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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최근 자상거래 환경에서 실시간 트랜잭션 처리가 필요한 환경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동

통신, 융시장 환경에서 빠른 실시간 트랜잭션 처리 지원을 한 메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에 한 연구와 구축이 많아졌다. 빠른 트랜잭션 지원을 한 인덱싱 기법에 한 연구로는 

최근 마이크로 로세서의 구조와 기능을 이용하여 캐시미스 수를 이거나 캐시 미스 발생

시에 데이터 근 지연시간을 이기 한 방법들에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마이크로 로세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리패치 기법을 이용하여 캐시 미스 시에 데이터 

근 지연시간을 이는 트리인덱스 리패치 기법을 제안한다. 한 리패치 기법에 효과

인 pCST-트리 인덱스 구조를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제안한 트리의 우수성을 제시한다.

ABSTRACT

During a decade, e-Commerce environments supporting real-time transaction process-

ing have been getting larger. In telecommunication and financial environments, research 

and building for main memory database systems have been doing to support real-time 

transaction processing. A research on indexing for fast transaction support focuses on 

reducing cache misses or reducing memory access latency when cache misses happen. In 

the paper, we propose a prefetch method for tree index structures to reduce memory ac-

cess latency. We present a prefetch-efficient pCST-tree and show superiority of the pro-

posed tree by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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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PU와 DRAM 속도

1. 서  론

최근에는 증권 거래 시스템, 은행 유/무선 

인터넷 뱅킹 시스템, 이동 통신 시스템 등의 

용량 실시간 트랜잭션이 필요한 자상거

래 시스템 분야에서 메인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main memory database man-

agement systems)에 한 심과 그 시스템 

도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메인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에 한 

심과 도입의 목 은 빠른 트랜잭션 처리를 

통한 실시간 서비스(real-time service)의 제

공이다.

메인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배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실시간 서비스를 해 고성능 트랜잭션 

처리 필요

•메인 메모리 가격하락으로 인한 경제성 

확보

• 64비트 시스템 출 으로 메인 메모리 

공간 제약 문제 사라짐

이러한 메인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리 시

스템에서 성능은 가장 핵심이 되는 장 이

다. 따라서, 메인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에서도 인덱스 구축

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인덱스 구조 연구에 있어서 요한 이

슈는 최신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의 새로운 성

능 병목 상(performance bottleneck)이다. 

<그림 1> [13, 14,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모리(DRAM) 용량은 빠르게 커져서  

더 많은 데이터를 메모리에 장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CPU의 속도는 무어의 법칙 

(Moore’s Law)에 따라 18개월마다 2배 속도

로 빨라지고 있지만 메모리의 속도는 그만큼 

빨라지지 않고 있다. 즉, CPU와 메모리의 속도 

차이로 인해 메모리 근(memory access) 

병목 상이 발생하고 있다[3, 7]. 이러한 CPU

와 메모리 속도 차이는  더 커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의 인덱스 구조는 이를 제 로 반 하지 못

하고 있다.

과거에 느린 디스크 I/O 속도를 고려하여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설계했듯이 최신의 

컴퓨터에서 최상의 성능을 내기 해서는 느

린 메모리 액세스 속도를 고려하여 자료구조

와 알고리즘을 설계하여야 한다. 느린 메모

리 액세스 속도를 극복하기 해서는 CPU

와 메모리 사이의 속도 격차를 극복하기 

해 만들어진 캐시(cache) 메모리를 하

게 이용하여야 한다.

CPU가 연산을 해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캐시메모리에 있을 경우 캐시 히트(cache hit)

라 하며 캐시메모리에 데이터가 없을 경우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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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미스(cache miss)라 한다. 캐시 미스가 

발생할 경우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캐시로 

읽어와야 하기 때문에 메모리 근 지연 시간

(memory access latency)이 발생한다.

[1, 2, 4, 13]는  컴퓨터에서 CPU와 

메모리의 성능 차이에 의해 메모리가 정보시

스템의 새로운 병목 상이 됨을 보이고 L2 

캐시를 고려한 로그램 설계 구 으로 메모리

의 병목 상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보 다.

한, 최신 컴퓨터 시스템에서 메모리 근 

지연 시간을 이기 해 제공하고 있는 

리패치(prefetch)[5, 6, 7, 19] 기능을 활용하

는 인덱스 구조에 한 연구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하여 

연구한다. 분기율이 큰 트리 인덱스에 용

할 수 있는 S/W 리패치 기법의 소개와 기

존의 CST-트리에 리패치 기법을 효율

으로 용하기 한 pCST-트리 구조를 제

안한다. 제안한 pCST-트리의 우수성을 실

험으로 보이기 해 기존 비우선 리패치 

기법을 사용하는 pB+-트리와 pCST-트리를 

비교 실험 평가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 2장에서는 련연구를 

소개하고, 제 3장에서는 리패치 효율 인 

pCST-트리를 제안하고, 제 4장은 제안한 트리 

인덱스의 성능에 한 실험 평가 결과를 제시

하며, 제 5장에서 이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최근 컴퓨터 시스템의 새로운 병목 상인 

CPU와 메모리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한 

노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첫 번째는 캐시 미스를 여서 병목 상

을 이고자 하는 데이터 장구조나 인덱스 

구조를 개선하는 연구이고, 두 번째는 캐시 

미스 수 자체는 이지 않지만 캐시 미스 시

에 메모리 근 지연 시간을 이고자 하는 

연구이다.

캐시를 고려한 인덱스 설계인 CSB+-트리 

[14]  CST-트리 [10, 12]는 의 첫 번째

에 해당하는 캐시 미스 회수를 이고자 하

는 노력에 해당한다. CSB+-트리는 B+-트리

를 캐시 효율 으로 만든 트리 인덱스 구조

이고, CST-트리는 T-트리를 캐시 효율 으

로 만든 트리 인덱스 구조이다.

최근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계층 인 메모

리 구조에서 캐시 미스 시에 메모리 근 시

간을 이기 해 다음의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다.

•메모리 계층 구조에서 여러 캐시 미스들

(메모리 계층 구조 간 는 동일 계층 

내에서의)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병렬 데이터 송 기능을 지원 [15, 19]

•응용 로그램이 병렬 데이터 송의 이

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도록 소 트

웨어- 으로 데이터를 미리 캐시로 

리패치(prefetch) 할 수 있는 명령 지원 

[5, 15, 17, 18, 19]

소 트웨어 리패치 명령은 다른 CPU 연

산 작업과 캐시 미스 처리가 첩 처리(non 

blocking prefetch)될 수 있도록 하여, 캐시 

미스 지연시간을 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컴 일러가 자동으로 로그램 코드

를 분석하여 소 트웨어 리패치 명령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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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리패치 미사용

(b) 비우선 리패치 사용

<그림 2> 비우선 리패치 사용 효과

가하는 기능도 제공되고 있다[16]. 한 최근 

들어서는 하드웨어 자동 리패치 기능에 

한 연구와 이를 지원하는 로세서도 등장하

고 있다[18, 19].

상기한 바와 같이, 소 트웨어 인 리패

치 명령을 사용하여 L2 캐시 미스에 따른 메

모리 근 지연시간을 일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의 구  특히, 인덱스 구 에서 이

러한 기능이 제 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그 연구 한 미미한 실정이다. 소 트웨어

인 리패치를 활용하는 메인 메모리 인덱

스 구조 연구는 [5]의 pB
+
-트리가 존재한다.

pB+-트리는 인덱스 노드의 크기를 캐시 

블록( 는 라인) 크기의 정수배로 만들고, 인

덱스 탐색 시에 노드를 근할 때마다 노드

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캐시 라인을 리패

치하여 한개 노드를 근하는 메모리 근 

지연시간을 이는 방법을 제안하 다. <그

림 2>는 병렬 리 패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노드 크기는 캐시 블록 크기의 2배이

고 트리 인덱스의 높이가 4일때, 리패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림 2>의 (a)와 

같이 1200 사이클의 시간이 걸리고, 리패

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림 2>(b)와 같

이 640 사이클만에 인덱스 검색을 수행한다.

그러나, pB+-트리에서 제안하는 인덱스 노

드 리패치 기법은 비교  단순한 비우선 

리패치 방법으로, 인덱스 노드 근 시마

다 처음 메모리 근 지연 시간을 이지 못

하고 노드 내의 리패치 순서와 인덱스 노

드 내의 키 비교 연산을 고려하지 않은 리

패치 기법이다. 이는 B+-트리 인덱스처럼 분

기율이 크고, 근 패턴이 정해지지 않은 인

덱스에서 인덱스 노드를 미리 리패치하기

가 어렵기 때문이며, 분기율이 큰 트리 인덱

스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5, 9, 11].

본 논문에서는 분기율이 큰 트리 인덱스에

서의 리패치 기법을 활용하는 CST-트리

의 변형인 pCST-트리를 제안한다. pB
+
-트

리에서 제안한 비우선 리패치 기법을 보

다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는 pCST-트리 

구조를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pCST-트리의 

우수성을 제시한다.

3. pCST-트리

3.1 pCST-트리 정의  표기

pCST-트리의 기본 구조는 <그림 3>과 같

다. 데이터 노드는 원래 T-트리의 노드에 해

당하며, 데이터 키값과 튜  ID를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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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pCST-트리 구조

노드 그룹은 데이터노드의 최 키값들을 모

아서 캐시 블록 크기로 장한 노드이다[12]. 

노드 그룹들은 m-way 탐색트리 형태이며, 

자식 노드그룹들은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할

당되므로 하나의 자식노드 포인터만을 가진다

[12]. <그림 3>의 트리 인덱스 구조는 CST- 

트리 구조와 동일하며 pCST-트리는 다음의 

두가지 면에서 다르다.

(1) 노드의 크기는 캐시 크기의 정수배이다.

(2) 노드 그룹의 노드 구조는 리패치 효

율 이다.

pCST-트리는 pB+-트리와 같이 비우선 

리패치 기법을 지원하기 해 캐시 블록의 

정수배로 인덱스 노드를 구성한다. pCST-

트리는 한 깊이우선 리패치를 지원한다. 

즉, 재 노드의 키값 비교를 수행하면서 다

음 자식 노드를 리패치할 수 있다. 실험을 

해 구 한 pCST-트리는 깊이우선 리패

치하는 리패치 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컴퓨터 시스템의 메모리 시스템은 여러 캐

시 미스를 첩해서 처리할 수 있지만, 첩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캐시 미스가 발

생했을 때 1개 캐시 블록을 완 히 읽기 한 

메모리 근 지연 시간을 Latency라 하고, 

이 라이닝된 캐시 미스들의 첩 처리에서 

다음 캐시 블록 로딩을 요청하기 한 최소 

요청 기시간(minimum wait time to request 

a next cache line)을 Tnext라 했을 때, Latency/ 

Tnext를 정규화된 리패치 역폭 (norma-

lized prefetch bandwidth)이라고 한다. 제 5

장의 pCST-트리의 실험에서도 정규화된 

역폭 이내로 실험을 진행한다.

CST-트리에 리패치 기법을 용한 트리 

구조인 pCST-트리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정

의한다. node_sz = w * line_sz이고, 깊이 우

선 리패치 거리는 j이며, 비 우선 리패

치에 의해 w개 캐시 블록을 리패치하는 pCST- 

트리를 pCST
w
j로 표기한다. pCST

w
j를 풀어 

설명하면, 노드의 크기가 캐시 블록 크기의 

w배이고, 노드 내의 키값 비교에서 j번의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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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덱스 노드 내 키 비교 연산 제

(w= 4, 키 값 ‘0’을 찾는 경우)

비교에 앞서 자식 노드를 리패치함을 의미

한다. 더불어, node_sz = w * line_sz 인 노

드 크기를 가지고 리패치 기법을 용하지 

않는 CST-트리는 CST
w 
로 표기할 수 있다.

3.2 비우선 리패치 기법의 인덱스 

노드 내 연산 시간

이 에서는 인덱스 노드 내 연산 시간 Twork 

를 인덱스 노드 내 이진 탐색을 고려하여 검

토한다.

인덱스 노드 크기가 “w * 캐시블록 크기”

인 인덱스 노드 내 연산 시간 Twork를 상세

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B
+
-트리, CSB

+
-트리 등의 일반 인 트리 

인덱스에서는 인덱스 노드 내의 키들을 키 

순서 로 장하고 이진 탐색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인덱스 노드 크기가 “w * 캐

시 블록 크기”로 구성될 경우(w는 2의 멱승

으로 가정), w개의 블록을 캐시로 로딩한 후

에 노드 연산을 수행하므로, 각 캐시 블록에 

해 Twork는 동일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그림 4>와 같이 4개의 캐시 블록 크기로 

이루어진 인덱스 노드 내에서 키 ‘0’을 찾을 

경우, 키 비교 연산에서 근하는 캐시 블록

의 순서가 c→ b→ a 의 순서이고, ‘a’ 캐시 

블록에서 2번의 키 비교가 있고 ‘b’와 ‘c’에서는 

1번의 키비교가 있다. 따라서, 각 캐시 블록

에 한 Twork가 다르다. 더불어, 키가 순서

로 장된 인덱스 노드를 리패치할 경우

에는 리패치 순서를 이진 탐색 순서에 따

라 c→ b→ d→ a 와 같은 순서로 하는 것

이 효율 이다[8]. 키비교하는 순서에 맞게 

캐시 블록을 리패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첫 키 비교가 일어나는 ‘c’ 캐시 블록이 로딩

될 때까지 키 비교 연산은 진행되지 못하고 

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진 탐색 순서에 맞게 인덱스 노드 

내의 블록을 리패치하는 것은, 인덱스 노

드내 키의 갯수에 따라 간 키 비교 치가 

동 으로 변하므로 쉽지 않다. 더군다나, 이

진 탐색 치에 맞는 블록 치를 계산하여 

리패치하기 한 오버헤드가 발생하므로 

성능 향상을 기 하기가 더욱 어렵다. 따라

서, 인덱스 노드 내의 키 비교 치가 고정된

다면, 계산이나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리

패치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더 효율 이다.

추가로 고려할 사항은,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각 인덱스 노드 내 블록의 Twork가 

다르고 마지막으로 근하는 캐시 블록 ‘a’에

서 2번의 키비교를 한다는 이다. 캐시 블

록 ‘a’가 마지막으로 로딩되었다면 ‘a’ 캐시 

블록 로딩을 한 지연시간과 2번의 키비교

가 필요하므로 ‘2 *키 비교 시간’ 만큼의 연

산 시간을 캐시 로딩 후에도 기다려야 한다. 

만약 캐시 블록 ‘a’가 처음 로딩되었다면 블

록 로딩을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이고, 처음 

로딩된 노드 내 블록에서 많은 키비교 연산

을 한다면 이어서 로딩되는 노드 내 블록들

은 키 비교가 필요한 시 에 이미 로딩이 완

료되어 있으므로 로딩을 해 기다릴 필요없

이 바로 키 값 비교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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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CST-트리의 인덱스 노드 내 키 

비교연산 제(w= 4, 키값 ‘0’을 

찾는 경우)

따라서, 먼  리패치 ( 는 로딩)된 인덱스 

노드 내 블록에서 키 비교 연산을 바로 수행

하고 가능한 한 많은 키 비교를 수행하는 것

이 체 인 인덱스 노드 내 연산 성능에 유

리하다.

3.3 비우선 리패치 효율 인 pCST-

트리 구조

3.3.1 배열을 이용한 이진 탐색 트리 구조

3.2 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인덱스 노드 

내 연산 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다음의 두 

가지 검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1) 키비교 연산을 한 인덱스 노드 내 

블록의 치 고정 필요

(2) 처음 리패치한 노드 내 블록에서 연

산을많이 하는 것이 필요

제안하는 pCST-트리의 인덱스 노드 구성

은 배열을 이용하여 <그림 5>와 같이 이진

탐색트리를 구성하므로, 의 검토 결과를 

충족한다. 즉, 인덱스 노드 내에서 키 비교 

치는 언제나 색인 0에서 시작하여 재 비

교 치가 i일때, 2 * i +1(왼쪽) 는 2 * i + 

2(오른쪽)의 치로 키 비교를 수행하므로, 

키 비교 연산을 한 인덱스 노드 내 블록의 

치가 동 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림 4>에 

비해 <그림 5>를 보면, 인덱스 노드 내 키 

비교 연산을 해 근하는 블록의 순서는 a

→ b→ c의 순서가 됨을 알 수 있고, 처음 키 

비교는 어떤 키를 찾든지 간에 언제나 처음 

블록(‘a’)에서 수행됨을 알 수 있다. 한 (2)

에 해당하는 인덱스 노드 내 블록 에서 언

제나 첫 블록에서 많은 키 비교가 수행된다.

3.3.2 pCST-트리 인덱스 노드 그룹의 자식 

포인터 치

pCST-트리 노드 구조에서  하나의 고려 

사항은 자식 포인터의 치이다. <그림 4>

와 <그림 5>에서 포인터(캐시블록 ‘a’의 p) 

치가 인덱스 노드의 제일 앞에 치한 것

을 알 수 있다. 자식 노드 포인터를 로드하는 

첫 번째 블록에 치시킴으로써 다음의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1) 트리에서 자식 노드 포인터는 반드시 

한번 참조하게 되므로, 자식 포인터를 

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캐시 미

스 제거

(2) 자식 노드그룹의 치를 미리 알게 되

므로, 언제든 자식 노드 리패치 가능

(3) 인덱스 노드가 캐시 블록의 2의 멱승

배 크기이고, k(캐시 블록 크기에 

장할 수 있는 키의 수)가 2의 멱승이

면, 인덱스 노드 내 키 비교 형태는 완

이진탐색 트리 형태가 됨(인덱스 노

드 내 첫 번째 블록을 제외하고 인덱

스 노드 내 이진 탐색트리에서 동일한 

높이의 키들이 인 한 연속 인 캐시 

블록에 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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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pCST-트리 실험 환경

 시스템 명세

로세서 Ultra Sparc III 1.2GHz CPU*2

DRAM 4GByte

운 체제 Solaris 5.9

컴 일러 Sun One Studio 8, Forte Developer 7 cc compiler

성능분석 도구 Sun One Studio 8, performance analysis tool(Sun Micro systems)

L1 cache

∘D-Cache

크기：64KB, 블록크기：32Byte, Associativity：4-way

∘ I-Cache

크기：32KB, 블록크기：32Byte, Associativity：4-way

L2 cache

(unified cache)

크기：8MB, 블록크기：64Byte(Line size 512B, 8 sub blocks), 

Associativity：4-way

TLB

∘ I-TLB

# of entries：16, 128 entries, Associativity：full-way

∘D-TLB

# of entries：16, 512, 512 entries, Associativity：2-way

Stall time

(time to load into CPU)

L1：2 cycles+

L2：19 cycles+

Memory(RAM)：128 cycles+

의 (3)에 의해서 <그림 5>에서처럼, 인덱

스 노드 내 첫 블록에서 키 비교 시마다 추후 

근할 캐시 블록을 정확하게 측할 수 있다.

4. 실험 평가

4.1 실험 환경

실험을 수행한 컴퓨터는 Sun 서버이며 서

버의 사양 [17]은 <표 1>과 같다. 실험을 

한 모든 로그램은 C 언어로 작성하 으며, 

비교 상인 pB+-트리 [5]는 자가 작성한 

코드를 다운로드하여 실험하 다.

4.2 실험 내용

실험은 pCST-트리와 pB+-트리의 임의의 

키값을 검색하는 검색 연산에 해 수행하

다. 10,000,000개의 키 값들을 트리 인덱스에 

벌크 로딩한 후에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개의 임의 키값에 해 검색

하 고, 코드 키는 1부터 20,000,000 사이의 

값으로 난수발생을 통하여 생성하 다. 실험

에 사용한 키는 Integer 타입의 4바이트 정수

이고, pCST-트리와 pB+-트리는 검색 연산

에 앞서, 벌크(bulk)로 트리를 생성(Fit-ratio

= 0.8)한 후 검색 연산을 수행하 다.

pCST-트리의 비우선 리패치와 깊이



리패치 기법을 용한 T‐트리 인덱스 구조  127

<표 2> pCST-트리 실험 종류

비 깊이  
  

  
  

  


 
 O O O O O

 
 O O O O X

 
 O O O X X

 
 O O X X X

 
 O X X X X

우선 리패치를 해 CST-트리의 검색 알

고리즘에 리패치 코드를 추가하 다. 본 

논문의 실험 환경에서 노드크기가 캐시 블록 

크기와 동일할 때, 노드 내 연산시간 Twork = 88 

cycles이고, 캐시 블록을 로딩하기 한 지연

시간 Latency = 128 cycles [17]이다. 노드내 

한번의 키값 비교에 걸리는 시간 Tworkkey-

comp는 16 cycles이고, 병렬 리패치시에 

다음 캐시 블록을 로딩하는데 걸리는 시간 Tnext

는 8 cycles [17]이었다.

실험에서는 pB+-트리에서 사용한 리패

치에 해당하는 비우선 리패치 실험 결과

를 제시하고, 한 깊이우선 리패치를 

용한 pCSTwj-트리에 한 검색 실험(j는 1, 

2, 3, 4까지 변경, w는 1, 2, 4, 8, 16로 변경

하면서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여기에서 w

는 pCST-트리의 노드가 캐시블록 크기의 w

배 크기임을 의미하며, j는 깊이우선 리패

치를 수행함에 있어, j번의 키값 비교 에 

자식 노드를 리패치함을 의미한다. 실험한 

pCST-트리들에서 정규화된 리패치 역폭 

16(Latency/Tnext = 128/8) 이하로 실험을 수

행하 다.

다양한 리패치 시 에 해 실험을 하므로, 

리패치 명령을 실행하는 시 을 결정하는 

코드와 리패치 실행 코드에 오버헤드( 로

그램 코드가 커지면 I-cache miss가 성능에 

향을  수 있음)가 있다. 따라서, 실험을 

해 작성한 pCST-트리는 컴 일 시간에 

리패치 시 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컴

일 시간에 해당 리패치 코드만 컴 일

( 리 로세서 조건문 사용)되도록 구 하

다.

pCST-트리의 리패치 시 ( 리패치하

는 거리를 지정하여 실험)을 변경하면서 실

험을 수행하여, 단순 비우선 리패치에서

의 pCST-트리의 성능과 pB+-트리의 성능

을 비교하고 pCST-트리의 리패치 시  

변화에 따른 성능 차이를 비교하 다. 실험을 

수행한 pCST-트리의 종류는 <표 2>에서 

‘O’로 표시되는 경우들이다. ‘X’로 표시된 경

우는 실험을 수행한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리패치 역폭보다 크므로 본 논문의 실험 

결과 제시에서는 제외한다.

pB+-트리의 경우는 [5]에서 작성한 코드 

그 로 비우선 리패치 기법만을 수행하

여 성능 비교를 하 다. <표 2>에서 깊이우

선 리패치 기법에 해당하는 pCSTw
0의 의

미는 노드 크기= w * line_sz에 해 깊이우

선 리패치를 하지 않고, 비우선 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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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비우선 리패치를 용한 트리 

인덱스의 검색 성능 실험(1,000,000 

회의 검색 연산 수행,  을 기

으로 경과시간 정규화)

<그림 7> 하이 리드 리패치를 용한 pCST- 

트리의 검색 성능(1,000,000 회의 

검색 연산 수행)

치만을 용한 pCST-트리이다. pCST
w
1의 

의미는 노드 크기= w * line_sz에 해 인덱

스 노드의 마지막 키 비교 에 다음 자식 

노드 2개를 깊이우선 리패치하는 pCST-

트리이다

4.3 실험 결과  분석

비우선 리패치 기법만을 용한 pCST- 

트리와 pB
+
-트리의 성능 실험 결과는 <그림 

6>에 제시하 다. <그림 6>은 10,000,000개의 

코드 키로 구축된 인덱스에 해 1,000,000 

회의 검색을 수행한 후 실행시간 결과를 측

정하여, pCST1-트리의 실행 경과시간을 ‘1’로 

놓고 다른 트리들의 실행 경과시간을 정규화

(<그림 6>의 y축, normalized execution 

time)한 것이다. 

<그림 6>의 그래  표기에서 ‘pCST2’는 

노드크기가 캐시 블록 크기의 2배인 pCST
2
- 

트리에 해당하고, ‘pB+2’는 노드크기가 캐시 블

록 크기의 2배인 pB+-트리를 의미한다. pCST- 

트리에서 제안한 인덱스 노드의 구조에 의해 

3.3 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리패치를 통한 

노드 내 연산시간에 있어서 pCST-트리가 

더 효율 이므로 pB+-트리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최고 성능을 보이는 pCST-트

리의 경우와 최고 성능을 보이는 pB
+
-트리

의 경우를 비교한 성능 향상비는 1.28 배이다. 

실험 평가 결과로부터 동일한 비우선 리

패치 기법에 해, 제안한 pCST-트리 구조가 

pB+-트리보다 검색 실험에서 약 120% 성능 

향상을 보이고, CST-트리에 비해 110% 정

도의 성능 향상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표 2>에 제시된 pCST-트

리들에 해 실험한 결과이다. 즉, <그림 7>

은 pCST-트리의 노드 크기를 캐시 블록의 

정수배 크기로 변경(w = 1, 2, 4, 8, 16)하면

서, 각 pCST-트리에 해 깊이우선 리패

치하지 않는 경우(PD(0, all)), 노드 내 키비

교 연산 마지막 1회 에 깊이우선 리패치

하는 경우 (PD(1, 1)), 노드 내 키비교 연산 

마지막 2, 3, 4회 에 자식노드 리패치하

는 경우(PD(1, 2), PD(1, 3), PD(1, 4))인 하

이 리드 리패치 기법을 실험하 다.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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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리패치는 리패치 거리를 크게 할수

록 성능이 하되었으며, PD(1, 1)인 경우 

( 재 인덱스 노드그룹의 마지막 키 비교 

에 다음 자식노드 그룹 2개를 리패치하는 

경우)의 성능만이 비우선 리패치만을 하

는 경우와 유사하거나 약간의 성능향상이 있

었다. 깊이우선 리패치를 많이 하는 경우, 

캐시에 키 비교에 사용되지 않는 노드들이 

무 많이 로딩되어 오히려 성능을 떨어뜨리

는 경우이다. 실험 결과는 PCST
4
0, pCST

4
1, 

pCST8
1 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 다.

5. 결  론

자상거래의 빠른 트랜잭션 처리를 지원

하는 메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용량 

데이터처리를 한 인덱스 성능 향상은 매우 

요한 연구 주제이다. 메모리 근 지연 시

간을 이기 한 연구인 본 논문은 트리 인

덱스를 한 리패치 기법에 해 소개하고, 

리패치 효율 인 pCST-트리 구조를 제안

하고 실험결과를 제시하 다. 효율 인 비

우선 리패치가 가능한 pCST-트리 노드 구

조를 제안하 고 실험으로 pCST-트리가 기

존의 비 우선 리패치 기법을 용한 인덱

스인 pB+-트리보다 우수함을 보 다. pCST- 

트리는 pB
+
-트리에 비해 1.2배의 성능 향상을 

보 다.

향후 연구로는 pCST-트리의 우수성을 분

석  모델로 제시하고, 다양한 인텔 마이크

로 로세서서 환경에서의 실험과 분석을 통

하여 pCST-트리의 성능을 추가 향상하는 

것이다. 한 인덱스 설계와 유사하게 캐시

를 고려한 코드 장 구조에 한 연구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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