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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전의 연구들에서 제안된 많은 색인 방법들은 저차원과 동적인 환경을 가정하고 제안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많은 데이터베이스 응용분야들은 대용량, 고차원 그리고 정적인 환경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저차원이고 동적인 환경에서 제안되었던 색인 구축 전략들은 특히 데이터 및 공간 분할에 있어서 새
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지적하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색인 구축 시 적용되는 새로운 분할 전략을 성능 모델에 근거하여 제안하였다. 우리의 접근 방법은 기본적으
로 정적인 환경에서 색인 구축에 사용되는 패킹이라는 기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고차원 환경에서 질의 성
능의 기대값을 제시하는 민코프스키-합 비용모델에 대한 관찰 결과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것들에 바탕을 두
어 우리는 데이터 및 공간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보다 불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예측을 비
용 모델에 대한 관찰 결과로써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이용한 불균등 분할 방법과 성능 모델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으로서 균등 분할 방법보다 불균등 분할 방법이 고차원 환경에서 더 효율적인 방
법임을 성능 모델 및 실험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그리고, 어떻게 불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명확한 계량적 기준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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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ditional works on indexing have been suggested for low dimensional data under dynamic environments. But
recent database applications require efficient processing of huge size of high dimensional data under static
environments. Thus many indexing strategies suggested especially in partitioning ones do not adapt to these new
environments. In our study, we point out these facts and propose a new partitioning strategy, which complies with
new applications’ requirements and is derived from analysis. As a preliminary step to propose our method, we
apply a packing technique on the one hand and exploit observations on the Minkowski-sum cost model on the
other, under uniform data distribution. Observations predict that unbalanced partitioning strategy may be more
query-efficient than balanced partitioning strategy for high dimensional data. Thus we propose our method, called
CSP (Cyclic Spliced Partitioning method). Analysis on this method explicitly suggests metrics on how to partition
high dimensional data. By the cost model, simulations, and experiments, we show excellent performance of our
method over balanced strategy. By experimental studies on other indices and packing methods, we also show the
superiority of ou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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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몇 년 동안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응용들과 여러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응
용들이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것들은 데이터웨어하우징,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분자 생물학 등이
다. 새로운 응용 분야들에서 데이터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대용량화된 데이터베이스, 다속성을 가지는 데이
터, 그리고 읽기 위주의 환경들이다[4][11].
다속성을 가진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특성 벡터라고 불리는 다차원의 점들로 특성추출 알고리즘 및 변환
방법들에 의하여 변환된다. 이때, 변환된 결과 벡터의 속성들의 개수를 일반적으로 차원이라 한다. 특성 벡터
들에 대한 유사성 검색 또는 영역 질의는 이러한 응용 분야들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구 사항들 중의 하
나이며 특히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것을 요구한다[10].
많은 색인 방법들은 동적인 환경을 가정하고 특성 벡터들을 다루는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동적인 환경을
가정함으로써 이러한 색인 방법들은 (1) 과도한 데이터 삽입 시간의 초래 (2) 삽입 순서에 따른 색인 성능의
상이성 (3) 지역적인 분할 전략에 의한

비효율적인 노드 생성 (4) 비효율적인 노드 생성에 의한 불필요한

검색 비용의 초래 등과 같은 문제들을 대부분 내포하고 있다[13].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데이터에 대한 전
처리를 통한 색인 구축방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전처리를 한 후, 색인을 구축하는 방법을 일

반적으로 패킹이라 한다. 패킹은 과도한 삽입 시간 및 순서에 의한 민감성은 피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노드
생성을 위한 데이터 또는 공간 분할 전략들은 제안한 패킹 방법들마다 각각 다르다. 분할 전략들은 차원이
낮은 공간 데이터에 대한 색인 구축 방법들에서 제안된 영역 및 둘레의 합의 최소화 방법, 일차원적인 선형
화를 이용한 방법, 데이터 분포를 고려한 방법 등이다. 균등 분포를 가정하는 경우 이들은 대부분 정방형성
을 가지는 노드 생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이차원에서 질의 창이 충분히 크지 않은 경우 정방형성
을 가진 노드들이 영역 질의에 대하여 성능이 좋다고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하였기 때문이다[5][19][24]. 이러
한 정방형성은 고차원인 경우에는 영역 질의에 대하여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고차원인 경우 정
방형성을 지향하는 분할 전략에 의하여 생성된 노드들의 한 변의 길이는 최선의 경우 전체 데이터 공간의
범위의 절반을 차지하는 1/2 이며 질의 창의 한 변의 길이는 차원이 높아질수록 1 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2 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차원 데이터를 위해서는 새로운 분할 전
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 이전에 제시된 패킹 방법들에 대한 소개 및 고차원 환경에 대하

여 간략하게 기술한다. 3 장에서는 질의 성능의 기대값을 예측하는 민코프스키-합 수식 모델을 소개하고 모
델에 대한 관찰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찰들에 의한 새로운 분할 방법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의 성
능을 분석한다. 4 장에서 균등 분포를 가지는 합성 데이터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제시한 분할 방법의 우월성
을 보여준다. 그리고 5 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짓고 향후 연구에 대하여 기술한다.

2. 기존 연구 및 배경
이번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및 가정들에 대하여 기술한 후, 기존의 패킹 방법들에 대한 간
략한 소개 및 패킹과 관련된 고차원 공간의 특징들에 대하여 기술한다.
N개의 d-차원 점 데이터들이 [0, 1]d 하이퍼 단위 데이터 공간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본 연
구의 주제인 패킹은 주어진 데이터 집합을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P개의 노드들로 분할하여 효율적인 질의
처리를 제공하는 정적인 색인 구축 방법이다. 이때 노드는 보조 기억장치의 페이지와 일대일 대응 관계가 있
기 때문에 노드에 삽입되는 데이터의 개수는 페이지 크기에 제한된다. 하나의 노드 또는 페이지에 삽입되는
최대 데이터의 개수를 블록킹 인수라 할 때, P 는 ⎡N/블록킹 인수⎤ 이다. 노드는 d-차원의 최소 경계 하이퍼
입방체(MBC; Minimum Bounding hyper-Cube)로 표현하며 이는 각 변의 범위의 곱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P개의
MBC들의 집합 M 중 i 번째 MBC는 [lowi,1, highi,1] × [lowi,2, highi,2] × … × [lowi,d, highi,d] 로 표현된다. 영역 질의
---

q 는 동일한 변의 길이 L(q)를 가진 d-차원의 하이퍼 입방체이며 MBC 표현과 유사하게 각 변의 범위의 곱
---

으로 표현된다. 즉, q 는 [qlow1, qhigh1] × [qlow2, qhigh2] × … × [qlowd, qhighd] 로 표현된다.
여태까지 제안된 패킹 방법들은 두 개의 주된 목적들이 있다. 하나는 빠른 색인 구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빠른 질의 처리이다. 빠른 색인 구축을 위한 방법들은 주기억 장치 내에 할당된 버퍼들을 구조화하여 이용하
는 버퍼-트리 방법들이 있다[2][3][9]. 동적으로 구축된 경우와 버퍼-트리를 이용하여 구축한 경우의 질의 성
능은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되었다[9]. 따라서 빠른 질의 처리 방법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이러한 방법들을 제
외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R-트리 계열의[16] 색인 구조를 이용한 정렬-분할 휴리스틱 방법들에 근거한 빠른
질의 처리 방법들에 집중되어 있다[8][14][15][19][22][26][27]. 이들은 크게 군집화를 이용한 방법[26], 공간 채
움 곡선을 이용한 방법[19], 그리고 최소경계사각형을 이용한 방법들로[8][14][15][22][27] 구분될 수 있다.

2.1 기존 패킹 방법들

이번 절에서는 패킹 방법들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들인 군집화를 이용한 방법, 공간채움곡선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최소경계사각형을 이용한 방법들을 간단히 소개한다.
-

군집화를 이용한 방법(NNPack[26]): 데이터를 어느 한 축에 따라 정렬한 후, 블록킹 인수만큼의 최근
접 이웃들을 찾는다. 찾아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하나의 노드를 생성하고, 모든 노드들을 생성할 때까
지 반복한다. 찾은 노드들을 이용하여 색인을 상향식으로 구축한다.

-

공간채움곡선을 이용한 방법(HP[19]): 데이터를 힐버트 순서화 값에 따라 정렬한 순서에 의하여 데이
터를 블록킹 인수만큼 분할한다. 분할된 집합을 이용하여 노드를 구축한다. 색인은 구해진 노드들을
이용하여 상향식으로 구축한다.

-

최소경계사각형을 이용한 방법(STR[22]): N, d, 블록킹 인수, 그리고 P가 주어진다고 가정하자. 이때,
STR은 우선 한 차원에 대하여 정렬한 후, 데이터를 한 차원에 대하여 P1/d개로 분할한다. 데이터 집
합을 P1/d개로 분할하므로 분할된 집합이 포함하는 최대 데이터의 개수는 ⎡ N/P1/d ⎤이다. 차원 d를 d―
1, 블록킹 인수×⎣ P(d-1)/d ⎦개의 데이터를 가지는 P1/d개의 집합들에 대하여 위의 과정을 P개의 집합을
생성할 때까지 재귀적으로 반복한다. 분할된 P개의 집합들을 이용하여 노드들을 생성하고 생성된 노
드들을 상위 레벨의 입력 데이터로 이용하여 색인을 상향식으로 구축한다.

군집화를 이용한 방법들 중에서 트리 형태의 색인에 군집화를 적용한 방법은 X-트리에서 사용되었다[7].
이외에 군집화된 데이터의 양을 페이지의 크기에 한정 짓지 않은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었다[18]. 공간채움곡
선을 이용한 방법들 중에서 힐버트 순서화 이외에 Z-순서화 곡선을 이용한 패킹 방법 역시 제안되었다[12].
최소경계사각형을 이용한 방법은 대개 동일한 데이터 개수 또는 동일한 영역 등으로 분할하는 방법들을 사
용한다. S-트리와 VAM-Split R-트리 같은 경우[1][27], 불균등 분포를 가지는 데이터를 편중성 또는 분산값 등
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가능하면 균등하게 분할하려고 하는 방법들이다. VA-파일 같은 경우, 데이터를 균등
크기 또는 균등 분포를 가지는 그리드 형태로 분할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28]. 다음 장들에서 소개되지만
이러한 균등성을 지향하는 분할 방법은 고차원 데이터를 위한 패킹 방법으로는 적당한 방법이 아니다. 왜냐
하면, 차원이 높아질수록 데이터의 선택률이 낮다 하더라도 질의 창의 한 변의 크기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2.2 절에서 언급 하기로 한다.

R-트리 계열이 아닌 쿼드트리 및 그리드파일 등과 같은 색인들에 대한 패킹 방법들 역시 제안되었다

[17][21]. 색인을 구축한 후,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노드를 효율적으로 재구성하는 패킹 방법들 역시 제안
되었다[15][25]. 패킹 방법의 NP-hardness는 [25] 에서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기 바란다.

2.2 고차원 데이터 공간의 특징
데이터가 존재하는 공간의 차원이 높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관들을 벗어나는 현상들이
존재한다. 예들 들면,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데이터 공간의 표면부근에 위치하며 데이터의 분포는 아주 성기
다는 사실, 어떤 한 점으로부터 최근접 거리와 최원접 거리의 차이가 없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차원에 대하
여 지수적으로 문제의 복잡도가 증가한다는 사실 등등이다[10]. 이러한 현상들을 문헌들에서는 "차원의 저주
(Curse of Dimensionality)"라고 언급하며 Bellman의 책에서 처음으로 소개 되었다[6].
차원이 낮은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실들이 차원이 높아짐으로써 달라지는 사실들 중 본 연구의 패
킹과 관련 있는 분할 개수 및 기하적 확률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분할 개수: 데이터를 분할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데이터를 각 차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분할하는
방법이다. 차원 d가 주어진 경우, 각 차원에 대하여 한 번씩 균등하게 분할하는 경우 전체 2d개의 노
드들을 생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차원이 20차원인 경우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생성하는 노드의 개
수는 220개이며, 이 때 필요한 데이터의 개수는 최대블록킹 인수⋅220이다. 데이터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몇몇 차원에서 분할을 포기하거나 또는 차원이 증가할 때 데이터의 개수가 지수적으로 증
가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가 보다 현실적인 경우이며 차원이 20차원 이상인 경우 가장 단순한 이진
분할을 적용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차원에 대한 분할을 어렵게 만든다. 만약 모든 차원들을 분할
축으로 선택하여 분할을 수행하는 경우 생성된 MBC들의 각 변의 길이는 데이터 공간의 범위의 절
반인 1/2 이 된다. 어떤 차원을 분할 차원으로 선택해야 질의에 효율적인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깊
이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하기 바란다.

-

기하적 확률: 데이터가 d-차원 단위 입방체 [0,1]d 에 균등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한 경우, 질의 창의
체적이 전체 데이터 공간의 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하적 확률 또는 선택률이라 한다. 이러한
값의 의미는 전체 데이터 개수에서 질의 창과 교차하는 데이터 개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
위 데이터 공간에서의 기하적 확률은 질의 창의 체적인 L(q)d가 된다. 선택률이 주어진다고 가정한

경우 차원이 증가하면 L(q)의 길이는 아주 빨리 데이터 공간의 전체 범위인 1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예를 들면, 선택률이 0.1% 이고 차원이 10차원인 경우, L(q)의 길이는 0.501이다. 만약 차원이 20차원
인 경우, L(q)는 0.708이다. 이때, 생성된 MBC들의 변의 길이가 1/2이면 이러한 질의 창은 생성된 모
든 MBC들과 교차한다.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고차원인 경우 정방형이 아닌 MBC를 생성하는 분할 방법을 제안하여야만 한다.
이는 차원이 높은 경우 낮은 선택률이라 하더라도 질의 변의 길이가 0.5보다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불균등 분할 방법
3.1 민코프스키-합 비용 모델에 대한 관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분할 차원의 선택과 선택된 차원에서 분할 개수의 선택이라고 알려졌다. 차
원이 낮은 경우에는 모든 차원에 대하여 균등성을 제공하는 차원 및 개수의 선택이 질의 성능에 효율적이라
고 알려져 왔다[5][19][24]. 따라서, 균등한 크기의 그리드같은 타일링 또는 균등 깊이(equi-depth) 분할 방법이
차원이 낮은 경우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낮은 차원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위와 같은 방법은 고차원인
경우 더 이상 좋은 선택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전 장에서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기하적 확률을 일
반화한 민코우스키-합 비용 모델에 의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된다[8][23].

---

정의 1 (민코프스키-합 비용 모델). 한 변의 길이가 L(q)인 입방체 질의 q와 MBC들의 집합 M이 주어진 경우,
---

---

집합 M에 대하여 질의 창 q가 교차할 MBC들의 개수의 기대값 E(M, q)는 아래와 같다.
m d −1 min(highi , j ,1 − L( q )) − max(lowi , j

E (M , q) = ∑ ∏

i =1 j = 0

− L(q),0)

1 − L( q )

M

: MBC들의 집합이며,

highi,j

: i번째 MBC의 j번째 차원의 범위의 최대값.

lowi,j

: i번째 MBC의 j번째 차원의 범위의 최소값.

(1)

|M| = P이다.

질의 입방체의 한 변의 길이 L(q)가 0.5인 경우, 균등분할 방법에 의하여 생성된 MBC들과 질의 창이 교차
할 기대값을 위의 수식 (1)에 의하여 구하면 생성된 전체 MBC들의 개수인 P 이다. 따라서, L(q)의 값이 0.5

보다 큰 경우의 질의는 균등분할 방법에 의하여 생성된 모든 MBC들과 교차한다.
---

이제 수식 (1)에 대하여 자세한 관찰을 해 보자. 수식 (1)에서 집합 M에 대하여 질의 q가 교차할 MBC들의
---

개수의 기대값은 질의 q가 각 MBC와 교차할 기대값의 합으로 표현된다. 각 MBC의 기대값은 MBC의 각 차
---

원에서의 변과 질의 q의 각 변에 의하여 구해진 기대값들의 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변들의 기대값은 MBC
의 한 차원의 변의 위치(즉, highi,j 및 lowi,j의 위치)와 질의 변의 길이(즉, L(q))에 의하여 결정된 값들의 곱으
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이때, MBC의 각 변의 기대값은 질의 길이에 의하여 분할된 데이터 공간에서 위치
---

하는 곳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집합 M에 대한 q 의 기대값은 각 MBC의 각 변의 기대값을 구하고 구해진
변들의 기대값들의 곱을 이용하여 한 MBC의 기대값을 구한다. 그리고 구해진 각 MBC의 기대값의 합이 집
---

합 M에 대하여 q 가 교차할 MBC들의 개수에 대한 기대값이다.

이러한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

하여 다음의 예 3.1을 보자.

예제 3.1. 설명의 단순화를 위하여 MBC가 일차원인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림 1)은 길이가 1/P(=δ)인
P(=7)개의 MBC들 및 질의 변의 길이 L(q)에 의하여 분할된 데이터 공간을 보여준다. L(q)는 데이터 공간을
세 부분으로 분할한다. 이 때 점이 있는 블록은 L(q)가 0.5보다 작은 경우 [0, L(q)] 및 [1−L(q), 1]와 교차하는
분할 공간을 나타내며 L(q)가 0.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0, 1−L(q)] 및 [L(q), 1]에

포함된 분할 공간을 나타

낸다.

0

L ( q)

1- L(q)
1
(가) L(q) <
2

1

0

1- L(q)

L ( q)

( 나) L ( q ) ≥

1

1
2

(그림 1) L(q)에 의하여 분할된 공간 및 7개의 변들

L(q)가 0.5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림 1)의 (가)처럼 [0, L(q)], [L(q), 1−L(q)], 그리고, [1−L(q), 1]들로 분할한다.
이때, [0, L(q)], [L(q), 1−L(q)] 그리고 [1−L(q), 1]와 교차하는 MBC들의 기대값은 각각 다르다. 범위 [0, L(q)]
와 교차하는 세 개의 MBC들의 기대값은 수식 (1)에 의하여 각각 δ / (1−L(q)), 2⋅δ /(1−L(q)) 그리고 3⋅δ
/(1−L(q))이다. 범위 [1−L(q), 1]와 교차하는 세 개의 MBC들의 기대값 또한 δ / (1−L(q)), 2⋅δ / (1−L(q)) 그리고

3⋅δ / (1−L(q))이다. 범위 [L(q), 1−L(q)]에 포함되는 MBC의 기대값은 모두 동일하며 (δ + L(q))/( 1−L(q))이다.
질의 변의 길이 L(q)가 0.5보다 큰 경우 (그림 1)의 (나)와 같은 분할된 범위들을 가진다. 0.5보다 작은 경우와
비슷하게 MBC들이 [0, L(q)] 및 [1−L(q), 1]에 포함되는 경우와 [L(q), 1−L(q)]와 교차하는 경우에 따라 MBC
들의 기대값은 각각 다르다. [0, L(q)] 및 [1−L(q), 1]에 포함되는 MBC들의 기대값은 동일하며 이들의 합은
2(1+2)⋅δ / (1−L(q)) 이다. L(q)가 0.5보다 큰 경우, [L(q), 1−L(q)]와 교차하는 MBC들은 L(q)가 0.5보다 작은 경
우와는 다르게 기대값이 모두 1이다. L(q)가 0.3 및 0.7인 경우 기대값은 각각 3.08개와 5.86개 이다. 이 값은
질의와 교차하는 MBC들의 기대 개수를 의미한다.

예제 3.1에 의하여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질의 변 L(q)는 데이터 공간을 세 부분으로 분
할하며 그 중 가운데 위치한 공간과 교차하는 MBC들의 변들의 기대값은 동일하다. 이때, 각 변은 최대 기대
값을 가진다. (2) 데이터 공간의 양쪽 경계들에 위치한 MBC들의 변들의 기대값은 중앙에 위치한 변들의 기
대값보다 작다. 그리고, 경계들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변의 기대값이 최소값을 가진다. 따라서, 분할을 하는
경우 가능하면 중앙 부분보다는 경계의 양 끝 부분에 더 많이 분할하는 것이 질의에 대하여 작은 기대값을
얻을 수 있다. 질의에 대한 일차원 MBC들의 기대값은 질의 변에 의하여 분할된 공간들과 MBC의 변들의 위
치에 의하여 각각 다르게 됨을 위의 예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다 일반화 하여 L(q) ≥ 0.5
인 경우 d 차원의 MBC의 기대값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자.

---

명제 3.1 d 차원의 MBC들과 L(q)≥0.5인 질의 입방체 q 가 주어진다고 가정하자. i번째 MBC의 j번째 차원의
변 Ii,j를 [lowi,j, highi,j]라 하자. 그러면, 이 변의 기대값은 아래와 같다.
(1) highi,j < 1 – L(q) 인 경우, Ii,j의 기대값은 highi,j/( 1 – L(q)).
(2) lowi,j > L(q) 인 경우, Ii,j의 기대값은 (1 – lowi,j)/(1 – L(q)).
(3) highi,j ≥ 1 – L(q) 또는 lowi,j ≤ L(q) 인 경우, Ii,j의 기대값은 1 이다.
(4) Ii,j의 길이가 1 – L(q)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Ii,j의 기대값은 1 이다.

증명. 위의 네 가지 명제들과 관련된 증명은 [20]에서 보여주고 있다.

Basic_Partition(D, s, fanout)
Input: D : a data set, s : a split dimension, fanout : the blocking factor
Output: D, MBC
1. let N be |D| and D1 be empty;
2. sort D by s in ascending order;
3. let sth dimensional (fanout - 1)th value be highs,left;
4. let sth dimensional (N - fanout)th value be lows,right;
5. if (highs,left < 1 − lows,right )
6.
retrieve from 0th to (fanout - 1)th data and insert into D1 ;
7. else
8.
retrieve from (N - fanout)th to (N - 1)th data and insert into D1 ;
9. construct a MBC using D1;
10. let D be D - D1;
11. return D and MBC;
(그림 2) CSP의 기본 분할 알고리즘
위의 명제 3.1에서 MBC 변들의 양 끝 값의 위치가 데이터 공간의 경계에 위치한 경우, 중앙 부근에 위치
한 것보다 기대값이 작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을 분할 전략에 적용하면, 균등 분
포된 데이터를 균등하게 분할하는 경우 MBC들의 변의 대부분은 데이터 공간의 중앙 부근에 위치하는 결과
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변들은 대부분 최대의 기대값을 가진다. 반면에 데이터 공간의 양 경계들에 위치
한 데이터부터 분할하는 불균등한 분할 전략을 적용하면 작은 기대값을 가지는 범위들로 구성된 MBC들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균등 분할보다 작은 기대값을 가지는 분할 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 절들에서
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 불균등 분할 방법인 CSP 방법을 제안하고, 그 성능을 분석한다.

3.2 CSP 분할 방법
이번 절에서 우리는 각 차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일정한 부피만큼 데이터 공간을 분할하는 불균등 분할 방
법인 CSP(Cyclic Sliced Partition) 방법을 제안하고 제안한 방법의 성능에 대하여 분석한다.

3.2.1 CSP 분할 방법
차원 i (1≤ i ≤d) 에서 데이터 집합 D로부터 값이 작은 순서 및 큰 순서로 블록킹 인수 만큼의 데이터를 각각
추출한다. 작은 순서로 추출된 데이터를 감싸는 MBC의 i번째 차원의 범위를 [lowi,left, highi,left]라 하고 큰 순서
로 추출된 데이터를 감싸는 MBC의 i번째 차원의 범위를 [lowi,right, highi,right]라 하자. 이 때, 두 개의 거리값
highi,left 와 1.0 − lowi,right 들을 기억한다. 구해진 거리값들 중 최소값을 가지는 차원 및 방향에 따라 집합 D를
두 개의 부집합 D1 과 D2로 분할한다. 이때, 블록킹 인수 만큼의 데이터를 가지는 집합 D1에 속한 데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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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SP 분할 순서 및 모양
D2에 속한 모든 데이터 보다 i차원에서의 값이 모두 작거나 또는 모두 크다. 집합 D1을 감싸는 노드를 생성
하고 D2를 D라 하고 차원 i를 (i+1)%d + 1 차원이라 하고 P개의 노드를 생성할 때까지 재귀적으로 CSP 분할
방법을 수행한다. CSP 분할 방법의 기본적인 분할 방법을 (그림 2)에서 보다 공식적으로 보여주었다. CSP 분
할은 (그림 2)의 Basic_Partition 알고리즘을 첫번째 차원부터 주기적으로 P개의 MBC를 생성할 때 까지 반복
수행한다. 우리는 데이터가 균등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분할 차원은 주기적으로 선택될 것이며
그리고 만약 어느 한 차원의 하한 경계 부근에서 분할이 발생하면 그 차원의 다음 분할에서는 반드시 상한
경계 부근에서 분할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차원인 경우 CSP 분할 방법은 (그림 3)과 같은 순서
및 모양으로 이루어 진다.

3.2.2 CSP 방법의 기대값
CSP 분할 결과 생성된 MBC의 각 변의 길이는 한 차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차원들에서는 아주 길다. MBC의
짧은 길이를 가지는 변은 데이터 공간의 경계와 떨어진 거리에 의하여 기대값이 결정됨은 명제 3.1의 (1), (2)
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차원이 높은 경우 작은 선택률이라 하더라도 질의 변의 길이는 1 에 가까운 값이 되
고 따라서 1 – L(q) 의 값은 0 에 가까운 값이 된다. 따라서, MBC의 분할되지 않은 d–1개 차원의 변들은 1 –

L(q) 보다 큰 값을 가지며 명제 3.1의 (3), (4)에 의하여 이러한 변들의 기대값은 대부분 1이 된다. 이러한 관
찰을 보다 자세히 수식적으로 기술함으로써 CSP 방법의 기대값을 알 수 있다. 기대값은 우선 CSP에 의하여
분할된 MBC를 구성하는 범위들의 위치 및 이러한 위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거리에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우리는 이러한 값을 구하고 난 후, 기대값에 대한 수식을 유도한다.

명제 3.2 d-차원의 단위 하이퍼 공간 [0,1]d이 CSP 방법에 의하여 P개의 MBC들로 분할된다고 하자. 이때,
SCSP(u,v)는 u번째 분할에 의한 MBC의 v차원의 변의 길이라 하자. 그리고 LCSP(u,v)를 v차원의 u번째 분할 이

후 남은 데이터 공간의 v차원의 길이라 하자. 그러면

1
P − v +1

SCSP(u,v) =

SCSP(u,v) = LCSP(u – 1,v)⋅

LCSP(u,v) = LCSP(u – 1,v)⋅

1
k

k −1
k

이 때, k = P ―d⋅(u―1) ― (v―1), 1 ≤ v ≤ d, 그리고 2 ≤ u ≤ ⎣P/d⎦

증명.

[20]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의 명제 3.2에 의하여 CSP 분할 방법에 의하여 각 차원에서 분할된 길이를 알 수 있다. 매 분할 시 공간
을 상호 배타적으로 분할하기 때문에 이전에 분할된 길이를 이용하여 현재 분할된 길이 및 데이터 공간의
양 경계들로부터의 거리 또한 알 수 있다. 다음의 정의는 CSP방법의 기대값을 단순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필
요한 정의이다.
정의 2 (누적 길이, CL).
u

CLleft(u,v) = ∑ S CSP (2i − 1, v)
i =1

u

CLright(u,v) = ∑ S CSP (2i, v)
i =1

분할된 길이의 누적 길이 또는 데이터 공간의 양 경계들로부터의 거리에 대한 위의 정의를 이용하여 구하
고자 하는 기대값을 나타내면 다음의 명제 3.3과 같다.

---

명제 3.3 CSP 방법에 의하여 분할된 d-차원의 MBC들의 집합 M과 한 변의 길이가 L(q)인 질의 입방체 q가 주
어졌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L(q) ≥ 0.5일 때 양의 정수 m1, m2, v1, v2들은 조건 CLleft(m1,v1) ≤ 1 − L(q)
---

와

CLright(m2,v2) ≤ 1 − L(q) 를 만족하는 최대 정수라 하자. 그러면 L(q) ≥ 0.5인 경우, 집합 M에서 q와 교차하는

---

MBC들의 기대값 ECSP(M, q)는 다음과 같다.
m1 −1 d
---

ECSP(M, q)

v1

∑ ∑ CLleft (i, j )

=

i =1 j =1

1 − L(q)

∑ CLleft (m1 , j )

+

m2 −1 d

i =1 j =1

1 − L(q )

1 − L( q )
v2

∑ ∑ CL right (i, j )

+

j =1

∑ CL right (m 2 , j )

+

j =1

1 − L( q )

+ ( P − x)
이 때,

증명.

(3)

x = (m1 +m2)⋅d + v1 + v2 이고 P = |M| 이다.

[20]을 참조하기 바란다.

CSP 분할 방법의 기대값은 분할된 MBC를 구성하는 변들의 위치에서 데이터 공간의 경계 사이의 거리를
구한 값들의 합과 데이터 공간의 중앙에 위치한 공간 [1–L(q), L(q)]d 와 교차하는 MBC들의 개수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실은 데이터의 개수가 주어진 경우 가능하면 데이터 공간의 경계에서부터
분할하여 패킹을 하는 것이 질의 성능에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리고, 기존의 균등성을 지향하는
분할 방법은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한 나타내고 있다. 다음 절에서 우리는 CSP의 성능
모델의 정확성을 가상 및 실제 실험을 통하여 보여준다.

3.2.3 분석의 정확성.
질의 변의 길이 L(q) ≥ 0.5인 경우, CSP의 기대값은 두 항의 합, 즉 누적길이의 합과 MBC들의 개수로 표현
된다. 질의 변의 길이 L(q) < 0.5인 경우, 본 연구에서는 기대값에 대한 추정치를 사용한다. 사용된 추정치는
---

ECSP(M, q) = ∑∑CL(i,j)/(1− L(q)) ⋅ (1 + (P–x) / P )이다. 이 값은 누적 길이 조건을 만족하는 MBC들의 기대값의
평균치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MBC들의 개수( 즉, (P–x))의 곱이다. 제안한 CSP의 성능 모델을 다음 두 가
지 경우에 대하여 검증한다. 첫째는 CSP 방법으로 [0,1]d 데이터 공간을 타일링하는 MBC들을 인위적으로 생
성하고 질의를 수행한 경우이다(–S). 둘째는 각 차원에 대하여 [0,1] 사이의 수를 랜덤하게 생성하여 d-차원의
균등 분포를 가지는 합성된 데이터 집합을 생성하고 이러한 데이터집합을 CSP방법에 따라 분할한 MBC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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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정된 P에 대한 다양한 차원

(그림 4) 분석 결과와 시뮬레이션, 실험과의 비교 그래프
집합에 대하여 질의를 수행한 경우이다(–E). 성능모델을 이용한 기대값은 그래프에서 –A로 표시한다.
실험에서 사용된 선택률의 범위는 10-9에서 10-1까지이다. 예를 들면, 차원이 64인 경우 질의 변의 길이는
0.723에서 0.965까지이다. 데이터의 개수가 68040이고 블록킹 인수가 40인 경우의 실험결과는 (그림 4)의 (가),
(나)에서 보여준다. (그림 4)의 (다)는 차원이 일정한 경우 분할 개수 P의 변화에 따른 CSP-A의 디스크 접근
비율을 보여준다. (그림 4)의 (라)는 분할 개수가 일정한 경우 차원의 변화에 따른 CSP-A의 디스크 접근 비율
을 보여준다. 디스크 접근 비율은 디스크 접근 횟수를 분할 개수 P로 나눈 값이다. (그림 4)의 (가), (나)에서
우리의 분석 결과가 시뮬레이션 및 실험과 상당히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두 그래프에서 차원이 비록 여덟
배나 증가 하더라도 기대값의 차이는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분할 개수가 동일한 경우 차원의 증가
는 페이지 접근 비율적인 면에서 거의 고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림 4)의 (라)에서 보다 명확
하게 보여준다. (그림 4)의 (다)에서 분할 개수 즉 데이터의 개수가 증가하면 오히려 디스크 접근 비율이 어
느 정도 까지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대용량 및 고차원 데이터에 대

하여 제안한 CSP방법이 디스크 접근 비율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실험
이번 장에서 우리는 CSP와 다른 방법들, 즉, 순차 검색(LS), STR, VA-File, HP 그리고 X-트리와 영역 질의에
대한 디스크 접근 횟수를 비교한다. 순차 검색 방법은 실험의 하한 성능을 나타내는 방법이며 생성된 전체
노드 개수의 1/4만큼의 디스크 접근 회수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균등-깊이 분할방법에 속하는 예로써 STR 과
---

VA-File 방법을 선택한다. 이 방법들은 이전 장의 분석 결과에 의하여 정방형 질의 q의 한 변의 길이 L(q)가
0.5보다 큰 경우에는 항상 CSP 방법에 비하여 나쁜 성능을 보여줄 것이다. STR에서 분할 차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장 긴 범위를 가지는 차원을 분할 축으로 선택한다. VA-File의 경우, 각 차원에 할당된 비트
수 b 는 각 데이터에 대하여 적어도 1개의 근사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개수를 선택한다. 즉, 데이터 개수 N 이
주어진 경우 비트 수 b 는 ≥ ⎡log2⎡N1/d⎤⎤ 이다. VA-파일 같은 경우 페이지에 저장된 데이터들 사이의 거리적
인접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질의와 교차하는 근사정보가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는 영역 질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64개의 페이지들을 할당한 LRU 버퍼를 사용한다. X-트리는 고차원 데이터
에 대하여 비교적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동적 색인 방법이다. 따라서, 비교의 공정성을 위하여 우리는 이
를 동적으로 구축한 경우보다 성능이 좋은 정적으로 구축한 경우에(X-BULK) 대하여 실험한다. 모든 실험들
에서 사용된 페이지의 크기는 8K로 한다.

4.1 질의 및 데이터 집합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집합들은 각각 4, 8, 16 그리고 32차원 집합들이며, 이들 각각은 100,000개의 데이터로
구성된 균등분포를 가지는 데이터 집합이다. 질의 집합은 주어진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1000개의 데이터를 임
의로 선택한 후, 선택률의 값만큼 범위를 확장하여 생성한다. 선택률은 10-6부터 10-1까지로 한다. 예를 들어,
4차원인 경우 질의 창의 한 변의 길이는 0.03부터 0.56까지 변한다. 차원이 높아지면 한 변의 길이는 증가한
다는 사실을 주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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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합성 데이터 집합에 대한 실험 결과
4.2 실험 결과
합성 데이터에 대한 실험 결과는 (그림 5)에서 보여준다. 고차원 색인 방법들 중 비교적 좋은 성능을 보여준
다고 지적된 X-트리의 경우 16차원 이상의 데이터 집합에 대해서는 실험에서 사용된 모든 방법들보다 나쁜
성능을 보여주며 오직 차원이 낮은 경우 즉, 4차원인 경우에 한해서 다른 방법들에 비하여 비교적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균등 분할 방법의 일종인 STR 과 VA-파일의 경우 모든 차원에 걸쳐서 비슷한 S 형태의 성
능을 보여준다. 선택률이 낮은 경우에는 VA-파일의 성능이 STR보다 좋음을 보여준다. 이는 VA-파일에 의하
여 분할된 근사화 정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STR에 의하여 분할된 노드의 크기보다 작으며 질의 창

또한 근사화 정보가 차지하는 공간 크기보다 작기 때문이다. 힐버트 공간채움곡선을 이용한 방법은 4차원을
제외한 차원들에서 균등 분할 방법들보다 대체로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주목하기 바란다. CSP 방법
을 제외한 방법들은 비교적 낮은 차원과 작은 선택률에서는 순차 검색 방법과 비교하여 좋은 성능을 보여주
나 높은 차원과 큰 선택률에서는 순차 검색보다 나쁜 성능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차원이 증가하면 할수
록 더욱더 뚜렷해진다. 오직 제안한 CSP 방법만이 모든 차원들 및 선택률들에서 순차 검색 방법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CSP 방법은 차원이 높다 하더라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며
전체 페이지에 대하여 접근하는 페이지 수의 비율은 오히려 차원이 증가하면 감소하는 성질을 보여준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패킹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들 중의 하나는 데이터 분할 방법의 선택이다. 차원이 낮은 경우, 데이터 집합을
균등 크기로 분할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고차원인 경우 한정된 분할 회수 때문에 균등하게 분할하기도 힘
들 뿐만 아니라 균등한 분할 방법이 질의 성능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민코프스키-합 비용모델에 대한 관찰 결과를 토대로 한 차원에 대해서만 데이터 공간의 경계로부터
박피하듯이 분할하는 불균등 분할 방법이 질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CSP 분할 방법을 제안하고 성능 모델을 제시하였다. 성능 모델의 분석 결과, 한 차원에서의
분할된 범위와 데이터 공간의 양 경계들과의 거리, 그리고 질의 변의 길이에 의하여 구성되는 데이터 공간의
중앙 영역과 겹치는 노드들의 수가 기대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수식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과 합성 데이터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우리는 제안한 수식의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 다양한 차원들 및 선택률들에서 CSP 방법이 다른 방법들보다 뛰어난 영역 질의 성능을 보여
줌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리고 CSP 방법만이 순차 검색 방법에 비하여 일정한 성능 우위를 보여준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제안한 CSP 방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1) 정방형 질의 창 q 의 한 변의 길이 L(q)가 0.5 이상이 되는 고차원 환경에서 유일하게 순차 검색 방
법에 비하여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2) 주어진 차원에서 데이터의 개수가 증가할 때, 전체 페이지 개수에 대한 접근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다.

(3) 데이터의 개수가 고정된 경우 차원이 증가하더라도 전체 페이지 개수에 대한 접근 비율은 거의 동일
하다.
(4) (2), (3)에 의하여 CSP 방법은 차원 및 데이터의 개수의 증가에 덜 민감한 분할 방법이다. 따라서 새
로운 응용 환경들에서 요구하는 대용량, 고차원 데이터 처리에 적절한 정적인 분할 방법이라고 주장
할 수 있다.
CSP 방법을 디스크배열 등에 적용하는 디클러스터링 방법은 앞으로 우리가 연구할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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