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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
하면서 휴대 기기 환경에서 대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플래시 메모리 상
에서 인덱스 구조를 통한 데이터 관리 기법이 필요하게 되
었다. 여러 인덱싱 방법 중 M-tree는 고차원 거리 공간에
적합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특징 데이터에 대한
인덱싱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플래시 메
모리는 쓰기 연산의 제한을 갖기 때문에, 잦은 쓰기가 발생
하는 트리 구조의 인덱싱을 구축 시 심각한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플래시 메모리 상에서 M-tree를
구현함에 있어서 노드 분할 방법을 통하여 쓰기 연산의 횟
수를 감소시켜 입출력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실험에 의하면 쓰기 횟수를 약 7%정도로 현저히 감소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
여 플래시 메모리 상에서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인덱싱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플래시 메모리, 인덱싱, M-tree

Abstract

As the storage capacity of the flash memories increased portable devices began to store mass
amount of multimedia data on flash memory. Therefore,
there has been a need for an effective data management
scheme by indexing structure. Among many indexing
schemes, M-tree is well known for it’s suitability for
multimedia data with high dimensional matrix space.
Since flash memories have writing operation restriction,
there is a performance limitation in indexing scheme with
frequent write operation. In this paper, a new node split
method with reduced write operation for m-tree indexing
scheme in flash memory is proposed. According to
experiments the proposed method reduced the write
operation to about 7% of the original method. The
proposed method will effectively construct an indexing
structure for multimedia data in flash memories.
: Flash Memory, Indexing, M-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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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플래시 메모리는 PMP, 휴대폰, PDA, MP3 플
레이어,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휴대용 기기에서 가장 많
이 쓰이는 저장 매체이다. 이는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인
저전력성, 비휘발성, 물리적 안정성 및 휴대성 등이 휴
대 기기의 저장 장치로 매우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래시 메모리는 덮어 쓰기 연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의 덮어 쓰기는 이
전 데이터를 빈 페이지에 쓰고 이전 데이터가 쓰여져
있던 페이지를 무효화시키거나 소거 연산을 적용시켜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소거 연산은 그 비용이 매
우 크고 적용 횟수 또한 수백만 번 정도로 제한되며, 이
러한 제약들로 인하여 플래시 메모리는 쓰기 연산이 읽
기 연산에 비하여 제약적이다.
한편 플래시 메모리는 MLC(multi-level-cell) 기법의
개발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대용량화 되고 있으며,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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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휴대 기기 환경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일이 점점 일반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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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종류의 인덱싱 방법이 개발되어 왔으며, 좌표 공
간에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한 검색을 목적으로 하는 공
간 접근 방법(SAM, spatial access method)과 거리 공
간에 대한 방법인 거리 접근 방법(MAM, metric acc-

ess method)의 두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MAM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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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을 이용하는 정적 방법과 [4-6]등과 같이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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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삭제가 자유로운 동적 방법으로 나뉜다. 동적 MAM
방법은 가장 포괄적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최근 고차원
거리 공간에서의 인덱싱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
다. 동적 MAM 방법의 대표적인 인덱스 구조인 M-

tree[4]는 bottom-up방식의 균형된 트리 형태이며 고정
크기의 노드 구조를 통해 입출력의 최적화에 초점을 맞
추었다는 특성을 갖는다.

M-tree와 같은 균형된 트리 형태의 인덱스 구조는
그림 1 M-tree의 기본 구조

리프 노드의 갱신이 루트 방향으로 전달되는 형식으로
성장하며 따라서 리프에서 루트까지의 경로상의 잦은
갱신으로 인한 쓰기 비용의 증가 현상이 발생한다.

JFFS3[7]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wandering tree”라고
불렀으며, 이러한 현상은 bottom-up 방식의 균형된 트
리 형태의 인덱스 구조를 플래시 메모리 상에서 구축
시 성능 저하의 주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M-tree를 플래시 메모리 상에서 구축
시 쓰기 횟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전체 구축 성능을 향상
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키 아이디어
는 M-tree의 노드 갱신 연산의 대부분이 실제로 노드
의 일부분만 변경된다는 부분성(partiality)을 이용한 것
이다. 즉, 논리적 노드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출력 영

그림 2 M-tree 노드의 쓰기 연산

역을 줄이고 갱신 되는 노드 조각을 물리적으로 최대한
같은 페이지에 모아서 출력함으로써 페이지 덮어 쓰기
연산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1 플래시 메모리 상에서 M-Tree 삽입 비용
(MLC-2 SD Card, 10,000 오브젝트, L1-256)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M-tree의

총 삽입 시간

쓰기 시간

읽기 시간

거리 계산 시간

기본 구조와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며,

2,608,305ms

2,395,703ms

79,953ms

15,724ms

3장에서는 노드 분할 방법을 통하여 쓰기 횟수를 감소
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방법

할 경우 상위 노드에 존재하는 포인터 엔트리의 rc 값이

에 대한 실험 결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5장에서는 본 연

변경되고, 이와 같은 변경은 루트 노드까지 위 방향으로

구의 결론을 내린다.

발생한다. 또한 리프 노드에서 넘침 현상이 발생할 경우
노드는 분할하며 부모 노드에는 기존의 포인터 엔트리

2. 관련 연구

가 새로 분할된 두 노드에 대한 포인터 엔트리로 대체

2.1 M-tree 구조

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부모 노드가 넘침 현상이

M-tree는 좌표 공간에 제한하지 않으며 bottom-up

발생할 경우 분할되며 루트 노드까지 위 방향으로 전달

방식으로 트리가 성장하여 동적 삽입, 삭제가 가능하고

된다. 이와 같이 M-tree는 트리 기반 인덱싱이므로 그

균형된 트리 구조와 고정 사이즈의 노드 크기 등 입출

림 2와 같이 리프의 변경으로 인한 경로 상의 노드들에

력의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기

빈번한 입출력이 발생한다. 표 1은 MLC-2 4G SD카드

존의 방법들에 비하여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M-tree

에서 L1-256차원의 데이터 10,000개에 대하여 M-tree

는 좌표 계를 정의하기 힘든 거리 공간을 지원하기 위

의 총 삽입 시간을 측정한 것으로서, 총 삽입 시간의 약

하여 피벗과 반지름(covering radius)을 사용한다. 또한

85%정도가 쓰기 시간이 차지한다.

M-tree의 각 노드는 디스크 기반의 인덱싱을 고려하여

2.2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

고정된 크기를 갖는다. 각 노드는 정해진 양(M 파라미

플래시 메모리는 블록이란 단위로 구성된다. 또한 블

터) 만큼의 엔트리를 포함한다. 노드는 내부 노드와 리

록은 페이지(섹터라고도 불리움) 단위로 구성되며 읽기,

프 노드의 두 가지 타입을 갖는다. 그림 1은 M-tree의

쓰기는 페이지 단위로 수행된다. 그림 3은 2GB, 2KB

기본 구조를 나타내는 예시이다.

SLC NAND Flash구조의 예이다. 플래시 메모리의 쓰

리프 노드에 삽입된 엔트리가 노드의 반지름을 변경

기속도는 읽기에 비하여 매우 느리다. 이는 페이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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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기반 인덱싱 방법들을 그대로 수행할 경우 빈번
한 소거 연산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10-12]
는 플래시 메모리에 적합한 인덱싱 방법을 연구하였다.
그림 3 2GB, 2KB Page SLC NAND 구조

그러나 [10]는 플래시 메모리의 물리적 특성인 NOP

(Number Of Partial page programming)이 1인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며(최근에 주로 사용되는 MLC 플래시
는 대부분 NOP가 1이다), [11,12]는 각각 B-Tree,

R-Tree에 대하여 노드의 효과적인 페이지 할당을 통해
소거 연산을 줄이는 방법들을 제안하였지만 M-Tree처
럼 이미 노드의 크기를 페이지 크기를 고려하여 고정시
키는 인덱싱 방법에 대해서는 그 이점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입출력 최적화에 목
적을 둔 M-tree를 대상으로 플래시 메모리상에서 쓰기
횟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4 플래시 메모리의 블록 병합 연산
의 쓰기 연산 시 한번 쓴 페이지에 대한 덮어 쓰기(페
이지 충돌)가 불가능하며, 이때 블록 전체에 대하여 소
거 연산을 거친 후에야 쓰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블록
당 소거 연산은 약 2ms[8]정도의 매우 긴 시간을 요구
한다. 따라서 플래시 메모리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쓰
기 연산으로 인한 소거 연산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예를 들어 [9]에서 읽기, 쓰기, 소거연산 비용의
각 비율은 1:7:63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쓰기 연산
과정은 쓰기 연산이 수행 될 페이지가 포함된 블록을
읽은 후 새로 쓸 내용과 병합한 후 미리 소거되어 있는
빈 블록을 찾아서 쓰는 리다이렉트 과정이 필요하다. 그
림 4는 병합 과정의 예시이다. 그리고 이러한 병합 과정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할 경우 논리적 페이지와
물리적 페이지의 주소 매핑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

3. 노드 분할을 통한 쓰기 횟수 감소 방법
M-tree의 노드 쓰기 연산은 노드에 새 오브젝트가
삽입되거나 노드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분할로
인한 새 노드의 생성시에 발생하며 이 때 대부분 노드
의 일부분만 변경이 된다(partiality). 예를 들어 그림 5
와 같이 4KB 노드에 한 개의 오브젝트가 추가될 경우
파일시스템의 클러스터 사이즈가 4KB이고 플래시의 블
록사이즈가 2KB라고 가정한다면 단 한 개의 오브젝트
가 추가되더라도 두 개의 블록에 대한 쓰기 연산이 발
생하게 된다. 특히 이 때 두 블록은 덮어쓰기로 인한 블
록 병합 및 소거 연산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입출력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드의 변경된 부
분만을 다시 쓰는 방식이 필요하며, 이는 논리적 노드를
물리적으로 작은 단위로 나누어 저장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 상 노드를 나누더라도 페

한 블록의 소거 횟수는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플래시

이지 덮어쓰기가 불가능한 제한으로 인하여 블록 단위

메모리의 수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빈 블록을 찾을

의 병합 연산을 발생시키므로 그 효과가 없어진다고 볼

시 이러한 특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플래시 변환 계층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5의 예에서 노드를 작은 단위

(FTL)이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는 이와 같은 주소 매
핑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이며, FTL은 주소

로 나누어 입출력 한다고 가정하면 o5의 삽입 시 두 번

매핑 외에도 wear-leveling(블록의 소거 횟수를 균일하
게 분포하여 bad 블록의 수를 최소화하는 알고리즘),

garbage collection(즉시 소거하지 않고 invalid 블록으
로 남긴 후 한꺼번에 소거연산을 처리하는 방법)등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주소 매핑 방법은 페이지 단위
매핑, 블록 단위 매핑, 하이브리드 매핑 방법 등이 있으
며, 특히 로그-기반(log-based) FTL은 몇 개의 로그
블록에 임시로 쓰기 연산을 함으로써 페이지 충돌로 인
한 블록 소거 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그림 5 Node Partiality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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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블록의 첫 번째 섹터만 출력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
다. 하지만 뒤이어 o5가 다시 갱신될 경우 이미 o5가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블록의 첫 번째 섹터는 다시 쓰
여지지 못하므로 결국 두 번째 블록 전체에 병합 연산
이 가해지고 노드 분할의 효과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노드를 분할하여 작은 노드 조각단위로 저장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작은 노드 조각들을 최대한 같은 물리적
섹터에 모아서 저장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서로 다른 노드들의 노드 조각들을 동일한 물리적 섹터
에 모아서 저장하기 위한 섹터 쓰기 버퍼와 논리적 노
드와 물리적 노드 조각들이 서로 물리적 위치가 달라지
게 되므로 매핑 테이블 및 노드 조각들에 대한 물리적
섹터의 할당 기능이 필요하게 된다. 그림 6은 이와 같은

(a) 노드 분할 적용 전 노드 입출력
(3번의 페이지 쓰기와 1번의 블록 병합 발생)

노드 분할 방법의 예시로서, 4KB의 논리적 노드를 4
조각으로 분할하고 플래시의 물리적 섹터의 크기가

2KB, 2섹터 크기의 버퍼를 사용할 경우이다. 그림 6의
의 예에서 현재 노드 N1의 크기는 2KB이며, 만일 N1의
마지막 엔트리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의 쓰기 연산이
버퍼   에 발생하며 이미   에 쓰여진 값은 BAD가
되고 



은 



     ∅∅이 된다. 또한 버

퍼가 찼으므로 이 후 버퍼가 플러시될 경우 새 섹터

(P5 or P1)에 쓰여지며 



의 값도 갱신된다. 그림

7은 이러한 노드 분할 방식의 효과를 예시한 것으로써
그림 7(a)의 경우 두 번의 섹터 쓰기와 한 번의 블록
병합이 발생하였지만 그림 7(b)의 노드 분할 방식의 경
우 단 한번의 섹터 쓰기만 발생하는 것을 나타낸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노드 분할 방법을 사
용할 경우 매핑 테이블과 섹터 할당이라는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먼저 매핑 테이블의 공간 비용은 만일 전체
사진 데이터가 10000개, M값(M-Tree Node Size)이 30
일 경우 전체 노드 개수는 대략 500개 정도 생성된다고
본다면 분할 수가 4일 때 500×4×4byte=8KB 정도이다.
그리고 각 물리적 노드 조각들에 대한 상태를 {FREE,

(b) 노드 분할 적용 후 노드 입출력
(1번의 페이지 쓰기 발생)

그림 7 노드 분할 효과의 예

BAD, ALLOCATED}로 표시하는 비트 벡터를 사용하
여 버퍼 플러시때 새로 쓸 섹터를 간단히 결정할 수 있
다. 그러나 노드 분할 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섹
터를 읽을 때 분할 수 이하 만큼의 인다이렉션이 필요하
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그림 6의 경우에서 노드 N2를
읽으려면 총 3개의 섹터를 읽어야 한다. 그러나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 상 읽기의 성능 저하보다 쓰기의 성능 향
상 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노드 분할 방법
은 전체 입출력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노드 읽기 인다이렉션 양을 줄이기 위해서 논리
적 노드가 물리적 노드 조각들로 흩어진 정도를 최소화
하도록 지연된 쓰기를 통해 쓰기 스케줄링을 하는 방법
도 가능하다. 노드 조각의 흩어짐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매우 일반적인 파일 입출력 관련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본 논문의 범위에서는 직접 다루지 않는다.

4. 실험 및 분석
그림 8은 M=4KB, Flash Sector Size=2KB, 분할수

=4일 경우 각 연산 횟수를 측정한 것이고 그림 9는
그림 6 노드 분할 방법의 구조

M=8KB, Flash Sector Size=4KB, 분할수=8일 경우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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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횟수를 기존의 약 7% 정도로 현저히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
여 플래시 메모리 상에서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인덱싱
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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