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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칼럼-지향(혹은 열-기반)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을 튜  단 가 아닌 칼럼 단 로 장하는 

새로운 개념의 데이터베이스이다. 용량 데이터를 다루는데 있어 기존의 튜 -지향(혹은 행-기반) 데이터

베이스보다 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되었다. 재는 데이터웨어하우스 응용 분야에 Sybase IQ 

같은 상용 열-기반 DBMS가 리 사용되고 있다. 스타 스키마 질의는 데이터웨어하우스 질의로서 사실 

테이블과 차원 테이블 간의 조인이 포함된다. 열-기반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사실 테이블과 차원 테이블

은 기존 행-기반 때보다 상 으로 사이즈가 크다. 이때 조인은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하는 비용이 큰 

작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열-기반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타 스키마 질의 성능 향상을 해 조인 맵핑 트리

를 이용한 조인기법을 제안한다. 조인 맵핑 트리 구조는 사실 테이블과 차원 테이블 간의 조인 시 필요한 

치 정보를 미리 장해두는 일종의 맵핑 테이블이며 이 구조를 사용한 조인 처리는 I/O 근 횟수를 

여 체 질의의 성능 향상을 가져온다. 제안한 조인 기법을 스타 스키마 벤치마크를 이용하여 최근의 열-

기반 데이터베이스 조인 기법인 인비지블(invisible) 조인 기법과 성능 비교한 결과 평균 1.6배의 성능 향

상을 보 다.

키워드: 칼럼-지향(열-기반) 데이터베이스, 용량 데이터, 스타 스키마 질의, 조인 기법, 조인 맵핑 트리, 

인비 블 조인, 스타 스키마 벤치마크

Abstract A column-oriented database is a new database concept that stores tables in column 

order instead of tuple order. It is known to better handle large data than traditional row(tuple)-oriented 

databases. In recent years, commercial column-oriented DBMSs, such as Sybase IQ, are widely used 

in data warehouse applications. In this paper we propose a join technique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star schema queries in column-oriented databases. Our technique uses a join mapping tree structure 

that pre-stores position information needed to join dimension tables to the fact table in a data 

warehouse. The use of the join mapping tree decreases the number of I/Os needed to join tables stored 

in column-oriented databases. A performance comparison with the invisible join technique, the best 

known join technique for column-oriented database, shows 1.6 times performance gain using the star 

schema benchmark.

Keywords: Column-oriented database, large data, star schema query, join technique, join mapping 

tree, invisible join, star schema bench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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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데이터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DW)

와 같이 용량의 데이터를 장하고 리하는 데이터

베이스들이 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용량 데이터

베이스를 보다 효율 으로 리하기 하여 칼럼-지향

(혹은 열-기반) 데이터베이스 개념이 등장하 다[1,2]. 

열-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들이 최근에 등장하고 있으며 표 인 시스

템으로 Sybase IQ[3], MonetDB[4], C-Store[5] 등이 

있다.

열-기반 데이터베이스는 보편 으로 사용되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장하고 

리한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들

을 튜 (tuple)단 로 장하고 리하며, 이를 행-기반 

데이터베이스(row-oriented database)라고도 한다. 열-

기반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칼럼(column)단 로 

장하고 리한다. 이는 기존의 행-기반 데이터베이스에

서 다른 속성을 갖는 튜 이 하나의 단 로 반복 으로 

장되는 것과는 다르게 같은 속성(칼럼)을 갖는 데이터

들을 연속 으로 장한다. 그림 1은 행-기반 데이터베

이스 시스템과 열-기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데이

터를 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행-기반  열-기반 데이터베이스의 장구조

데이터웨어하우스와 같은 용량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는(read-only) 작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즉, 용량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데

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읽기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특

성을 갖고 있다. 이런 작업 특성의 변화 역시 열-기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출 에 일조하 다. 열-기반 데

이터베이스는 필요한 칼럼만 검색하는 읽기 주의 데

이터웨어하우스 응용분야에 합하다.

데이터웨어하우스에서 처리하는 부분의 질의는 사실 

테이블(fact table)과 차원 테이블(dimension table) 간

의 조인(join)이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웨어하우스에 

합한 열-기반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칼럼 단 로 

장하기 때문에 조인 시 필요한 칼럼들만 검색하면 된다. 

하지만 각 칼럼마다 치 정보가 함께 장되어야하기 

때문에 사실 테이블과 차원 테이블은 기존의 행-기반 데

이터베이스에서 다루던 테이블보다 상 으로 사이즈가 

큰 특징이 있다. 조인은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비

용이 큰 작업이며 이 문제 해결을 한 스타 스키마 질

의에 한 성능 향상 연구가 많이 진행 되어왔다[6].

본 논문에서는 열-기반 데이터베이스에 합한 스타 

스키마 질의 처리를 한 새로운 조인기법을 제안하고

자 한다. 제안하는 조인기법은 B+tree 구조를 기반으로 

한 일종의 맵핑 트리를 사실 테이블과 차원 테이블 간

의 조인 처리 시 이용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사실 테이블과 차원 테이블의 체읽기(full-scan)의 횟

수를 여 조인 질의를 처리하는 디스크 I/O 비용을 

여 체 질의의 성능향상을 이루는데 그 목 이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열-기반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루는 기존의 조인기법에 해 설명

한다. 3장에서는 새로운 조인기법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 

기존의 조인기법과 제안한 조인기법의 성능을 비교･분석

을 한다. 5장에서 결론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 짓는다.

2. 련연구

본 장에서는 열-기반 데이터베이스의 조인 략인 지

연 실체화(late materialization)와 지연 실체화를 기반

으로 하는 조인기법인 인비 블 조인(invisible join)에 

해 설명한다.

2.1 지연 실체화(Late Materialization)

열-기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기존의 행-기반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처리하던 질의를 그 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조인 작업을 필요로 하는 질의 역시 처리

가 가능하다. 그러나 같은 질의 결과를 얻기 해서는 

각각 장되어 처리되는 칼럼들을 행-기반 데이터베이스

처럼 하나의 테이블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질의 결

과에 필요한 각 칼럼들을 연결(stitch)하여 하나의 결과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을 질의 처리 과정 에 어느 시

에 처리하느냐에 따라 조기 실체화(early materializa-

tion)와 지연 실체화(late materialization)로 나눠진다.

지연 실체화는 질의를 처리하는 과정  가장 마지막 

단계에 각 칼럼들을 하나의 테이블로 연결하여 행-기반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만드는 략이다. 질의를 입력받

아 where 의 조건부터 순서 로 필요로 한 각 칼럼들

을 디스크에서 읽어와 처리한다. 질의의 조건을 만족하

는 튜 의 치(position)를 비트맵(bitmap)이나 범

(range) 등으로 나타내어 각 칼럼에 용하여 질의를 

수행한다. 질의의 모든 단계를 수행하여 얻은 최종 결과

들은 열-기반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각 칼럼별로 나뉘

어 있다. 이를 연결하여 행-기반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출력하기 해 결과 값들을 하나의 테이블로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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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질의 수행을 완성한다[7].

이러한 지연 실체화 략은 만족하는 치에 있는 데

이터에 직  연산을 할 수 있고,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

터만을 튜 로 생성할 수 있어 조기 실체화 략에 비

해 성능이 높다할 수 있다[8].

2.2 인비지블 조인(Invisible join)

인비지블 조인기법은 열-기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서 수행되는 조인질의를 해 제안된 조인기법으로 지

연 실체화 조인기법을 기반으로 한다. 이 기법은 열-기

반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데이터들이 같은 튜 로 

장되었던 데이터임을 알아내기 해 각 칼럼을 메모리

로 읽은 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맵을 이용하여 

같은 튜 임을 알아내 조인질의를 수행하는 조인기법이

다. 한, 질의의 where 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

실 테이블의 외래 키 칼럼의 값들 역시 비트맵의 비트 

와이즈(bit-wise)연산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다. 이 방

법은 사실 테이블의 외래 키 칼럼들을 메모리상에서 비

교하는 것보다 빠르다.

인비지블 조인의 구체 인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진

다. 1단계에서는 where 의 조건에 맞는 각 차원 테이

블의 기본 키 값을 구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구한 

값을 사실 테이블에 각 외래 키 값과 비교하여 만족하

는 튜 의 치 리스트를 비트맵으로 장하여 각각 차

원 테이블 별로 만들어진 비트맵과 사실 테이블의 

where 의 조건을 AND(&)연산을 통해 결과 비트맵을 

만든다. 3단계에서는 결과로 나타내야할 컬럼들을 2단계

에서 만든 결과 비트맵으로 사실테이블에서 각각의 외

래 키 값을 구하여 최종 출력을 하게 된다.

인비지블 조인은 일반 인 지연 실체화 략보다 직

이며 비트맵과 비트 와이즈 연산을 통하여 메모리

에서의 처리 시간을 약할 수 있다. 하지만 비트맵을 

필요시 매번 생성하여 이용한다는 에서 비효율 이다 

할 수 있다[9].

3. 제안 조인기법

열-기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읽기(read)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용량 데이터베이스를 효율 으로 운

하고자 구성된 시스템이다. 이런 열-기반 데이터베이

스 시스템이 다루는 부분의 용량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사실 테이블과 여러 개의 차원 테이블로 구성되

어 있다. 한 용량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조회

(read)하는 부분의 작업은 사실 테이블과 차원 테이블 

간의 조인작업을 거쳐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빈번히 이루어지는 사실 테이블과 차원 테이블 간

의 조인은 디스크 I/O 비용을 많이 소모하게 되며 결국 

체 질의의 성능 하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에 본 

논문은 용량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열-기반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해 일종의 맵핑 테이블인 조인 맵핑 

트리와 이를 이용한 조인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하는 조인 기법도 인비지블 조인과 마찬가지로 지연 실

체화 조인기법을 기반으로 한다.

조인 맵핑 트리와 인비지블 조인과 비교하면 인비지

블 조인의 3단계  1단계에서 where 의 조건에 만족

하는 차원 테이블의 값을 찾아 사실 테이블에서 외래 

키 값이 차원 테이블에서 찾은 값과 같은 치 리스트

를 찾는데 이때 체읽기 하는 것을 이기 해 미리 

각 차원 테이블 기본 키에 응하는 사실 테이블의 

치 리스트를 미리 장하여 사용하게 된다. 한, 3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계산된 결과 비트맵을 이용하

여 select 에 있는 칼럼에서 만족하는 값을 출력하기 

해 사실 테이블에서 외래 키 값을 이용하여 각 차원 

테이블에서 만족하는 값을 체읽기 하여 찾게 된다. 이 

과정을 이기 해 조인 맵핑 트리는 차원 테이블의 

기본 키의 치를 장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물

론  내용을 장하기 해서 많은 기 비용이 발생 

하지만 업데이트가 은 용량 데이터에는 기 비용

은 무시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인비지블 조인의 성

능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라고 볼 수 있다.

3.1 조인 맵핑 트리(Join Mapping Tree)

조인 맵핑 트리는 용량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열-

기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조인작업을 한 일종의 맵

핑 테이블이다. 조인 맵핑 트리는 기본 으로 clustered 

B+Tree의 구조를 가진다. B+Tree의 비단말(non-leaf) 

노드들은 탐색에 필요한 인덱스 엔트리(index entry)들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단말(leaf) 노드들은 실제 데이터의 

정보를 장하는 데이터 엔트리(data entry)로 구성된다.

인덱스 엔트리는 B+Tree의 비단말 노드(non-leaf 

node)에 장되며 트리의 단말 노드(leaf node)를 찾는 

탐색 키(search key)의 역할을 한다. 조인 맵핑 트리의 

인덱스 엔트리는 <Ki, Pi>의 으로 구성되며 탐색 키

인 각 차원 테이블의 기본 키 값(Ki)과 하  노드를 가

리키기 한 포인터(Pi)로 구성된다.

데이터 엔트리는 B+tree의 단말노드에 장되어 사실 

테이블과 차원 테이블의 조인 시 필요한 정보들로 구성

되어 있다. 그 정보들은 차원 테이블의 기본 키 값

(primary key value), 차원 테이블의 기본 키 치

(primary key position), 차원 테이블의 기본 키 값에 

해, 그 값을 외래 키로 가지는 사실 테이블의 치목

록(foreign key position list)으로 이들을 하나의 으

로 하여 장한다. 차원 테이블의 기본 키 값과 그 치

를 장하여 차원 테이블의 기본 키 칼럼을 체읽기 

하는 횟수를 일 수 있도록 하며, 해당하는 기본 키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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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인 맵핑 트리의 구조와 내부 구성

과 동일한 값을 가지는 사실 테이블의 외래 키 칼럼의 

치를 장하여 사실 테이블의 외래 키 칼럼의 체읽

기 횟수도 일 수 있다. 즉, 하나의 데이터 엔트리는 

<D_PK, D_PK Position, F_FK Position_list>로 구성

된다. 구체 으로 <차원 테이블의 기본 키 값(D_PK), 

차원 테이블의 기본 키 치(D_PK Position), 차원 테

이블의 기본 키 값을 외래 키로 가지는 사실 테이블의 

치 list(F_FK Position_list)>으로 구성되며 차원 테

이블의 기본 키 값을 기 으로 정렬되어 장된다. D_PK

는 dimension table primary key의 약자이며 F_FK는 

fact table foreign key의 약자이다.

이 게 구성된 조인 맵핑 트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장

된 차원 테이블 별로 하나씩 생성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장되며, 해당 차원 테이블과 사실 테이블의 조인작업 시 

이용된다. 그림 2는 조인 맵핑 트리의 구조와 인덱스 엔

트리  데이터 엔트리의 내부 구성에 한 그림이다.

3.2 조인 맵핑 트리를 이용한 조인기법

조인 맵핑 트리는 열-기반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실 테

이블과 차원 테이블 간의 조인이 포함된 질의가 요청되

었을 때 이용한다. 질의의 선택조건을 만족하는 차원 테

이블의 기본 키 값들이 정해지면 해당 값들을 조인 맵

핑 트리의 탐색 값으로 하여 트리를 탐색하게 된다. 탐

색 한 결과 찾게 된 데이터 엔트리에서 사실 테이블의 

외래 키 칼럼의 치목록을 알아낸다. 트리의 탐색으로 

얻은 외래 키 칼럼의 치목록은 차원 테이블의 기본 

키 값과 동일한 값을 가지는 사실 테이블의 치를 나

타내는 데이터이다. 이 치목록으로 조인 시 사실 테이

블에서 필요한 값들을 알아낼 수 있다. 한, 사실 테이

블에서 얻은 값들을 이용하여 조인 맵핑 트리에 장된 

차원 테이블의 기본 키 치를 얻을 수 있다. 이 게 조

인 맵핑 트리를 이용하면 사실 테이블과 차원 테이블의 

체읽기 횟수를 여 열-기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서의 조인을 효율 으로 할 수 있다.

열-기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조인 맵핑 트리를 

이용한 조인 작업을 3단계로 나 어 설명할 수 있다.

∙조인 1단계

질의의 선택조건인 where 의 조건을 만족하는 각 

차원 테이블의 기본 키 값을 해당 조인 맵핑 트리에 탐

색 키로 이용하여 사실 테이블의 외래 키 치목록을 

얻는 과정이다.

질의의 선택조건에 해당하는 where 의 조건에 참여

하는 차원 테이블의 칼럼들을 체읽기 하여 선택조건

을 용한다. 만족하는 값들의 치를 비트맵으로 만들

어 각 해당 기본 키 칼럼에 용하여 해당 치의 기본 

키 값들을 알아낸다. 이 기본 키 값들은 각 차원 테이블

의 조인 맵핑 트리의 탐색 값으로 이용하여 데이터 엔

트리에 장되어 있는 해당하는 사실 테이블의 외래 키 

치목록을 알아낸다.

∙조인 2단계

앞서 얻은 외래 키 치목록들을 교집합하여 모든 where

의 조건을 만족하는 하나의 외래 키 치목록을 구하

여 해당하는 사실 테이블의 외래 키 값들을 얻는 과정

이다.

조인 맵핑 트리 탐색 후 얻은 각 외래 키 치목록들

을 교집합 하여 모든 where 의 조건을 만족하는 하나

의 외래 키 치목록을 만든다. 이 치목록을 조인작업

에 참여하는 사실 테이블의 모든 칼럼에 용하여 해당

하는 치에 장된 외래 키 값들을 알아낸다.

∙조인 3단계

사실 테이블의 각 외래 키 값들을 각 조인 맵핑 트리

의 탐색 키로 이용하여 각 차원 테이블의 기본 키의 

치를 알아내어 Select 에 명시된 최종 칼럼들에 용하

여 만족하는 값들을 얻는다. 각 차원 테이블에서 최종

으로 얻은 값들을 연결하면 체 질의의 결과가 된다.

사실 테이블의 각 외래 키 값들을 다시 해당하는 조

인 맵핑 트리의 탐색 값을 이용하여 이번에는 각 차원 

테이블의 기본 키 값의 치를 알아낸다. 이 치들은 

질의의 Select 에 명시된 각 차원 테이블의 최종 칼럼

에 용하여 해당하는 치에 장되어 있는 값들을 알

아낸다. 각 차원 테이블에서 최종 으로 얻은 값들을 연

결하면 체 질의의 결과가 된다.

3.3 조인 맵핑 트리를 이용한 조인기법 제

앞에서 설명한 조인 맵핑 트리를 이용한 조인 질의를 

처리하는 과정에 해 를 들어 이해를 돕고자 한다. 

용량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벤치마크인 스타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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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크(Star Schema Benchmark)에서 데이터베이스

의 테이블구성과 그림 3의 제 질의 3번을 제로 조

인 맵핑 트리를 이용하여 조인 질의를 처리하는 과정을 

상세히 보이도록 한다[10]. 그림 4는 스타 스키마 벤치

마크의 제 질의 3번을 나타낸 그림이다. 스타 스키마 

벤치마크의 테이블들의 사이즈가 커 제에서는 사이즈

를 여 설명하겠다. 그림 4는 제로 이용할 테이블 구

성과 그 데이터들이다.

그림 3 스타 스키마 벤치마크의 제 질의 3번

그림 4 제로 사용할 테이블 구성

앞서 3단계로 나 어 설명한 것과 같이 제 역시 3

단계로 나 어 설명하겠다.

∙조인 1단계

제 질의 3번의 where 의 조건에 따라 3개의 차원 

테이블인 Customer테이블, Supplier테이블, Date테이블

이 질의에 참여하게 된다. 선택조건인 Customer 테이블

의 region이 ‘ASIA’, Supplier 테이블의 region이 ‘ASIA’, 

Date 테이블의 year<=1992 and d_year<=1997에 해당

하는 각 차원 테이블의 컬럼을 체읽기하며 조건을 만

족하는 값들을 찾아 해당하는 치를 비트맵으로 만든

다. 각 차원 테이블의 기본 키 컬럼인 Customer 테이블

의 custkey, Supplier 테이블의 suppkey, Date 테이블의 

datekey에 각 해당 비트맵을 용하여 최종 으로 선택

조건을 만족하는 기본 customer 테이블의 custkey의 

키 값 {1, 4, 2}, Supplier 테이블의 suppkey의 키 값 

{1, 4}, Date 테이블의 datekey의 키 값 01011992을 알

아낸다. 이 게 찾은 기본 키 값들은 조인 맵핑 트리의 

탐색 값으로 하여 해당하는 데이터 엔트리에서 차원 테

이블의 기본 키 값을 외래 키로 가지는 사실 테이블의 

치 list를 알아낸다. 그림 5는 1단계 과정을 차원 테이

블 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조인 2단계

1단계에서 찾은 외래 키 치목록들을 교집합 하여 

모든 선택조건을 만족하는 하나의 외래 키 치목록을 

만든다. 교집합을 하여 얻은 외래 키 치목록은 {4,7,9}

이다. 조인작업에 참여하는 사실 테이블(Lineorder)의 

컬럼인 Custeky, Suppkey, Orderdate를 체읽기 하여 

치목록(4,7,9)을 용하여 해당 치의 값인 Custkey

의 값이 {1,4}, Suppkey의 값이 {1}, Orderdate의 값이 

{01011992}을 알아낸다. 그림 6은 2단계 과정을 순서

로 나타낸 그림이다.

∙조인 3단계

2단계에서 얻은 사실 테이블의 외래 키 컬럼의 값인 

Custkey의 값 {1,4}, Suppkey의 값 {1}, Orderdate의 

값{01011992} 을 조인 맵핑 트리의 탐색 값으로 하여 

해당하는 데이터 엔트리에서 기본 키의 치(조인 맵핑 

트리의 값  2번째 값)를 알아내게 된다. 찾은 기본 키

의 치들은 customer 테이블은 1의 치 (2). 4의 

치 (3), supplier 테이블은 1의 치 (4), date 테이블은 

01011992의 치 (1)이다. 이 치들을 각 차원 테이블

의 기본 키 컬럼을 거치지 않고 Select 에 명시되어 

있는 컬럼에 바로 용하여 각 치에 만족하는 값인 

Customer 테이블의 nation 값 {‘CHINA’,‘INDIA’}, Supplier 

테이블의 nation 값 {‘RUSSIA’}, Date 테이블의 year 

값 {1992}의 결과를 얻게 되며 이 값들을 연결하면 

제 질의 체의 결과가 된다. 연결은 조인 2단계에서 구

한 (4,1,1,01011922),(7,1,1,01011992),(9,4,1,01011992) 이 

3개의 값들을 통해 select 에서 필요로 하는 컬럼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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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테이블> <Supplier 테이블> <Date 테이블>

그림 5 각 차원 테이블 별 조인 1단계의 과정

그림 6 조인 2단계의 과정

당하는 테이블의 값을 넣어 해당 컬럼 값을 가지고 온

다. 그것을 연결하여 결과를 만든다. 그림 7은 3단계 과

정을 차원 테이블 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Customer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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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ier 테이블>

<Date 테이블>

<결과>

그림 7 조인 3단계의 과정

4. 성능분석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조인 맵핑 트리 구조를 이용하

여 조인 질의의 처리 성능을 알아보기 하여 표  용

량 데이터베이스의 벤치마크인 star schema benchmark 

(스타 스키마 벤치마크)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고자 

한다. 성능분석의 기 은 디스크 I/O 비용을 측정하여 

비교･분석한다.

본 논문의 성능 분석 범 는 스타 스키마 조인 질의 

처리의 성능 측정이며 조인 맵핑 트리 구조 생성  업

데이트에 한 오버헤드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4.1 실험환경

조인 맵핑 트리를 이용하여 조인질의를 처리하는 성

능을 알아보기 해 표  데이터웨어하우스 벤치마크인 

star schema benchmark(스타 스키마 벤치마크)의 데

이터베이스와 제질의를 이용한다[10]. 스타 스키마 벤

치마크는 용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

기 한 벤치마크로 4개의 차원 테이블과 1개의 사실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8은 스타스키마 벤치마크

의 테이블 구성  사이즈를 나타낸 그림이다. 성능분석

을 해 수행할 스타 스키마 벤치마크의 제질의와 해

당 질의의 선택도(filter factor) 즉, selectivity를 표 1에 

나타내었다. 행-기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

는 스타 스키마 벤치마크의 데이터베이스를 열-기반 데

그림 8 스타 스키마 벤치마크의 테이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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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질의와 선택도(Filter Factor)

제질의 2.1

select sum(lo.revenue), d.year, p.brand1

 from lineorder lo, date d, part p, supplier s

where lo.orderdate = d.datekey

 and lo.partkey = p.partkey

 and lo.suppkey = s.suppkey

 and p.category = ‘MFGR#12’

 and s.region = ‘AMERICA’

group by d.year, p.brand1

order by d.year, p.brand1;

<Filter Factor>

p.category=1/25, s.region=1/5, lineorder= 1/125

제질의 3.1 

select c.nation, s.nation, d.year, sum(lo.revenue) as revenue

from customer c, lineorder lo, supplier s, date d

where lo.custkey = c.custkey

 and lo.suppkey = s.suppkey

 and lo.orderdate = d.datekey

 and c.region = ‘ASIA’

 and s.region = ‘ASIA’

 and d.year >= 1992 and d.year <= 1997

group by c.nation, s.nation, d.year

order by d.year asc, revenue desc;

<Filter Factor>

c.region= 1/5, s.region=1/5, d.year=6/7, lineorder=6/175

제질의 4.1

select d.year, c.nation, sum(lo.revenue-lo.supplycost) as profit

from date d, customer c, supplier s, part p, lineorder lo

where lo.custkey = c.custkey

 and lo.suppkey = s.suppkey

 and lo.partkey = p.partkey

 and lo.orderdate = d.datekey

 and c.region = ‘AMERICA’

 and s.region = ‘AMERICA’

 and (p.mfgr = ’MFGR#1’ or p.mfgr = ’MFGR#2’)

group by d.year, c.nation 

order by d.year, c.nation;

<Filter Factor>

c.region= 1/5, s.region=1/5, p.mfgr=2/5, lineorder=2/125

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성하 을 때의 데이터의 사이즈, 칼

럼당 페이지 수 등 필요한 정보를 표 2로 작성하 다.

조인 맵핑 트리의 구성은 크게 인덱스 엔트리가 장

되어 있는 비단말 노드 부분과 데이터 엔트리가 장되

어 있는 단말노드 부분으로 나  수 있으며, 조인 맵핑 

트리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단말노드에 장되는 데이

터 엔트리가 한 페이지의 사이즈인 4KB보다 큰 경우에

는 ISAM구조로 장하여 리한다. 표 3은 조인 맵핑 

트리를 구성하는 각종 데이터와 장된 페이지 수 등을 

나타낸 표이다.

4.2 성능분석

조인 맵핑 트리를 이용하여 조인 질의를 수행한 성능

분석은 앞서 3장에서 설명한 각 단계별로 디스크 I/O

표 2 테이블, 칼럼 별 필요한 각종 데이터

항목 (SF=1)
데이터

(byte)

튜  수

/페이지(개)

총 페이지 수

/컬럼(page)

LINEORDER

custkey

partkey

suppkey

orderdate

revenue

supplycost

4 1024 5860

PART

partkey 4 1024 196

mfgr 6 682 294

category 7 585 342

brand1 9 455 440

CUSTOMER

custkey 4 1024 30

nation 12 341 88

region 15 273 110

SUPPLIER

suppkey 4 1024 2

nation 12 341 6

region 15 273 8

DATE
datekey

year
4 1024 3

1page=4KB

표 3 조인맵핑트리의 구성1)

항목 튜 수** 데이터엔트리* 데이터 엔트리*

CUSTOMER 30,000 <4,4,(4x200)> 808

PART 20,000 <4,4,(4x300)> 1208

SUPPIER 2,000 <4,4,(4x3000)> 12008

DATE 2555 <4,4,(4x2349)> 9404

항목

데이터 

엔트리

/페이지**

페이지/데이터 

엔트리**

단말노드

총 페이지**

CUSTOMER 5 - 6000

PART 3 - 6667

SUPPIER - 3 6000

DATE - 3 7665

*단 =byte, **단 =개

비용을 계산하 다. 한, 조인 질의를 수행하는 비용은 

모든 단계의 I/O 비용의 합이다. 모든 분석 결과는 I/O 

비용만을 산출하고, 메모리와 CPU에 한 비용은 고려

하지 않았다.

그래  1은 조인 맵핑 트리를 이용하여 각 제 질의

를 수행하 을 때 소모되는 디스크 I/O 비용을 단계별

로 나타낸 그래 이다. 각 단계 별 소모된 디스크 I/O 

비용을 분석하면 차원 테이블의 칼럼에 비해 사이즈가 

큰 사실 테이블의 칼럼을 처리하는 조인 맵핑 트리를 

이용하여 사실 테이블의 칼럼에 근하는 횟수를 

음에도 체 비용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1) 표 은 각 테이블 별로 가지는 맵핑 트리의 단말 노드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로 디스크에 차지하는 오버헤드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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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1 각 제 질의를 제안한 조인 기법으로 수행 

시 소모되는 디스크 I/O 비용

그래  2 조인 맵핑 트리 조인기법과 인비지블 조인기

법의 디스크 I/O비용 비교

알 수 있다. 그러나 3단계의 경우 where 의 모든 선택

조건을 만족한 값들이며, 해당 차원 테이블의 기본 키 

컬럼을 처리하지 않아 1단계에 비해 많은 I/O 비용을 

약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 질의 3.1의 경우 

제 질의 2.1과 4.1에 비해 질의에서 필요한 사실 테이

블의 칼럼 수가 상 으로 많아 2단계에서 디스크 I/O 

비용이 많이 소비되었다. (그래 에서 디스크 I/O 비용 

단 는 페이지(페이지 크기는 4KB)이다.)

그래  2는 열-기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수행되

는 조인 질의를 한 인비지블 조인과 조인 맵핑 트리 

구조를 이용한 조인 기법을 각 제별로 비교한 그래

이다. 이 때 제안한 조인 기법의 단계 별로 처리하는 테

이블을 기 으로 인비지블 조인 역시 단계를 나 었다. 

열-기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한 두 조인 기법을 

비교하면 제 질의 3개 모두 조인 맵핑 트리를 이용한 

조인 기법이 인비지블 조인에 비해 디스크 I/O 비용이 

게 소비되며 평균 약 1.6배의 성능 향상되는 것을 분

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인 맵핑 트리를 이용하면 인비

블 조인에 비해 사실 테이블을 처리하는 I/O횟수를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비지블 조인은 직  메모리에 

데이터들을 읽어와 비교하여 데이터를 찾아야 하지만 

조인 맵핑 트리를 이용하면 바로 해당하는 치를 찾을 

수 있어 처리하는 횟수를 일 수 있으며 이는 바로 성

능 향상으로 이어진다. , 3단계에서 각 차원 테이블의 

기본 키 칼럼을 처리하지 않는 것 역시 디스크 I/O 비

용을 약하게 해 다.

5. 결 론

최근 데이터웨어하우스와 같은 용량 데이터베이스가 

리 사용됨에 따라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개념인 열-기반 

데이터베이스가 연구되고 있다. 기존의 행-기반 데이터베

이스와는 다른 장구조를 가진 열-기반 데이터베이스에 

한 연구로 질의  가장 I/O 비용이 비싼 조인 질의를 

효율 으로 처리하는 기법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본 논문은 열-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데

이터웨어하우스에서 스타 스키마 질의 처리 성능 향상을 

해 조인 맵핑 트리 구조를 이용한 조인 기법을 제안하 다.

조인 맵핑 트리는 질의  가장 많은 디스크 I/O 비

용을 소모하는 조인 작업의 성능을 향상시켜 체 질의

의 성능 향상을 목 으로 제안되었다. 조인 맵핑 트리는 

사실 테이블과 차원 테이블 간의 조인 시 필요한 치 

정보를 B+tree에 미리 장해두는 일종의 맵핑 테이블

이다. B+tree의 데이터 엔트리에 장되는 정보는 {차원 

테이블의 기본 키 값, 기본 키 치, 차원 테이블의 기

본 키 값을 외래 키로 가지는 사실 테이블의 치 list} 

<D_PK Value, D_PK Position, F_FK Position_list>

으로 구성되며 차원 테이블의 기본 키 값을 기 으로 

정렬되어 장된다. 조인 맵핑 트리는 조인 질의가 요청

되었을 때 이용되며 차원 테이블 별로 하나씩 구축되어 

장되어 있다. 조인 맵핑 트리를 이용하여 조인을 수행

하면 사실 테이블과 차원 테이블의 체읽기 횟수를 

일 수 있어 디스크 I/O 비용의 소모를 일 수 있으며 

궁극 으로 질의 체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조인 맵핑 트리의 성능을 알아보기 해 표  벤치마

크인 스타 스키마 벤치마크에 포함된 데이터 웨어하우

스 테이블과 제 질의를 이용하여 성능을 측정하 고, 

열-기반 데이터베이스의 효율 인 조인 기법인 인비지

블 조인과 비교･분석하 다. 조인 맵핑 트리를 이용한 

조인 기법이 인비지블 조인을 사용한 것에 비해 평균 

1.6배의 성능향상을 보 다. 이런 결과는 조인 맵핑 트

리를 이용한 조인 기법이 인비지블 조인에 비해 사실 

테이블과 차원 테이블의 I/O 근 횟수를 여 성능 향

상을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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