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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링 데이터를 이용한 혼합 도 네트워크 
모델기반 근사 질의 처리

(Mixture Density Network Model-Based Approximate 

Query Processing Using Sampling Data)

김 성 수 †     박 춘 서 ††     남 택 용 ††     이 태 휘 †††

        (Sung-Soo Kim)     (Choon Seo Park)     (Taek Yong Nam)        (Taewhi Lee)

요 약 소셜 네트워크와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 되면서,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탐사적 분석은 빅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한 프로세스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가는 초기 빅데이터 분석을 수

행하는 데 상당한 처리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탐사적 분석

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놉시스 기반의 근사 질의 처리 기법과 머신러닝을 이용한 근사 질의 처리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하는 시놉시스 기반의 기법은 전통적인 통계적 샘플링 기법 뿐만 아니라, 딥러

닝 기반 생성 모델을 이용하여 시놉시스 데이터를 구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특히, DBMS 외부 인터페이

스를 통한 질의 처리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DBMS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제공한다. 학습 데이

터 구축을 위한 이력 질의 수행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워크로드기반 근사 질의 처리 모델의 단점을 극

복하기 위해, 시놉시스 데이터의 분포를 혼합 밀도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하는 ML 기반 근사 질의 처리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인스타카트 데이터 셋 실험에서 기존 MySQL 대비 380배, PostgreSQL 대

비 58배 빠른 질의 처리 성능을 제공하고, 근사 질의 정확도 측면에서 워크로드 기반 근사 질의 처리 엔

진인 ML-AQP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한다.

키워드: 탐사적 데이터 분석, 근사 질의 처리, 혼합 밀도 네트워크, 데이터 시놉시스

Abstract As social networks and the Internet of Things become active, exploratory analysis of 

large-scale data has been positioned as one of the essential processes in Big Data analytics. However, 

data analysts should spend significant processing time and cost to perform initial Big Data analytics. 

We present a novel synopsis-based approximate query processing method and a machine learning 

(ML)-based approximate query processing method to support efficient exploratory analysis of 

large-scale data. In addition, we exploit a synopsis-based approach for constructing synopsis data 

using a deep learning-based generative model as well as a traditional statistical sampling. In particular, 

we apply the query processing method through the DBMS external interface to support various 

DBMSs. We propose an ML-based approximation query processing model that learns th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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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물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의료 분야와 같은 다양

한 응용으로부터 대규모 데이터가 수집된다. 현대 데이

터 분석가들은 이러한 빅데이터를 초기에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탐사적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다. 탐

사적 데이터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 EDA) 

이란 데이터의 통계적인 속성을 관찰함으로써 데이터의 

잠재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기법이다. EDA과정에서 데

이터에 대한 특성과 경향성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핵

심이다. 하지만,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에는 상당

한 처리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최신 학계와 

산업계에서 EDA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사 질

의 처리(Approximate Query Processing; AQP) 솔루

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AQP 기

술은 DBMS 엔진 내부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개발해 왔

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AQP 기능을 다양한 DBMS 

제품을 통해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1].

문제 정의(근사 질의 처리): 주어진 SQL 집계 질의 

Q가 주어졌을 때, 질의 Q에 대한 정확한 결과가 y이고, 

정확한 질의 처리보다 적은 응답시간에 상대적인 오차

를 가진 근사적인 결과 y'를 제공하는 것을 근사 질의 

처리라고 정의한다.

Error  

 ′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근사 질의 처리 기법

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구애 받지 않는(DBMS-agnostic) 접근

방법[1]을 기반으로 시놉시스 기반 근사 질의 처리와 머

신러닝 기반의 근사 질의 처리[2]를 지원할 수 있는 구

조를 제안한다.

전통적인 근사 질의 처리 기법들은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연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본 데이터셋에 대한 

요약 정보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요약 정보를 데이터 시

놉시스(synopsis)라고 하고, 시놉시스 기반의 주요한 기

법들은 샘플링과 히스토그램, 그리고 웨이블릿을 활용한 

접근법과 같이 세가지 기법으로 분류된다. 딥러닝 기법

이 각광받으면서, 최근 데이터베이스 연구에서도 근사 

질의 처리, 학습된 인덱스(learned index), 학습된 커디

널리티 추정(learned cardinality estimation), 셀프 튜닝

(self-tuning), 워크로드 예측(workload forecasting) 등

에 머신러닝 기술을 도입한 기법들이 제안되고 있다[3,4]. 

머신러닝 기반의 근사 질의 접근법은 크게 질의 이력을 

활용한 워크로드 기반(workload-driven) 기법과 원본 

데이터에 대한 분포 학습을 통해 모델을 구성하는 데이

터 기반(data-driven) 기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근사 질의 처리에서 대두되는 네가지 주요한 도전적

인 이슈와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배포 문제(Deployment): DBMS 내부에 구현하는 

근사 질의 처리 기법들은 새로운 DBMS에 대한 해당 

기술에 대한 배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원본 DBMS에 독립적인 근사 질의 처리 기법이 필요

하다[1].

∙계획 문제(Planning): 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자원과 

처리시간을 예측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2초 이내 응답시간을 지정했을 때, 질의처리에 소요되

는 지연시간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페이스 문제(Interface): 일반 사용자 혹은 응용 

개발자에게 대략적인 결과와 관련된 오류 정보를 어

떻게 제공하는 것이 직관적인지에 관한 문제다. 예를 

들어, 일반 사용자는 오류 정보를 신뢰 구간으로 제공

할 수 있지만,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

다는 문제가 있다.

∙데이터 소스 연결 문제(Data source): 시놉시스 구

축 등의 근사 질의 처리를 위한 전처리를 완료했더라

도, 대상 DBMS에 대한 연결이 어려운 경우 근사 질

의 처리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 소스 연결

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ML기반의 근사 질의 처리 모

델을 통해 근사 질의 처리 결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2-4].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도전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

해 DBMS에 구애받지 않는 구조를 적용하고, 데이터기

반 기법을 적용한 머신러닝 기반 근사 질의 처리도 지

원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한다.

관련 연구와의 차이점: 기존 샘플링기반의 기법[1]은 

데이터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변분 샘플링을 통해 표본

of synopsis data through a mixed density network. This model overcomes the disadvantage of the 

workload-based approximation query processing model, which requires a lot of costs to perform historical 

queries for building training data. The proposed method provides query processing performance that is 

380 times faster than MySQL and 58 times faster than PostgreSQL in the Instacart data set for our 

experiments. In addition, it gives more accurate results than ML-AQP, a workload-based approximate 

query processing engine, in terms of approximate query accuracy.

Keywords: exploratory data analysis, approximate query processing, mixture density networks, data 

syno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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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하는 반면, 본 논문에서는 머신러닝 기반의 생성

적 모델을 통해 데이터 분포를 학습하고 이 분포로부터 

샘플링하는 방식이므로, 원본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함으

로써 근사 질의 결과에 대한 오차를 줄일 수 있다. 또

한, 이력질의들을 이용한 기존 워크로드기반 ML 근사 

질의 처리[3]는 지도 학습을 위해 원본 이력질의를 수행

해야 하는 반면, 본 논문의 기법은 원본 데이터의 분포

를 학습하는 비지도 학습 방식으로 근사 질의 처리를 

위한 모델을 생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계산 비

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한다.

제안하는 근사 질의 처리 아키텍처에 포함되는 두 가

지 접근 방식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시놉시스 기반 근사 질의 처리: 샘플링을 통해 원본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만 포함하는 테이블들을 대상으로 

입력 질의에 부합하는 변환질의를 수행하는 방식

∙머신러닝 기반 근사 질의 처리: 원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분포를 학습하여 구축된 질의별 혹은 대표 질

의별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하는 방식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탐사적 데이터 분석을 효율적

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놉시스 데이터를 이용한 머신 러

닝 기반의 근사 질의 처리 모델인 TrainDB에 대한 설

계를 제안한다. 또한, 머신러닝 모델 훈련을 위한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해, 전통적인 샘플링 기법 뿐만 아니라,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GANs)을 통해 생성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제안하는 기법에 대한 근사 질의 처리 성능 검증을 

위해, 실세계 데이터인 인스타카트(Instacart) 데이터에 

대한 실험을 통해 기존 워크로드기반의 근사 질의 처리 

머신 러닝 모델인 ML-AQP [3]에 비해 향상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2. 시스템 구조

본 절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TrainDB)의 두 가지 

근사 질의 처리 방법인 시놉시스 기반 근사 질의 처리 

기법과 머신러닝 기반 근사 질의 처리 기법을 소개한다.

단순한 머신러닝 기반 근사 질의 처리 접근방법은 원

본 데이터에 대한 이전 수행한 질의들과 처리 결과를 학

습 데이터로 구성하는 방법이다. 방법이 단순한 반면 기

존 원본 데이터에 대한 질의처리를 수행해야 한다는 단

점이 있다. 따라서, 원본 데이터의 일부인 샘플링 데이터

에 대해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법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다. 샘플링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 데이터를 구

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습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림 1은 TrainDB의 소프트웨어 구조를 보여주고 있

다. 먼저, TrainDB는 원본 DBMS와 독립적인 특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구축된 시놉시스를 대상으로 질

그림 1 TrainDB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Fig. 1 Software architecture of TrainDB

의를 처리하는 VerdictDB[1]를 기반으로 한다. 시놉시

스 생성 방법은 기존 변분 샘플링 기법(variational sam-

pling)과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s)을 활용하는 새로

운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 샘플링 기법과GAN을 이용한 

방법의 차이점은 GAN을 통해 생성된 샘플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 등의 같은 통계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머신러닝의 생성 모델(generative models)을 활용한 

데이터 생성 연구의 일환으로 MIT의 Data to AI Lab

을 중심으로 합성 데이터 보관소(Synthetic Data Vaul

t1); 이하 SDV) 오픈소스기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SDV의 하부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합성 

데이터 체육관(Synthetic Data Gym; SDGym)에서 제

공하는 생성 모델들을 이용하여 근사 질의 처리를 위한 

샘플 데이터를 생성한다[5]. 즉, 실제 원본 데이터의 일

부를 입력 받아, 데이터에 대한 분포 학습을 통해 구축된 

모델을 이용하여 실제 데이터 구조가 같고 통계적 특성

이 유사한 새로운 합성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된 샘플 데이터를 시놉시스 기반 근사 질의 처리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머신러닝(ML) 기반 근사 

질의 처리의 학습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딥러닝 기반 생성 모델을 이용하여 구축한 샘플 데이

터에 대해 근사 질의 처리를 수행하는 기법을 TrainDB- 

synopsis라고 한다. 특히, 생성 모델로 생성한 샘플 데이

터를 ML 기반 근사 질의 처리 모델인 TrainDB-ML에

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요청한 SQL 문에서 아래와 같은 예와 같

1) https://github.com/sdv-dev/S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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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 논문에서 정의한 MODEL 키워드를 이용해 ML 

모델을 통한 근사 질의 처리 요청할 경우, 머신러닝 기

반 근사 질의 처리 블록에 태스크를 할당하여 처리한다.

SELECT MODEL AVG (add_to_cart_order)
FROM order_products WHERE add_to_cart_order 

<= 60;
이러한 근사 질의 처리에 대한 실행 컨텍스트를 질의 

컨텍스트(Query Context)라고 하고, 컨텍스트를 파악하

는 역할은 그림 1의 질의 컨텍스트 관리자(Query 

Context Manager)가 담당한다. TrainDB 소프트웨어의 

주요 구성 블록은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 블록들로 

구성된다.

∙질의 인터페이스 블록 : 요청 질의를 입력 받는 인터

페이스 처리 블록

∙질의 컨텍스트 관리자 블록 : 질의 실행 컨텍스트에 

따른 세부 근사 질의 처리를 위한 분기를 처리하는 

블록으로 기존 시놉시스 기반 근사 질의 처리 또는 

ML기반 근사 질의 처리로 구분하는 역할을 수행

∙시놉시스 기반 근사 질의 처리 블록 : 질의 수행전 오

프라인으로 원본 데이터에 대한 샘플 데이터 생성하

고, 질의 실행 시간에 샘플 데이터에 대해 근사 질의 

처리를 수행하는 블록

∙ML 기반 근사 질의 처리 블록 : 근사 질의 처리를 수

행하는 ML 모델 생성, 구축, 관리를 담당하는 블록

2.1 시놉시스 기반 근사 질의 처리

시놉시스 기반의 근사 질의 처리는 원본 데이터베이

스의 테이블내 데이터 중에서 임의의 표본을 추출한 소

량의 요약 테이블들을 구축하는 오프라인 단계와 실행

시간에 사용자가 입력한 원본 질의를 샘플링된 테이블

들에 대한 질의로 변환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변

환된 샘플 테이블에 대한 질의를 이용하여 실제 DBMS

내의 샘플 테이블들에 대해 집계 연산 처리를 수행한다. 

여기서, 수행한 질의의 결과값은 샘플 테이블들에 대해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지만, 원본 질의 처리 결과에 비해

서는 대략적인 결과다. 따라서, 사용자에게는 원본 데이

터에 대한 질의에 비해 근사 결과에 대한 얼마만큼의 

오류가 있는 지는 오류 측정값을 계산하여 제공한다.

시놉시스 기반의 근사 질의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1].

∙샘플 준비 단계 : 근사 질의 처리 수행 전에 원본 데

이터에 대해 샘플링 과정을 통해 시놉시스를 구축하

는 전처리 작업으로 오프라인에 수행한다.

∙질의 처리 단계 : 위 과정에서 구축된 시놉시스 데이

터를 이용하여 사용자 입력 원본 질의에 부합하는 근

사 질의로 변환한 후 시놉시스 데이터에 대해 질의 

처리를 수행한다.

초기값으로 TrainDB는 컬럼 카디널리티를 기반으로 

샘플 테이블들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이와 관련된 샘플 

테이블에 대한 메타 데이터도 데이터베이스 내부 카탈

로그에 생성한다. 샘플 데이터 생성은 균일 샘플링, 랜

덤 샘플링, 층화 샘플링과 같은 전통적인 샘플링 기법

과 딥러닝 기반 생성모델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1,5]. 실행시간에 사용자가 SQL 질의를 요청하면, 

TrainDB는 입력 질의내에 존재하는 기본 테이블들 각

각에 해당하는 샘플 테이블을 식별한다. 이후, TrainDB 

는 주어진 입출력 가용능력에 따라 근사 질의 처리 결

과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샘플 테이블의 조합을 결

정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림 1에서 샘플러(Sampler) 모

듈에서 담당한다. 

2.2 머신러닝 기반 근사 질의 처리

머신러닝 기반 근사 질의 처리 기법은 크게 과거에 

수행했던 질의에 대한 워크로드(workload) 이력을 기반

으로 학습하는 워크로드기반 근사 질의 처리 접근법과 

원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분포를 학습하는 데이터기

반 근사 질의 처리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데이터기반 근사 질의 처리 ML 모델: 그림 2는 워크

로드기반 근사 질의 처리의 개괄적인 처리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먼저, ML 모델 훈련을 위한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

해, 대규모 원본 데이터에 대한 입력 질의들을 실행한

다. 다음 단계로 실행 결과를 취합하고, 머신러닝 모델 

훈련을 위한 입력 질의 셋과 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학

습 데이터를 구축한다. 구축된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여, 

ML 기반의 근사 질의 처리 모델 훈련을 통해 모델을 

생성한다. 근사 질의 처리 추론 단계에서 생성된 근사 

질의 처리 모델을 이용하여, 입력 질의에 대한 근사 질

의 결과를 출력한다. 이 접근법의 심각한 단점은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질의 처리 시,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해 

원본 데이터에 대해 질의들을 여러 번 실행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또한, 원본 데이터의 분포가 변경되면 다시 

이러한 계산과 입출력이 많이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해

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워크로드기반 근사 질의 처리 

기법으로는 ML-AQP가 있다[3]. 따라서, 근사 질의 처

리를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ML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기법이 요구된다.

그림 3은 ML-AQP에서 머신러닝 기반 근사 질의 처

리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먼저 원본 

데이터에 대한 입력 SQL 문을 파싱하고, ML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 해당 질의문을 집계함수, 

조건절, GROUP-BY 절 등으로 구분하여 질의 메타 벡

터(Query Meta-Vector)를 생성한다. 여기서, 질의 메

타 벡터는 입력 질의에 대한 머신 러닝 모델 학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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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벡터화된 테이블(vectorized table)이다.

질의 메타벡터에 질의를 위한 인스턴스 값들을 생성

한 후, DBMS 질의를 요청한다. DBMS, 데이터웨어하

우스 등에 저장되어 있는 원본 데이터에 대해 입력 

SQL문을 실행하고, 각 결과값을 질의 메타 테이블과 

병합하여 학습 데이터를 구축한다. 여기서, 실제 대규모 

데이터에 대해 조건절의 입력값 범위들을 다양하게 변

화하여 질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하나의 

질의를 처리하는 근사 질의 처리 ML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많은 처리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구축한 학습데

이터를 이용하여 모델 생성자(Model Generator)가 머신

러닝의 학습 단계를 진행한다. 학습을 통해 생성된 모델

은 근사 질의 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모델 카탈로

그(Model Catalogue)를 통해 근사 질의 처리 ML 모델 

저장소에 저장한다.

데이터기반 근사 질의 처리 ML 모델: 워크로드기반 

근사 질의 ML 모델이 주요한 단점은 근사 질의 처리 

ML 모델 학습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원본 질의들을 레거시(legacy) DBMS에 대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 수행에 대한 비용이 크다는 점이다. 

반면, 데이터기반 근사 질의 처리 ML 모델 접근방법은 

원본 데이터의 분포 학습을 통해,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

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워크로드기반 기법에서 필요한 

이력 워크로드 실행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학습 모델 구

축 시 계산 효율적이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4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데이터기반 근사 질의 

처리 기법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 개념을 보여 주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분포 학습을 위해 혼합 밀도 

네트워크(Mixture Density Network; MDN)을 적용하

였다[2]. MDN은 모분포가 다수개의 정규분포로 이루어

져 있다고 가정하고 다수개의 정규 본포의 평균들과 분

산들을 구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DN을 이용한 근사 질의 처리 

ML 모델을 TrainDB-ML이라고 한다. TrainDB-ML이 

그림 2 워크로드기반 근사 질의 처리 과정

Fig. 2 Process of workload-driven AQP

그림 3 워크로드기반 근사 질의 처리 모델 생성 과정

Fig. 3 Model construction process of workload-driven A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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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 질의 처리 ML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데이터베이

스 스키마에 따른 테이블별 샘플링을 수행하고, 샘플 데

이터에 대한 데이터 분포를 학습은 MDN모델을 통해 

수행한다. 학습된 MDN 모델을 통해, 추론 시간에 사용

자 입력 질의에 대한 근사 질의 처리를 수행한다. 따라

서, 실행시간은 MDN 모델의 추론시간과 동일하므로, 

질의 대상 테이블의 데이터량에 독립적으로 균일한 근

사 질의 처리 시간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MDN을 활용한 데이터 분포 학습을 통해 구축된 경량 

(lightweight) ML 모델은 메인 메모리에 상주하여 처

리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메모리 적재로 빠르고 높은 정

확도의 근사 질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TrainDB-ML

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각 테이블 별로 MDN 기

반의 근사 질의 처리 모델을 구축하여 추론 시간에 질의

를 구성하는 테이블에 따라 근사 질의 처리를 수행한다.

3. 혼합 도 네트워크 기반 근사 질의 처리 모델

본 논문의 데이터 분포 학습은 원본 데이터에서 샘플

링을 통해 구축된 샘플 데이터를 이용하여 원본 데이터

의 모분포의 밀도를 추정하는 기법을 사용한다[2].

3.1 도 추정(Density Estimation)

원본 데이터에 대한 분포를 학습하기 위해 TrainDB- 

ML은 MDN을 적용하여 밀도 추정을 수행한다[2]. 혼합 

밀도 네트워크는 다수의 정규분포들을 이용해서 원본 

데이터의 밀도를 추정한다. 하나의 입력이 주어졌을 때 

다수(예: 평균, 분산 등)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

법이다. 즉, 동일한 x에 대해서 상이한 분포를 따르는 y

에서 확률 p(y|x)를 예측하는 것이다. 각 분포를 정규분

포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데이터의 모 분포(true distribution)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루기 쉬운 정규분포 n개를 가정한다. 

밀도 추정 결과를 예측을 하기 위해, n개의 분포에서 y

가 나올 확률을 해당 분포에 속할 확률과의 곱을 계산

한다. 최종 예측을 위해, 구해진 p(y|x)에 대해 샘플링을 

수행한다. 결국 혼합 밀도 네트워크의 출력은 n개의 정

규분포와 관련된 값인     이다.

밀도 추정과 관련된 예측 대상이 세 개이므로 다음 

식과 같이 교차엔트로피를 사용한다.

  log
  



     

하지만, 데이터기반 근사 질의 처리 모델 접근 방법도 

원본 데이터의 분포가 변경되면 머신러닝 모델을 업데

이트해야 한다. 최근 소개된 DeepDB[4]와 같은 ML 모

델을 업데이트 대상 튜블을 입력 받아 모델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형태의 기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 다음과 같

은 질의 예에서 TrainDB-ML의 근사 질의 처리 계산

에 대해 살펴보자.

SELECT MODEL COUNT(y) FROM T 
WHERE x BETWEEN lb AND ub
MDN을 통해 데이터 분포를 학습하고 모델이 생성되

면, 모델에서 단순 집계 함수 COUNT에 대한 근사 질

의 처리는 밀도 추정 함수 D(x)를 이용하여, 샘플 데이

터 수가 N이고 조건절의 질의 값의 범위에서 상한 ub, 

하한 lb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COUNT ≈⋅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정한 밀도 함수 D(x)를 활용

하여 다른 단순 집계 질의(SUM, AVG)도 처리할 수 

있다. 통계적 기법인 시놉시스 기반 근사 질의 처리는 

근사 질의 결과에 대한 오차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근

그림 4 머신러닝을 이용한 데이터기반 근사 질의 처리

Fig. 4 Data-driven AQP using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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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질의 처리 ML 모델은 데이터 접근없이 추론을 통해 

결과를 제공하지만 오차 정보(error bounds)를 제공하

기가 어렵다. 따라서, 오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계

적 기법과 ML 기법을 혼용한 기법 제시가 필요하다.

4. 실험 결과

4.1 실험 환경

데이터셋: 실험을 위해, 실제 데이터인 인스타 카트

(Instacart) 1Gb 규모의 데이터2)를 이용하였다. 인스타 

카트는 aisles, departments, orders, products와 같은 4

개의 차원 테이블(dimension table)과 order_products 

1개 팩트 테이블(fact table)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 머신: 우분투 20.04.1 LTS 운영체제가 설치된 

Intel(R) Xeon(R) Gold @ 2.00GHz, 256Gb RAM 서

버에서 근사 질의 처리 성능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비교 대상: TranDB의 근사 질의 처리의 성능 비교를 

위해, MySQL, PostgreSQL DBMS와 ML-AQP 근사 

질의 처리 엔진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들과 본 논문의 

딥러닝 기반 생성형 시놉시스 근사 질의 처리 모듈 

TrainDB-synopsis와 MDN 기반 근사 질의 처리 ML 

모델인 TrainDB-ML 기법을 실험을 통해 처리 시간 

성능과 근사 질의 처리 결과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실험 파라미터: MDN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분포 

추정을 위한 정규분포 수는 10, 훈련 에폭수는 20, 은닉 

레이어수는 1, 레이어내 노드 수는 10으로 설정하였다.

4.2 실험 결과

질의 처리 시간 비교: 인스타 카트 데이터셋을 MySQL, 

PostgreSQL에 각각 적재하고 실험에 사용한 아래의 6개 

단순 집계 질의(COUNT, AVG, SUM)에 대한 처리 시

간과 ML-AQP, TrainDB-synopsis, TrainDB-ML 각

각의 근사 질의 처리 시간을 비교하였다.

Query#1: select count(*) from order_products;
Query#2: select count(*) from order_products 

where add_to_cart_order <= 60;
Query#3: select avg(add_to_cart_order) from 

order_products;
Query#4: select avg(add_to_cart_order) from 

order_products where add_to_cart_order <= 60;
Query#5: select sum(add_to_cart_order) from 

order_products;
Query#6: select sum(add_to_cart_order) from 

order_products where add_to_cart_order <= 60;
그림 5는 근사 질의 처리 성능 비교 결과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성능 시간 축(y축)은 로그 스케

일로 변환한 값이며, 직관적인 비교를 위해 처리 시간이

2) https://www.kaggle.com/c/instacart-market-basket-analysis/data

그림 5 근사 질의 처리 성능 비교

Fig. 5 Performance comparison of AQP

짧을수록 위쪽으로 표시하게 하였다. TrainDB-ML은 

MySQL 대비 평균 380배 빠른 처리 시간을 보였고, 

PostgreSQL 대비 59배 빠른 질의 처리 시간을 개선함

을 보여주었다. 반면, 워크로드 기반 근사 질의 처리 기

법인 ML-AQP가 TrainDB-ML에 비해 평균 2.8배 빠

른 처리 성능을 제공하였다.

근사 질의 정확도 비교: 그림 6은 근사 질의 처리 결

과 정확도 비교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ML-AQP와의 

근사 질의 처리 결과에 대한 정확도 비교를 수행하였다. 

평가를 위해, 정확한 결과가  고, 근사 질의 처리 결과

가  라면, 아래와 같이 정확도를 계산하였다.

Accuracy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딥러닝 기반 생성모델을 활용

한 시놉시스 기반 근사 질의 처리 방법인 TrainDB- 

synopsis가 근사 질의 처리 결과 정확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구현한 MDN기반의 근

사 질의 처리 모델인 TrainDB-ML는 근사 질의 처리 

결과 정확성 개선을 위해, 모델 최적화, 하이퍼파라미터, 

샘플링 데이터량 조정 등을 통한 다양한 추가 실험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입력 SQL 질의의 WHERE

절의 필터링 조건절이 많은 경우에 근사 질의 결과의 

오차가 커진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절의 필터링 사항 

(예: filtering predicates 등)을 모델 학습 시 반영할 수 

있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6 근사 질의 처리 결과 정확도 비교

Fig. 6 Accuracy comparison of AQP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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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련 연구

전통적인 근사 질의 처리 기법 : 단순 집계 함수인 

COUNT와 같은 커디널리티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테

이블내의 컬럼 간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는데 1차원 히

스토그램 대신에 다차원 히스토그램을 이용함으로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단일 테이블 또는 조인에 

대한 커디널리티 추정을 이용한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학습된 커디널리티 추정(Learned cardinality esti-

mation) : 데이터에 대한 밀도 추정을 수행하는 구조화

된 트리를 합-곱 네트워크(Sum-Product Network; 

SPN)라고 한다. 최근 SPN을 DB 테이블의 커디널리티 

추정에 적용한 RSPN(Relational SPN)을 제안했다[4]. 

이 기법은 임의의 컬럼에 대한 확률과 기댓값 계산을 

통해 추정이 가능하며, 근사 질의 처리에 적용할 수 있

고, 원본 데이터 갱신에도 ML 모델에 직접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제공한다.

ML기반 근사 질의 처리 : 이력 질의 수행 결과를 이

용하여 지도 학습 방식으로 근사 질의 처리 ML 모델을 

구축하는 워크로드기반 근사 질의 처리 엔진인 ML-AQP

가 제안되었다[3]. 이 방법은 모델 학습을 위해, 대규모 

질의 수행과 이력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업에서 활

용되기 어려운 기술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의 분포 학습을 통해, 근사 질의 처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법들이 제안되었다[2,4].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탐사적 데이터 분석을 효율적

으로 근사 질의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인 

TrainDB를 제안했다. TrainDB는 입력 질계 질의에 대

해, (1) 딥러닝 생성 모델을 활용한 시놉시스 기반의 근

사 질의 처리와 (2) 근사 질의 처리 ML 모델을 이용한 

처리를 지원한다. 특히, 대규모 원본 질의 수행을 요구

하는 워크로드기반 근사 질의 처리 ML 모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놉시스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기반 

근사 질의 처리 ML 모델 구축 기법을 소개했다.

제안한 기법은 상대적으로 적은 샘플링된 학습 데이

터를 활용하면서, 시놉시스 기반과 머신러닝 기반의 두 

가지 근사 질의 처리 기법을 제공하였다. 워크로드에 독

립적으로 데이터 분포만을 학습함으로써 근사 질의 처

리 모델의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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