여 기

가정하고 각 셀에 데이터가 포함되면 셀에 대한 요약

술되며 NOA 방법은 [6]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정보를 생성하여 디렉토리에 삽입한다. 할당된 비트의

TP는 그림 1에 나타내었다.

크기 b는 3~5 정도인 경우 근접질의에서 좋은 성능을

표 1. 공통된 함수들

의 2 개의 분할선의 선택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함수
L2_Dist(q, x)
InitCandidate(L)

없으므로 우리는 각 차원에 대하여 동일한 개수를 가

Candidate(L, e)

보여준다고 [6]에서 지적하였다. 그리고, 각 차원에서
b

b

지는 2 -1개 분할선을 이용하였다. 색인에 근거한 kNN 알고리즘들은 RKV-알고리즘, HS-알고리즘들이
있다. RKV-알고리즘에 대한 향상된 방법은 [2]에서

Resolve
(L,q,p_addr)

설명
점 x 와 q 사이의 L2 거리 값
리스트 L의 초기화. L의 크기는 k
이며 FLT_MAX 값을 반환한다.
리스트 L의 최대값보다 e의 거리
값이 작으며 e를 L에 삽입하고 L
의 최대 값을 반환한다.
p_addr에 있는 데이터들과 q와의
L2_Dist를 이용하여 Candidate함
수를 수행한다. (디스크접근함수)

TP-Algorithm
단계 1-1:
page_addr = q를 포함하는 entry의 주소;
p = LoadPage(page_addr);
For all ej ∈ p
elem.dist = L2_Dist(q, ej); elem.mbh = ej;
δ = Candidate(CAND_LIST, elem);
단계 1-2:
for all entries {
if(entry[i].page_addr != page_addr){
elem.dist = MinDist(q, entry[i].mbh);
if(elem.dist < δ){
elem.page_addr = entry[i].page_addr;
InsertHeap(Heap, elem);
}} }
단계 2:
elem = PopHeap(Heap);
While (elem.dist < δ){
δ = Resolve(CAND_LIST,q, elem.page_addr);
elem = PopHeap(Heap);
}

표 2.실험 결과(|E|,|H|:엔트리,힙의 크기,U:저장효율성)
차
원

방법
NOA
(b=2)

9

1
6

3
2

TP
NOA
(b=2)
TP
NOA
(b=1)
TP

1단계
(|E|)

2단계
(|H|)

실행시간
(U)

171.5
(10211)
46.4
(300)
370.8
(15986)
58.0
(536)
2758.5
(48522)
79.31
(1080)

34.2
(7399.9)
58.2
(26.6)
136.9
(9886.3)
71.3
(133.5)
2433.5
(48522)
289.86
(175.42)

205.7
(2.9%)
104.6
(100%)
507.7
(3.4%)
129.3
(100%)
5192.0
(2.3%)
365.27
(100%)

NOA-TP
NOA
0.49

0.75

0.93

할당된 비트의 수가 증가하면 실행시간은 줄어드나 저
4

장 효율성을 떨어진다. 비트수가 4(=2 -1개의 분할선)
인 경우의 TP와의 비교 실험에서도 TP방법은 여전히
25%, 49%, 48%의 성능향상이 있다.

그림 1. TP 알고리즘

5장 결론.

정리. TP 방법은 k-개의 근접 이웃을 찾는다.
증명. 단계 1-2에서 엔트리와 q 와의 MinDist가
CAND_LIST의

최대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CAND_LIST 에 있는 k 개의 데이터보다 더 거리가
짧은 데이터가 존재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엔
트리는 힙에 삽입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는 이미
k 개의 데이터를 찾았기 때문에 힙에 삽입할 필요가
없다.

4장 실험.
우리는 개수(N=68040)가 동일한 실제 데이터 집합에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는 색인에서 근접 이웃질의를 처
리하는 보다 빨리 처리 하는 방법에 대하여 본 연구는
기술하였다. 알고리즘의 초기 단계에서 하나의 엔트리
에 포함되는 데이터를 처리하여 구성한 하이퍼 구에
의하여 질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힙 자료 구조에
삽입되는 엔트리들의 수를

최소화 하였다.

이러한

CPU 비용의 절감은 디스크 접근 비용을 충분히 보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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