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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CC 지원 스킵 리스트의 범위 탐색 향상 기법

An Enhancing Technique for Scan Performance of a Skip List
with MVCC

김이주*, 이은지**

Leeju Kim*, Eunji Lee**

요  약  본 논문에서는 LSM-tree 기반 키밸류 스토어에서 인메모리 데이터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스킵 리스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키밸류 스토어에서 사용되는 스킵 리스트는 덮어쓰기를 허용하지 않고 삽입만으로 모든 변경을 처리
하는 삽입 기반 스킵 리스트이다. 이러한 동작 방식은 스냅샷 분리(Snapshot Isolation)을 통해 다중 읽기/쓰기 요청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MVCC(Multi-Version Concurrency Control)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중복된 키가 
다수 스킵 리스트에 존재함에 따라 리스트 탐색 시 불필요한 노드 방문으로 성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 특히 특정
범위의 데이터를 집합적으로 탐색하는 범위 탐색(Range Query)나 스캔(Scan) 연산 발생 시 심각한 오버헤드가 발생한
다. 본 논문은 이러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새롭게 고안된 스트라이드 스킵 리스트(Stride Skip List)를 제안한다. 
스트라이드 스킵 리스트는 동일 키의 마지막 노드에 대한 인덱싱 포인터를 추가적으로 유지하여 불필요한 노드 방문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된 기법은 RocksDB의 인메모리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구현되었으며 다양한 워크로드에서 
SCAN 연산의 성능을 기존 스킵 리스트 대비 최대 350배까지 향상시켰다. 

Abstract  Recently, unstructured data is rapidly being produced based on web-based services. NoSQL 
systems and key value stores that process unstructured data as key and value pairs are widely used in 
various applications. In this paper, a study was conducted on a skip list used for in-memory data 
management in an LSM-tree based key value store. The skip list used in the key value store is an 
insertion-based skip list that does not allow overwriting and processes all changes only by inserting. This
behavior can support Multi-Version Concurrency Control (MVCC), which can simultaneously process 
multiple read/write requests through snapshot isolation. However, since duplicate keys exist in the skip
list, the performance significantly degrades due to unnecessary node visits during a list traverse. In 
particular, serious overhead occurs when a range query or scan operation that collectively searches a 
specific range of data occurs. This paper proposes a newly designed Stride SkipList to reduce this 
overhead. The stride skip list additionally maintains an indexing pointer for the last node of the same 
key to avoid unnecessary node visits. The proposed scheme is implemented using RocksDB's in-memory 
component,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shows that the performance of SCAN operation improves
by up to 350 times compared to the existing skip list for various work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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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SM-tree 기반 키밸류 스토어의 데이터 저장 구조 
Fig. 1. LSM-tree structure. 

Ⅰ. 서  론

최근 IT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디지털 데이터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서비스부터 유투브나 틱톡에 이르는 동영상 
기반 서비스까지 디지털 데이터는 유래 없이 빠른 속도
로 생산 및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웹 기반 응용에서 생
산되는 데이터들은 기존의 정형화 된 데이터와는 달리 
대부분 속성과 형태가 다른 비정형 데이터다[1]. 비정형 
데이터는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전통적인 데
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관리할 때 많은 문제가 생긴다. 
각 데이터(행)에 대해 고정된 개수의 속성(열)을 부여하
여 정형화 된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할 경우 다양한 속성
을 지닌 비정형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의미하게 
유지되는 셀이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NoSQL 시스템은 이러한 데이터의 특성 변화에 대해 
비정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다[2]. 데이터를 키(Key)와 밸류
(Value)의 쌍으로만 표현하여 유연하게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키밸
류 스토어(Key-value Store), 오브젝트 스토어(Object 
Store) 등은 인터페이스나 규모 상에 약간의 차이는 존
재하지만 근본적으로 NoSQL 시스템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현재 다양한 응용에서 널리 사용되는 키밸
류 스토어의 메모리 컴포넌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비효율성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키밸류 스토어에서는 메모리 내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
해 대부분 스킵 리스트(SkipList)를 사용한다[3][4][5]. 키밸
류 스토어에서 사용되는 동시실행성을 높이기 위해 삽입 
전용 형태로 동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복된 데이터가 
스킵 리스트에 존재하게 된다. 이로 인해 범위 탐색
(Range Query)나 스캔(Scan) 연산의 성능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에 본 저자들은 동일 키 그룹의 탐색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스트라이드 스킵 리스트(Stride 
Skip List)를 제안한다. 기존에 존재하던 키가 업데이트 
되는 경우 해당 키 그룹의 가장 오래된 데이터를 가리키
는 스트라이드 포인터를 함께 유지하여 범위 탐색 시 다
음 키로 넘어가는 시간을 단축시킨다. 

제안된 기법은 RocksDB의 메모리 컴포넌트로 활용
되는 스킵 리스트를 변형하여 구현하였으며 다양한 분포
를 지니는 워크로드에서 평가되었다. PUT, GET, SCAN 
연산에 대해 성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SCAN 연산의 경

우 스트라이드 스킵 리스트가 기존 삽입 전용 스킵 리스
트 대비 350배 높은 성능을 제공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LSM-tree 
기반의 키밸류 스토어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기존 
스킵리스트와 제안하는 스트라이드 스킵 리스트의 구조
를 자세히 설명한다. 4장에서는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5
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연구배경

현재 상용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는 키밸류 스토어들
은 대부분 LSM(Log structured Merge)-tree 기반의 
구조로 데이터를 관리한다[6]. 데이터를 로그를 쓰듯이 덧
붙이는 방식으로 저장하는데 주기적으로 백그라운드 병
합 과정을 통해 stale 데이터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동작
한다. LSM-tree는 데이터의 로그를 계층적으로 나누어 
최신 데이터를 포함한 로그 파일은 고속의 디바이스에 
유지하고 오래 전에 쓰여진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느린 
디바이스에 관리한다. 이러한 방식은 저장시스템의 비용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임의 쓰기가 스토리지 성능을 저하
시키는 것도 방지하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쓰기가 빈번
하게 발생하는 웹 기반 서비스에 매우 적합하다. 그림 1
은 LSM-tree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L0은 Level 0에 
있는 파일들을 나타내며 0번부터 N번 계층까지 있는 
LSM-tree 구조를 나타낸다. 

키밸류 스토어에서 사용되는 LSM-tree는 가장 상위 
계층의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 버퍼에 유지한다. mem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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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ol:2, Fish
Amy:1, Cat

List head

Bob:5, Cat

List tailTimestamp: op (k, v)

1: PUT(Amy, Cat)
2: PUT(Carol, Fish)
3: PUT(Bob, Dog)
4: PUT(Bob, Bird) 
5: PUT(Bob, Cat)

(a) 덮어쓰기를 허용하는 스킵 리스트 

Bob:3 Dog

Carol:2, Fish

Amy:1, Cat

List head

Bob:5, Cat
Bob:4, Bird

Obsolete data 

List tail

(b) 삽입 기반 스킵 리스트 

Bob:3 Dog

Carol:2, Fish

Amy:1, Cat

List head

Bob:5, Cat
Bob:4, Bird

List tail

Stride pointers 

 (c) 스트라이드 삽입 기반 스킵 리스트 

그림 2. 키밸류 스토어에서 스킵 리스트 유형에 따른 상태 비교 
Fig. 2. Skip list comparison for KVS  

이라고 불리는 이 버퍼는 통상 수십MB 크기를 가진다 
(예: RocksDB는 64MB 크기가 기본 설정값임). 대부분
의 키밸류 스토어에서 memtable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
구조로 스킵 리스트(SkipList)를 사용한다. 스킵 리스트
는 일반적인 연결 리스트(LinkedList)에서 검색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덱싱 기능을 강화한 자료구조이다. 스킵 
리스트는 추가적인 인덱싱 계층을 유지함으로써 삽입과 
검색 연산에서 O(LogN)의 시간복잡도를 제공한다.

Ⅲ. 스트라이드 스킵 리스트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키밸류 스토어는 스킵 리스트에서 데이터 업데이트가 발
생하는 경우 덮어쓰지 않고 삽입 연산으로 처리하는 데
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쓰기 방식은 MVCC 
(Multi-version Concurrency Control) 속성을 지원하
기 위함이다[7]. MVCC는 데이터 셋에 변경이 일어날 때 
스냅샷을 생성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다발적 
읽기/쓰기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 관리 
기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삽입만 수행하는 특성은 스킵 
리스트 내부에 중복된 데이터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

여 스캔(Scan) 연산이나 범위 탐색과 같은 연산(Range 
Query)의 성능을 크게 저하시킨다. 

그림 2는 일련의 PUT 연산이 발생할 때 덮어쓰기를 
허용하는 버전((a))과 키밸류 스토어에서 사용하는 삽입 
기반 스킵 리스트((b))의 상태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주어
진 워크로드는 그림2(a)의 옆에 제시되어 있다. 워크로드
는 Bob 키에 대하여 세 번의 업데이트를 발생시킨다. 
MVCC를 지원하는 키밸류 스토어들은 PUT연산이 발생
할 때 각 연산 별로 타임스탬프를 부여한다. 이는 해당 
키에 읽기 연산이 발생할 때 가장 최신의 일관된 데이터
를 찾기 위함이다. 

그림2(a)의 덮어쓰기를 허용하는 스킵 리스트의 경우 
유효한 세 개의 아이템(키/밸류의 쌍)만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그림2(b)의 MVCC를 지원하는 스킵 리스트의 경
우 Bob에 대해 이전 버전의 모든 데이터(Obsolete 
data)를 유지하고 있다. 이 경우 전체 데이터를 탐색하는 
스캔 연산이 발생하면 덮어쓰기를 허용하는 스킵 리스트
의 경우 3회 노드 방문이 필요하지만 현재 키밸류 스토
어에서 사용되는 삽입 기반 스킵 리스트는 5회 노드 방
문이 필요하다. 이러한 오버헤드는 업데이트가 빈번한 워
크로드에서는 더욱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키밸류 스토
어는 실제 분산 데이터 저장시스템과 같은 대규모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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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트라이드 스킵 리스트의 성능 
Fig. 3. IOPS of Stride skip list. 

템에서 오브젝트의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활용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업데이트가 빈번하게 발생
한다. 이러한 데이터에 스캔 연산이 발생하면 성능이 기
하급수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스트라이
드 스킵 리스트(Stride SkipList)를 제안한다. 제안된 스
킵 리스트는 각 노드에 자신의 키와 동일한 키를 가진 노
드 중 가장 오래된 노드를 가리키는 스트라이드 포인터
를 함께 유지한다. 그림2(c)는 제안된 스트라이드 스킵 
리스트의 구조를 보여준다. Bob 키를 가진 중복된 노드
들이 추가적으로 유지하는 포인터가 스트라이드 포인터
이다. 스캔(Scan) 연산이 발생하면 제안된 스킵 리스트
는 스트라이드 포인터를 이용해 빠르게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다. 그림 2의 예시에서는 Bob 키가 담긴 첫 번쨰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이동하지 않고 Bob 키를 가진 노
드의 가장 끝 노드로 곧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노드 탐색
의 수가 4회가 된다. 중복된 키가 많을수록 스트라이드 
포인터를 활용해 절약할 수 있는 노드 방문 횟수는 감소
될 수 있다. 

스킵 리스트에서 동일한 키들 간에는 어떠한 순서로 
정렬되는지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MVCC를 지원하는 
키밸류 스토어에서는 실제 스킵 리스트에서 저장하는 데
이터의 내부 키로 사용자가 전달한 키와 타임스탬프의 
조합을 사용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키가 동일한 데이터는 
Prefix가 동일하기 때문에 스킵 리스트 상에서 일렬로 
배치된다. 동일 키 간에는 타임스탬프가 큰(최신의) 데이
터가 앞선 위치에 놓이도록 정렬된다. 이것은 GET 연산
을 수행할 때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돌려주기 위함이다. 
삽입 기반 스킵 리스트에서는 이를 위해 탐색 중간에 찾

고자하는 키를 발견하더라도 가장 하위 레벨에 도착할 
때까지 탐색을 지속한다. 

Ⅳ. 성능평가 

제안된 스트라이드 스킵 리스트는 RocksDB의 인메
모리 컴포넌트인 InlineSkipList 모듈을 활용하여 구현
하였다. 성능 비교를 위하여 세 가지 버전의 스킵 리스트
를 구현하였다. BlockedCVSkipList 는 Google에서 개
발된 LevelDB에서 사용하는 스킵 리스트를 모사한 것으
로 이것 역시 업데이트 연산을 삽입으로 처리하지만 쓰
기 연산이 Lock-free로 구현되어 있지 않아 Condition 
Variable을 사용해 동시 쓰기 요청을 제어한다[4]. 
ConcurrentSkipList는 RocksDB에서 사용하는 SkipList
를 나타내며 이는 RocksDB를 변형해 만든 다양한 버전
의 키밸류 스토어에서도 널리 사용된다[3]. 마지막으로 
StrideSkipList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킵 리스트이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워크로드를 대상으로 스킵 리스
트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Uniform 워크로드는 데이터의 
업데이트가 발생하지 않고 각 데이터가 모두 서로 다른 
키를 가진 워크로드이다. Skewed 워크로드는 특정 데이
터 셋에 업데이트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워크로드로 파이
썬의 Numpy 패키지를 이용해 Zipfian distribution을 
따르는 워크로드를 생성했다. Skewness 계수로는 1.2를 
사용하였다. 워크로드는 SET, GET, SCAN 연산을 100
만번 실행하도록 하였으며 SCAN 시에는 10개의 데이터
를 탐색하도록 하였다. 

그림 3은 워크로드 별로 스킵 리스트의 성능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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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Uniform-distribution을 따르는 워크로드에서
는 StrideSkipList가 기존 Lock-free의 삽입 기반 스킵 
리스트(ConcurrentSkipList)와 PUT과 GET에서는 비
슷한 성능을 나타냈다. SCAN연산의 경우 14% 높은 
IOPS를 제공하였다. 이것은 사실 예상과 다른 결과이다. 
중복된 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SCAN 연산에서도 
StrideSkipList 의 성능이 향상될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내부 동작을 분석한 결과 성능 향상은 SCAN 연산
을 수행할 때 스트라이드 포인터를 활용해 문자열 비교 
횟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SCAN 연산 수
행 시 서로 다른 키 n개를 찾아야 하는데, 기존 스킵 리
스트의 경우 현재 접근하고 있는 노드의 키가 새로 찾은 
노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문자열 비교를 수행한다. 그런
데 StrideSkipList 에서는 해당 노드가 Stride Pointer
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노드를 카운트 하면 사실상 접근한 
서로 다른 키의 개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문자열 비교를 
하지 않고도 탐색을 종료해야 하는 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Uniform-distribution workload 
에서도 SCAN 연산에 대해서는 성능 향상이 있었다. 
BlockedCVSkipList는 GET과 SCAN 연산에서는 
ConcurrentSkipList와 동일한 성능을 제공하지만 쓰기 
연산에서는 Condition Variable을 통해 쓰기 요청이 
직렬화 되기 때문에 성능이 낮게 관찰되었다. 

Zipfian distribution을 따르는 워크로드에서는 
StrideSkipList 가 기존 ConcurrentSkipList 대비 350
배 높은 SCAN 성능을 제공하였다. 이것은 업데이트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중복키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
서 StrideSkipList는 스트라이드 포인터를 이용해 오래
된 데이터를 탐색하느라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PUT과 GET에서는 기존 ConcurrentSkipList와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Ⅳ. 관련연구

스킵 리스트는 1993년도에 William Pugh에 의해 최
초로 제안된 이후 다양한 응용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8]. O(LogN) 시간 복잡도를 지원하면서도 구조가 단순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면서도 구현 난이도가 낮기 때문이
다. 이에 키밸류 스토어와 같은 데이터 저장 시스템부터 
분산 응용[9][10][11], 태스크 스케줄러에 이르기까지 그 활
용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12]. 이러한 스킵 리
스트의 동시실행성을 높이기 위해 Lock-free 스킵 리스

트가 제안되어 실제 JavaTM SE 6 Platform에 구현된 
바 있다[13]. 최근에는 스킵 리스트가 노드 삽입 시 다수의 
링크를 업데이트 함에 따라 다중 쓰레드 환경에서 경쟁
이 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 레벨 인덱싱 업데
이트는 비동기적으로 실행하는 스킵 리스트가 제안된 바 
있다[14]. 이러한 스킵 리스트는 삽입 연산의 성능은 향상
될 수 있으나 인덱싱 형성이 단일 쓰레드에 의존하여 속
도가 느리기 때문에 읽기 성능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
다. 또한 최근에는 대용량 메모리를 사용하는 NUMA 환
경에서 스킵 리스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덱싱 
역할을 수행하는 상위 레벨의 노드들을 CPU 노드마다 
유지하는 기법이 제안된 바 있다[15].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트라이드 스킵 리스트는 MVCC를 지원하는 관점에서
의 최적화로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기법들과 차별적이며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키밸류 스토어에서 메모리 데이터를 관
리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킵 리스트를 타겟으
로 MVCC를 지원할 때 발생하는 성능 비효율성을 규명
하고 개선하였다. 스냅샷 생성을 위해 삽입 기반으로 동
작하는 기존의 스킵 리스트는 중복키를 유지함에 따라 
범위 탐색 연산의 속도가 저하된다. 제안된 스트라이드 
스킵 리스트는 동일 키를 빠르게 스킵 할 수 있는 스트라
이드 포인터를 유지하여 MVCC를 지원하면서도 고속 스
캔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상용 키밸류 스
토어의 메모리 컴포넌트를 활용해 구현되었으며 트레이
스 기반 성능평가에서 기존 기법 대비 최대 350배 
SCAN 성능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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