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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차원 일구조를 주어진 질의 패턴에 의해 최 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지 까지
의 다차원 일구조는 응용 시스템에서 주어지는 질의의 패턴을 고려하지 않고 다차원 일구조를 구성하는 애트
리뷰트들의 클러스터링 정도를 동일하게 취 하 다. 그러나 다차원 일구조를 이용하는 부분의 응용 시스템에
서 구성 애트리뷰트들 사이의 액세스 정도를 크게 다르게 하는 질의 패턴을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차원 
일구조의 응용 시스템에서 주어지는 질의 정보를 이용하여 각 구성 애트리뷰트들 사이의 클러스터링 정도를 각
각 다르게 반 함으로써 최 이 되는 다차원 일구조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먼  질의처리의 성능이 질의 
패턴에 주어진 질의 역의 모양과 다차원 일구조의 도메인 공간의 분할 상태를 나타내는 페이지 역의 모양 
사이의 유사성에 따라 크게 향 받음을 보이고,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수학  분석을 통하여 제안된 기법의 이
론 인 배경을 증명한다.

1. 서론

다차원 일구조는 다차원 클러스터링(multidimensional 

clustering)[3]을 지원하는 일구조로서, 여러 개의 애트

리뷰트로 구성된 질의를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미 

다차원 일구조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표 인 로는 KD-트리, K-D-B-트리[7, 8, 10], 4D-트

리, LSD-트리, hB-트리[1]  MD-트리[5] 등을 비롯하여 

다차원 선형 해슁(multidimensional linear hashing), 다차

원 신장 해슁(multidimensional extendible hashing), 그리

드 일(grid file), BANG- 일, 계층 그리드 일

(multilevel grid file)[9]등이 있다.

효과 인 클러스터링을 해서는 코드들을 그룹화하

여 페이지 단 로 장할 때, 질의처리 시에 액세스되는 

체 페이지의 개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

다. 즉, 빈번히 함께 액세스되는 코드들을 같은 페이지 

내에 장함으로써 질의처리 시 액세스되는 페이지의 개

수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2, 4, 11].

여러 애트리뷰트들이 클러스터링 특성을 공유하는 다차

원 일구조에서는 역 분할 략(region splitting strategy)

의 변화를 통하여 애트리뷰트 별로 클러스터링의 정도를 조

정할 수 있다. 기존의 다차원 일구조에서는 역의 분할

시 주로 순환 분할 략(cyclic spitting strategy)[6, 9]을 사

용하도록 하여 각 페이지와 응되는 역의 형태가 정방형

이 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애트리뷰트들이 클러스터링 특성

을 같은 정도로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요구하는 질의에서는 일반 으로 다

차원 일구조를 구성하는 각 애트리뷰트에 따라 질의 조

건의 구간 크기가 다르며, 큰 구간의 질의 조건이 특정 애

트리뷰트에 편향되게 주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

한 경우 모든 애트리뷰트들이 클러스터링 특성을 같은 정

도로 공유하게 되면 질의처리시의 성능이 하된다. 

본 논문에서는 미리 주어진 사용자 질의 정보를 기반으

로 질의처리 비용을 최소화하는 다차원 일구조의 구성

방법을 제시한다. 제안된 기법은 사용자 질의 패턴을 사

에 분석함으로써 질의 처리시 발생하는 페이지 액세스 수

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 의 애트리뷰트별 클러스터링 정

도를 구하는 것이다. 수학  분석을 통하여 제안된 기법의 

이론 인 배경을 증명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다차원 

일구조의 구성방법은 다차원 일구조를 이용하는 많은 

응용에서 성능을 개선하는 좋은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면

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2. 다차원 파일구조의 특징

일은 속성들의 리스트로 구성된 코드들의 모임

이다. 일의 구조는 코드를 구성하는 속성들 

에서 일부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와 같이 일을 구

성하는데 참여하는 속성들을 구성 속성(organizing 

attribute)이라 한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구성 속

성을 가지는 일구조를 다차원 일구조라 한다. 

도메인은 한 속성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값들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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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다차원 일구조 내에서 하나의 축에 해당된

다. 모든 속성에 한 도메인들의 카티젼 곱

(Cartesian product)을 도메인 공간(domain space)이 

라 정의하고, 도메인공간의 일부분을 역(region)이

라 한다. 

다차원 일구조는 역의 분할시 분할 경계를 정하는 

기 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역에 포

함된 데이터의 개수를 균등하게 양분하는 속성 값을 분할 

경계로 하는 데이터 기  분할 략의 일구조[5, 8]로서, 

분할 경계가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 유동 이다.  다른 

하나는 역의 크기를 반분하는 치를 분할 경계로 하는 

역 기  분할 략의 일구조[6, 9]로서, 분할경계가 데

이터의 분포에 상 없이 고정 이다. 역 기  분할 략

을 사용하는 일구조는 역 분할의 경계가 항상 고정되

므로, 일구조가 데이터의 입력 순서에 계없이 일정하

게 유지되고, 역 분할 략에 따라 역의 모양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다차

원 일구조의 구성방법은 이러한 역 기 분할 략을 

사용하는 기법들의 특징을 기반으로 한다.

3. 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일련의 사용자 질의 패턴에 해서 평균 

질의처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차원 일구조를 구

성하기 하여, 다차원 일구조의 도메인 공간을 구성하

는 페이지 역들의 최 의 구간비를 결정하는 문제를 다

차원 일구조의 최  구성방법이라 한다. 지 까지의 다

차원 일구조의 구성에서는 각 축을 미리 결정된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번갈아 가면서 분할한다. 이러한 방식은 사

용자로부터 주어지는 질의 패턴의 특성을  반 하지 

않은 것이다.

다차원 일구조에 한 사용자 질의는 검색 결과에 포

함되는 코드들이 만족해야할 술어(Predicate)들의 결합

(conjunction)으로 구성된다. 완 부합 질의(exact match 

query)는 모든 속성에 해서 등식 술어(즉, 속성 A = 

'a')들의 결합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부분부합 질의(partial 

match query)는 속성들 에서 일부만이 술어에 포함된 

질의이며, 범  질의(range query)는 등식 술어들과 함께 

어도 하나 이상의 속성에 의한 범  술어(즉, 속성 A > 

'a')들이 결합된 질의이다[9].

본 논문에서는 Robinson[8]에 의해서 정의된 다음과 같

은 질의 역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모든 질의는 도메인 공간내의 역들로 표 할 수 있다. 

이 역은 일을 구성하는 속성에 한 구간들의 곱으로 

표 되며, 이를 질의 역이라 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완 부합 질의는 모든 속성들에 한 구간이 단일 값으로 

주어지는 의 질의 역으로 표 된 경우이고, 부분부합 

질의는 일부 속성들에 한 구간이 체 도메인으로 주어

지는 질의 역으로 표 된 경우이다. 그리고 범  질의는 

어도 하나 이상의 속성에 한 구간이 체 도메인의 

일부 구간으로 주어지는 질의 역으로 표 된 경우이다.

따라서, 모든 사용자 질의를 도메인 공간내의 질의 

역에 포함되는 코드들을 탐색하는 연산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차원 일구조의 구성방법의 문제는 일

련의 사용자 질의 역들에 의해서 교차되는 페이지 역

들의 개수를 최소화 하는 문제가 된다. 사용자 질의 패턴

에 나타나는 질의 역들의 형태에 한 정보를 기반으로 

질의 역들에 의해 교차하는 페이지 역들의 개수가 최

소로 되는 최  페이지 역의 구간비를 결정하고, 가능한 

이와 같은 구간비를 갖는 페이지 역들이 되도록 하는 

역 분할 략을 사용함으로써 최 의 다차원 일구조

를 구성할 수 있다.

4. 구성 원리

본 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하여 속성이 두 개인 이

차원 일구조에 해서, 질의 역과 페이지 역의 모양

간의 상호 계에 의한 질의처리의 최  조건으로서 다차

원 일구조의 구성 원리를 제시한다. 다양한 형태의 여러 

질의 역들로 주어진 질의 패턴에 해서, 먼  데이터가 

균일하게 분포한다는 조건하에 질의처리의 최  조건이 

되는 최  페이지 역의 구간비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시한다. 그리고 데이터가 비균일하게 분포하는 일반

인 경우로 확장한다.

4.1 균일 분포에서의 최적 페이지 영역의 구간비

데이터가 균일하게 분포하면, 도메인 공간의 치에 상

없이 데이터의 집도(density)가 일정함으로 인하여 모

든 페이지 역의 크기가 일정하게 된다. 아래 [정리 1]은 

도메인 공간을 구성하는 페이지 역들의 크기가 일정할 

때, 질의 패턴을 이루는 다양한 형태의 질의 역들에 의

해 교차되는 페이지 역들의 총 개수를 최소로 하는 최

 페이지 역의 구간비는 모든 질의 역들에 해 각 

축별로 구간 크기를 더한 값의 비로서 결정할 수 있음을 

정리한 것이다.

[보조정리 1] 크기가 로 일정한 페이지 구간(일차원 

페이지 역)으로 나 어져 있는 일차원 도메인 공간상에

서, 크기가 인 임의의 질의 구간과 교차하게 되는 페

이지 구간의 평균 개수는 (


)개이다.

증명: 질의 구간의 크기 를 (n은 자연수, 0 

≤ a < )라 하면, 질의 구간과 교차하게 되는 페이지 

구간의 개수는 질의 구간이 시작되는 치가 페이지 구간

의 처음부터 까지의 범 에 오면 n+l개이고, 나머

지 범 에 오면 n+2개이다. 따라서, 크기가 인 질의 

구간과 교차하게 되는 페이지 구간의 평균 개수는

 










 


  이다.                  ☐
[보조정리 2] 크기가 ×로 일정한 페이지 역들

로 나 어져 있는 이차원 도메인 공간상에서 임의의 질의 

역 × 와 교차하게 되는 페이지 역의 평균 개

수는 





개가 된다.

증명: 보조정리 2에 의하여 한축에 해 교차하게 되는 페

이지 역의 평균 개수는


개이고,  다른 축에 

해 교차하게 되는 페이지 역의 평균 개수는 



개이다. 따라서 그리드 형태의 페이지 역들로 구성된 이

차원 도메인 공간상에서, 이차원 질의 역에 의해서 교차

되는 페이지 역의 평균 개수는 두 축간에 서로 독립

이므로





개가 된다.                ☐

[정리 1] 크기가 ×로 일정한 페이지 역들로 

나 어져 있는 이차원 도메인 공간상에서, 임의의 치에 

주어지는 n개의 질의 역  ×   에 해 

각 질의 역과 교차하게 되는 페이지 역의 총 개수를 

최소로 하는 최  페이지 역의 구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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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증명: 이차원 도메인 공간을 이루는 페이지 역의 크기를

×               (1)

라 할 때, [보조정리 1]에 의해 n개의 질의 역 

 × 각각의 질의 역과 교차하게 되는 

페이지 역의 총 개수 NB(p(x), p(y))는 다음 식과 같다.

 






 


 
        (2)

수식(1)로부터 

이므로,



 







 



   

         






  








 

     






 


                  (3) 

 

따라서, 수식 (3)의 값을 최소로 하는 를 구하면, 

 






 




   이고, 이러한 에 한 

p(y)는 수식 (1)에 의하여  






 




  이

다. 그러므로, NB(p(x), p(y))를 최소로 하는 최  페이지 역

의 구간비    




  
 



 이다.           ☐

4.2 비균일 분포에서의 최적 페이지 영역의 구간비

도메인 공간내에서 데이터가 비균일하게 분포한다는 것

은 도메인 공간내의 치에 따라 코드의 집도가 다름

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메인 공간의 

치에 따라 페이지 역의 크기가 달라진다. 즉, 코드의 

집도가 높은 곳에서는 집도가 낮은 곳에 비하여 많은 

페이지가 할당되므로 각 페이지 역의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 를 들어 (그림 1)은 코드의 집도가 상 으

로 높은 곳에 있는 페이지 역 A의 크기가 코드의 

집도가 상 으로 낮은 곳에 있는 페이지 역 B의 크기

보다 작은 것을 보여 다. 실제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는 

코드가 도메인 공간내에서 균일하게 분포되지 않으므로, 

본 에서는 [정리 1]을 확장하여 코드가 비균일하게 분

포하는 경우에 해서 다양한 형태의 질의 역들에 의해 

교차하는 페이지 역들의 개수가 최소로 되는 최  페이

지 역의 구간비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ㆍ

ㆍ

ㆍ ㆍ

ㆍ
ㆍ ㆍㆍ

ㆍ

ㆍ
B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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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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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균일 데이터 분포에 따른 페이지 역들의 크기 비교.

먼 , 코드들이 균일하게 분포하는 경우의 [정리 1]에 

해 살펴보자. [정리 1]에서는 질의패턴을 구성하는 모든 

질의 역들에 해 각 축별로 구간 크기를 더한 값의 비

로서 결정한다. 를 들어, 20×100인 형태 A의 질의 역

과 5 × 2인 형태 B의 질의 역이 같은 비율로 주어질 

때 최  페이지 역의 구간비는 25:102(즉, 20+5 : 100+2)

로 결정된다. 여기에서 최  페이지 역의 구간비는 B형

태 질의 역의 구간비인 5:2보다 A형태 질의 역의 구

간비인 20:100에 더 가깝게 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A형태의 질의 역이 B형태의 질의 역보다 크므로 질

의처리 비용도 커지며, 이 결과 최  페이지 역의 구간

비를 결정하는데 더 큰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균일 

분포 하에서는 각 질의 역에 의해 교차되는 페이지 

역의 개수가 그 질의 역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이터가 도메인 공간상에서 비균일하게 분포

하는 경우에는, 질의 역에 의해 교차되는 페이지 역의 

개수는 질의 역의 크기뿐만 아니라 질의 역이 주어진 

치의 데이터 집도에도 비례하게 되므로, [정리 1]에서

와 같이 최  페이지 역의 구간비를 모든 질의 역의 

각 축별로 구간 크기를 단순히 더한 값의 비로서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각 질의 역의 크기에 

해 치에 따른 데이터 집도를 가 치(weight)로 곱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각 질의 역의 구간비는 원래

로 유지하면서 크기에 해 데이터 집도를 가 치로 곱

한 질의 역의 형태를 정규화된 질의 역이라 하고, 정

규화된 질의 역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질의 역의 정규

화(normalization)라 한다.

n개의 코드를 포함하는 질의 역 × 는 데이터 

집도 d를 ×


으로 하여 각 속성의 구간에 가 치 

를 곱함으로써 정규화된 질의 역 ✕로 
정규화 할 수 있다. 즉, 정규화된 질의 역의 구간비는 

     로서 원래 질의 역의 구간

비와 같게 유지되며, 크기만 원래 크기에 데이터 집도 

d를 곱한 × ×가 된다. 여기에서, 정규화된 질의 

역의 크기는 그 질의 역에 포함된 코드의 개수와 

같게 됨을 알 수 있다. 아래 [정리 2]는 데이터가 도메인 

공간내에서 비균일하게 분포하는 경우에 최  페이지 

역의 구간비를 정규화된 질의 역들의 각 축별로 구간 

크기를 더한 값의 비로서 결정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정리 2] 서로 다른 크기의 페이지 역들로 나 어져 있

는 이차원 도메인 공간상에서, 임의의 치에 주어지는 n

개의 질의 역  ×  에 해 각 질의 

역의 데이터 집도를 di라 할 때, 각 질의 역과 교차

하게 되는 페이지 역의 총 개수를 최소로 하는 최  페

이지 역의 구간비    




  




 

이다. 

증명: 이차원 도메인 공간을 이루는 서로 다른 크기의 모

든 페이지 역에 해서, 정규화된 페이지 역의 크기는 

페이지 역에 포함된 코드의 개수(K)로서 모두 일정하

다. 따라서 크기와 구간비가 일정한 정규화된 각 페이지 

역을 ′ ✕′ 라 하면,
′ ✕′                         

          

      (4)

가 된다. 이와 같이 정규화된 페이지 역들은 크기와 구

간비가 같으므로 [보조정리 2]를 이용하여, n개의 정규화

된 질의 역  ✕    ⋯   각각의 질
의 역과 교차하게 되는 정규화된 페이지 역의 총 개

수 NB(p'(x), p'(y))는 다음 식과 같이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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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식 (4)로부터 ′ ′ 

이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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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 

따라서, 수식 (6)의 값을 최소로 하는 p'(x)를 구하면,

′  






  




  이고, 이러한 p'(x)에 

한 p'(y)는 수식 (4)에 의하여 p'(y)=








  




  이다. 그러므로, NB(p'(x), 

p'(y))를 최소로 하는 최 의 정규화된 페이지 역의 구간

비 ′  ′  




  
 



 이다. 한, 원

래 페이지 역의 구간비는 정규화된 페이지 역의 구간비와 

같으므로 최  페이지 역의 구간비      

′  ′ 




  
 



 이다.            ☐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역 기  분할정책을 사용하는 다차원 

일구조를 최 으로 구성하는 방법에 하여 논의하 다. 

본 논문의 본론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하여 구성 애트리

뷰트가 두 개인 이차원 일구조에 해서 도메인 공간의 

분할 상태를 나타내는 페이지 역들의 구간비가 질의 

역의 구간비와 같을 때, 질의 처리시에 발생되는 페이지액

세스 수가 최소로 됨을 수학 으로 분석하고 증명하 다. 

그러나, 구성 애트리뷰트가 두 개 이상인 다차원 일구

조에 해서 다음과 같이 확장하여 용할 수 있다. 즉, 주

어진 n개의 N차원 질의 역  ×   ⋯  ⋯×

  에 해서, 먼  최  페이지 역의 구간비는 

코드들이 도메인 공간에서 균일하게 분포할 때는 질의 역들

의 각 축의 구간 크기를 합산한 값의 비인 




  


 



 ⋯




  ⋯




 로 계산 할 수 있다. 그

리고 코드들이 도메인 공간에서 비균일하게 분포할 때

는 각 질의 역의 크기를 질의 역에 포함되는 fp코드들

의 개수가 되게 정규화하여 정규화된 n개의 질의 역 

′ × ′  ⋯ ′  ⋯×′   들로서 각 축의 
구간 크기를 합산한 값의 비인 





′  




′ 

⋯




′  ⋯




′ 로 다차원 일구조의 최  페이

지 역의 구간비를 계산할 수 있다.

이와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다차원 일

구조의 최  페이지 역의 구간비를 계산하여, 이와같은 

구간비의 페이지 역들을 갖는 다차원 일구조를 구성

함으로써, 다차원 일구조를 이용하는 많은 응용 시스템

에서 성능을 매우 크게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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