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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환경에서는 상향링크와 하향링크의 대역폭이 비대칭적이며 전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

율적인 데이터 전송기술로 브로드캐스팅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브로드캐스트에서 인덱스를 사용하면 

원하는 데이터가 언제 방송되는지를 알 수 있어 튜닝 시간을 줄이고, 전력의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

다. 지금까지 연구된 싱글 채널 인덱스 기법들은 모든 데이터 아이템이 동일한 확률로 접근되는 flat 

브로드캐스트 방송에 적합한 인덱스 기법들이다. 데이터 아이템에 대한 접근 확률이 편향되는 경우에

는 멀티디스크 방송 기법을 사용해야 효과적이지만, 기존의 인덱스 기법들은 인덱스가 한 방송 주기 

내에서 반복되어 방송되는 데이터 아이템을 가리킬 수 없기 때문에 멀티디스크 방송 기법에는 효과적

이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싱글 채널 인덱스 기법으로서 멀티디스크 방송에 적용되는 인덱스 기법인 

MDEI (Multi-disk Exponential Index)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하는 MDEI 기법은 각 디스크 별로 

인덱스를 구성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접근확률이 편향되는 경우에 멀티디스크 방송을 기반으로 

이 인덱스 기법을 사용하면 flat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하는 다른 인덱스 기법을 사용했을 때보다 평균 

접근지연시간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실험 결과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확률이 편향된 환경에서 

MDEI가 평균 접근지연시간에 있어서 매우 좋은 성능을 갖는 것을 보여준다.

1. 서론

  모바일 환경에서는 업링크와 다운링크의 대역폭이 비대

칭적이며 전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기술로 브로드캐스팅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이 방법

은 서버가 계속하여 데이터들을 브로드캐스트 하고, 클라

이언트는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

는 방법이다. 브로드캐스팅의 성능은 클라이언트가 원하

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채널을 탐색하는 시간인 튜닝시간

과, 클라이언트가 데이터에 대한 요청을 보낸 후부터 그 

데이터를 얻을 때까지 걸린 시간인 접근지연시간으로 평

가할 수 있다. 데이터를 얻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

해서는 접근지연시간을, 소비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는 튜닝시간을 줄여야 한다.

  브로드캐스팅에서 인덱스를 사용하면 원하는 데이터가 

언제 방송되는지를 알 수 있어 튜닝 시간을 줄이고, 전력

의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브로드캐스팅

에서 다양한 인덱스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다. (1,m) 인덱

스나 분산 인덱스 방법과 같은 트리기반의 인덱스 방법

[4], 해싱을 이용한 방법[5], 시그니처를 이용한 방법[6], 

지수 인덱스 방법[1] 등이 그 예이다. 이 기법들은 모든 

데이터 아이템이 동일한 확률로 접근되는 flat 브로드캐스

트 방송에 적합한 인덱스 기법들이다. 데이터 아이템에 

대한 접근 확률이 편향되는 경우에는 멀티디스크 방송 기

법을 사용해야 효과적이지만, 기존의 인덱스 기법들은 인

덱스가 한 방송 주기 내에서 반복되어 방송되는 데이터 

아이템을 가리킬 수 없기 때문에 멀티디스크 방송 기법

[2]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MHash 기법[3]은 두 개의 인수를 갖는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non-flat 브로드캐스트 방송에 적합하게 만들어

진 인덱스 기법으로, 데이터 아이템에 대한 접근 확률이 

편향되는 경우에 기존의 flat 브로드캐스트 방송에 대한 

인덱스 기법들보다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렇지만 MHash 

기법은 두 가지 이유에서 멀티디스크 방송에 적합하지 않

다. 첫째, 멀티디스크 방송 프로그램의 모든 데이터 아이

템을 정확하게 가리킬 수 있는 해시 함수는 없다. 두 번

째 이유는 MHash 기법이 데이터 아이템의 최대 반복 횟

수를 일정 숫자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는 데이터 

접근 확률이 편향되는 경우에 멀티디스크 방송 프로그램

에서 요구하는 반복 횟수가 MHash 기법의 최대 반복 횟

수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싱글채널 인덱스 기법 중에 멀티디스크 방송 기법에 적

합한 기법은 없다. 멀티채널 환경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가 진행되어 왔으나[7][8] 이들은 직접적으로 싱글 채널 

환경에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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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방송할 데이터 아이템의 집합 

  본 논문에서는 멀티디스크 방송에 적합한 싱글 채널 인

덱스 기법인 MDEI(Multi-disk Exponential Index)를 제

안한다. MDEI 기법은 데이터 아이템 접근 확률이 편향될 

때 멀티디스크 기법과 함께 사용하면 평균 접근지연시간

을 줄일 수 있다.

  MDEI는 멀티디스크에서의 동작을 위해 인덱스가 한 방

송주기 내에서 여러 번 방송되는 데이터 아이템을 가리킬 

수 있도록 지수 인덱스 기법을 확장했다. 기존의 지수인덱

스는 하나의 키에 대해 하나의 위치만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디스크에서의 동작이 불가능하지만, MDEI는 

이를 멀티디스크의 각 디스크마다 별도의 인덱스를 구성하

도록 확장했기 때문에 멀티디스크에서의 동작이 가능하다.

  특별히 지수인덱스를 사용한 것은 멀티디스크에의 확장

에서 몇 가지 장점을 갖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처럼 디

스크별로 인덱스를 구성할 경우에는 디스크 내의 데이터 

아이템 개수가 인덱스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멀

티디스크에서 각각의 디스크가 포함하는 데이터 아이템의 

개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확률의 편향성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트리 기반의 인덱스 기법들은 인덱스 트리가 

하나의 루트를 갖는 트리로 구성되기 때문에 데이터 아이

템의 개수 변화가 인덱스 트리의 크기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만, 지수인덱스는 서로 다른 루트를 갖는 인덱스 트

리들이 방송 전체에 분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데이터 아

이템의 개수 변화가 인덱스 테이블의 크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서 멀티디스크에의 확장에 적당하다. 또한 지

수인덱스는 인덱스 테이블이 짧은 간격으로 자주 방송되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기 탐색 시간이 짧아서 평균 접

근지연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MDEI 브로드캐스트 프로그램의 

구성 방법을 보여주고, 3장에서는 클라이언트가 MDEI 브

로드캐스트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데이터 아이템에 접근하

는 프로토콜을 설명할 것이다. 4장에서는 이 기법의 실험 

환경과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5장에서 이 논문의 결론을 

맺을 것이다.

2. MDEI 로그램 구성

  이 장에서는 MDEI에서 방송하는 브로드캐스트의 프로

그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한다.

  (그림 1)은 방송할 데이터 아이템의 집합을 보여준다. 

총 40개의 데이터 아이템을 방송하며, 그 중 8개의 데이

터가 나머지 32개의 데이터보다 인기 있는 경우이다. 이 

때, 인기 있는 데이터들은 나머지 데이터 아이템보다 두 

배 더 자주 방송되도록 하면, [2]에 따라 (그림 2)와 같이 

멀티디스크를 구성할 수 있다. 즉, D33, D35 등의 인기 

있는 데이터 아이템들은 disk 1에 포함되어 한 번의 방송 

주기 내에서 두 번 방송되며, 나머지 인기 없는 데이터 

아이템들은 disk 2에 포함되어 한 번의 방송주기 내에서 

한 번 방송된다. 여기서 각각의 디스크는 데이터 아이템

의 키 값에 의해 정렬시킨다.

  프로그램에서 모든 버켓은 컨트롤 정보와 인덱스 테이

블, 그리고 데이터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인덱스 테이블

은 형태적으로는 지수 인덱스[1]와 같은 형태를 갖는다. 

즉, 테이블은 {distInt, maxKey}의 튜플로 이루어져 있으

며, 여기서 distInt는 현재 버켓으로부터의 거리, maxKey

는 distInt만큼 떨어진 버켓의 최대 키 값이다 (1≤k≤

logN, N은 방송되는 데이터 아이템의 개수). 하지만 그 

내용은 다른 값을 갖게 되는데, MDEI는 멀티디스크에서 

동작하기 위하여 인덱스 테이블을 디스크별로 따로 구성

한다. 즉, 디스크 1에서 방송되는 인덱스 테이블은 디스크 

1의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그림 2)

에서 버켓 1의 인덱스 테이블이 나타내는 것은, 한 버켓 

뒤에 데이터 아이템 D35가, 세 버켓 뒤에는 D43이, 일곱 

버켓 뒤에는 D68이 방송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나의 인덱스 테이블은 자신이 포함된 디스크에 대해

서만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 테이블만 가지

고서는 여러 디스크들이 인터리빙되어 방송되는 프로그램 

내에서 원하는 데이터의 방송 위치를 찾을 수 없다. 그래

서 각 버켓에서는 컨트롤 정보도 함께 방송되는데, 그 내

용은 <표 1>과 같다. 데이터의 방송 위치를 찾기 위하여 

컨트롤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데이터 접근 프로토

콜과 함께 3장에서 설명하겠다.

<표 1> 컨트롤 정보

notation description

numDsk disk의 개수

dskNo 현재 방송되는 disk의 번호

mcLen 하나의 minor cycle의 길이

dskLen 하나의 minor cycle 내에서 현재 디스크의 길이

bktNo 현재 디스크에서 현재 버켓의 상대적인 위치

3. MDEI의 데이터 근 로토콜

3.1 데이터 근 로토콜

  (그림 2)에서 데이터 아이템 D33 (i.e., 버켓 1)이 방송

되기 직전에 클라이언트가 데이터 아이템 D44를 요청했

다고 가정하자. 클라이언트는 버켓 1에서 방송되는 인덱

스 테이블을 보게 된다. D44은 D43보다 크고 D68보다 

작기 때문에 D44는 현재 위치에서 네 버켓에서 일곱 버

켓 만큼 떨어진 곳 사이에 존재한다. (단, D44가 디스크 

1에 존재할 경우에만.) 그러므로 디스크 1에서는 네 버켓 

만큼 뒤에서 튜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스크 1

만 고려했을 때 네 버켓 만큼 떨어진 곳은 버켓 13이다. 

클라이언트는 컨트롤 정보를 이용해 이를 계산해낼 수 있

다. (이의 계산 방법은 3.2절에서 설명한다.) 그러므로 디

스크 1에서의 다음 튜닝 위치는 버켓 13이라는 것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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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ut: Key k

 Output: location of data item k

 Set nti =∞ for all 1≤i≤numDsk

 Read the first bucket.

 while(true) {

    if ( Current bucket contains data item k )

       receive data item k

       return

    }

    else { 

       if ( Current disk doesn't have data item k )

           ntdskNo = -1

       else 

           ntdskNo = q*mcLen–bktNo + r + 1

    }

    if ( nt(dskNo+1)%numDsk == ∞) 

       nt(dskNo+1)%numDsk = dskLen–bktNo + 1

    if ( nti == -1 for all 1≤i≤numDsk) {

       search failure

       return

    }

    Go to doze mode and tune in after 


≤ ≤




 }

(그림 3) 데이터 접근 알고리즘

(그림 2) MDEI 프로그램 구성

해두고 절전 모드로 디스크 2로 간다. 

  디스크 2는 버켓 5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는 역시 컨트

롤 정보를 통해 계산해낼 수 있다. (이의 계산 방법은 3.2

절에서 설명한다.) 클라이언트는 버켓 5의 데이터 아이템

을 체크한다.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버켓 5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버켓 5의 인덱스 테이블을 확

인한다. D44는 D41보다 크고 D51보다 작으므로 클라이

언트는 8번째 버켓까지 절전 모드로 기다린다. 이 때 디

스크 2의 8번째 버켓은 버켓 17이므로 다음 튜닝 위치는 

버켓 17이며, 이것을 저장해둔다. 

  디스크 1과 디스크 2의 다음 튜닝 위치가 각각 버켓 

13과 버켓 17이므로, 클라이언트는 둘 중 먼저 방송되는 

버켓 13까지 절전 모드로 진행한다. 버켓 13에서 D44가 

발견되지 않고, 인덱스 테이블을 확인해봤을 때, D44가 

존재할 버켓이 없으므로 디스크 1에서는 D44가 방송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디스크 1에서는 더 이상 찾

아볼 필요가 없다. 디스크 2의 다음 튜닝 위치인 버켓 17

까지 절전 모드로 진행한다. 버켓 17에서는 D44가 발견

되지 않지만, 인덱스 테이블에서 D44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하나 뒤의 버켓에서 원하는 데이터 

D44에 접근할 수 있다.

3.2 튜닝 치 계산

  튜닝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버켓에서 인덱스 

테이블을 살펴보고 다음 튜닝 위치에 대한 오프셋을 구해

야 하며, 이를 실제 거리로 환산해야 한다. 인덱스 테이블

에 의해 처음 구해지는 오프셋과 이를 환산한 실제 오프

셋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의 1. 현재 위치에서 인덱스 테이블을 살펴보면 다음 

튜닝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인덱스 테이블은 인터리빙 

되어 있는 다른 디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 디스크만을 

고려하는데, 이렇게 현재 디스크만을 고려한 오프셋을 

logical_offset이라 정의한다.

  정의 2. physical offset은 logical_offset까지의 실제 

거리이다. 즉, 현재 위치로부터 다음 튜닝 위치까지 인터

리빙 되어 있는 다른 디스크들을 고려한 실제 거리이다.

  인덱스 테이블을 탐색하면 logical_offset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logical_offset은 인터리빙 되어 있는 다른 디스

크들은 고려하지 않은 오프셋이기 때문에 logical_offset

을 physical_offset으로 변환해야 한다. physical_offset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1)

여기서

  ⌊ ⌋       (2)

        

⌊⌋    
 (3)

이다.        

  q는 현재 위치에서 logical_offset만큼을 진행하기 위하

여 몇 번의 마이너 주기를 지나가야 하는지를 의미한다. r

은 q만큼의 마이너 주기를 진행한 후에 몇 개의 버켓을 

더 지나가야 하는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식 (1)의 의미

는 q회 만큼의 마이너 주기를 진행하고 r개의 버켓을 더 

진행하는 만큼이 physical_offset이라는 의미이다. 

mcLen, bktNo, dskLen 등은 모두 컨트롤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들이고, q와 r은 인덱스 테이블로부터 계

산되는 logical_offset을 이용해 계산되므로 클라이언트는 

방송에서 physical_offset의 계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은 클라이언트가 인덱스와 컨트롤 

정보를 통해 원하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알고리즘이다. 

4. 실험

  우리는 본 논문의 MDEI 인덱스 방법을 non-flat 인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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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description default value

n  number of data items  5000

bktSize  size of a bucket  1 KB

dataSize  size of a data item  128 bytes

indexSize  size of an index entry  4 bytes

<표 2> 실험 환경

스 방법인 MHash 인덱스 방법과 비교했다. 실험 환경은 

<표 2>와 같다.

  (그림 4)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의 편향성 변화에 따른 

평균 접근지연시간을 비교한 결과이다. MDEI가 MHash보

다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편향성 정도가 

더 심해질수록 성능의 차이가 커져서 Zipf 파라미터가 

1.5일 때는 MDEI가 MHash의 절반 이하의 평균 접근지

연시간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편향성 정도가 커

질 수록 상대적으로 인기 있는 데이터 아이템의 반복 횟

수가 커지게 되는데, MHash에서는 이 반복 횟수가 일정 

숫자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그림 4) 접근 편향성 변화에 따른 평균 접근지연시간 

5. 결론

  우리는 멀티디스크에서 동작하는 싱글 채널 인덱스 기

법인 MDEI (Multi-disk Exponential Index)를 제시했다. 

MDEI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확률이 편향된 환경에서 접

근지연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멀티디스크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유일한 인덱스 기법이다.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 확률이 편향될 때, flat 브로드캐스트를 기반으로 하

는 다른 인덱스 기법들이나, 멀티디스크가 아닌 non-flat 

브로드캐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MHash보다 짧은 접근지

연시간을 갖는다. 실험 결과는 MDEI가 접근지연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이며, 데이터에 대한 접근 확률의 편향성이 

커질수록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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