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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진보

인간과 기계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알파고가 세간에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미래에는 인간이 구현 방법을 직접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무엇

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IT 현장에서

는 모름지기 로직은 개발자가 자신만의 코드로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미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코드를 작성하는 인공지능까지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머지

않아 인공지능이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대체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미래의 IT는 지금처럼 

오랜 시간을 들여 구현에 힘쓰기보다는 분석과 설계에 더 많은 노력과 인력을 투입하게 되리

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인 옵티마이저도 더욱더 진보하

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수행했던 SQL의 수행 통계를 분석한 후 기계학습을 통해 보다 

최적의 실행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좀 더 고차원에

서 데이터베이스라는 도구를 다루어야 합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똑똑해져도 인간이 불필요

한 구현을 명령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어질 테니까요. 그러므로 미래에는 최적의 코드를 짜는 

개발자보다는 현장의 업무 환경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그에 맞게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도구

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개발자들이 살아남으리라 예상합니다. 

오라클도 버전업 때마다 무수한 기능을 개선하거나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을까요? 똑똑한 데이터베이

스라는 고가의 도구를 기껏해야 데이터를 넣고 빼기 위한 창고(저장소)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

지는 않나요? 어쩌면 코드로 구현하고자 했던 기능을 이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고 있

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작성한 SQL은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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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될까요? 데이터베이스 성능에 대해 잘 요약, 정리된 바이블 같은 서적은 없을까요? 바로 

이 책이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성능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이 책의 저자도 주장하듯이, 성능 관리는 프로젝트 시작부터 끝까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

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에서야 데이터베이스 성능 전문가

를 투입하곤 합니다. 따라서 성능 전문가는 잘못된 의사결정의 결과물들을 뒷수습하는 역할

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개발자도 데이터베이스 성능이나 좋은 SQL 작성법에 관한 

교육이나 지침 없이 개발 단계를 치뤄야 하므로 구현에만 급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1부

에서는 바로 이러한 성능 문제의 핵심 개념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능 문제 식별하기

이미 운영 중인 IT 시스템이라면 성능 문제를 조기에 식별해내거나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찾

아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부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식별해낼 수 있다면 사실 문제를 절반 정도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

러분이 DBA일 수도 있고 해당 업무 시스템의 개발자일 수도 있지만 핵심은 개발자와 DBA가 

잘 협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DBA는 시스템 측면에서 문제를 식별하지만 실제 업무나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중요도는 현업 담당자나 개발자가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수록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발성 

최적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자체를 비즈니스 차원에서 최

적화할 수도 있습니다.

성능을 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심장, 쿼리 옵티마이저

3부는 SQL 성능의 핵심이자 두뇌에 해당하는 옵티마이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발자에게는 

SQL 인터프리터라고 설명하는 편이 훨씬 쉽게 와 닿을 겁니다. SQL은 원하는 결과 집합을 기

술할 뿐이지 결과 집합을 꺼내오기 위한 순서나 방식을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옵티마이저입니다. 이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순서와 방법, 인덱스 사용 여부를 결정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옵티마이저가 이러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시스템 통계와 오브

젝트 통계이며 이에 대해서는 7장과 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옵티마이저를 설정하기 위한 

파라미터 구성에 대해서는 9장에서 다루고 있으며, 옵티마이저가 수립한 실행 계획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도 1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판에서는 12c에 대한 새로운 내용

도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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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미지막 4부에서는 SQL 최적화 기법과 데이터 액세스 최적화, 조인의 최적화, 물리적 설계 기

법 등에 대해 다룹니다. 사실, 여기서 소개한 내용만 가지고 현장에서 실무에 바로 적용하기

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튜닝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소개된 기법

들은 하나의 기준이 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여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철저

한 조사를 거쳐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시켜야 합니다.

번역을 마치며

원래 이 책의 1판을 번역하기로 하였는데 번역이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2판의 출간 소식

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12c에 관한 내용까지 담고 있는 2판을 번역하기로 결정했

고, 그 뒤로 길고 오랜 번역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번역과 동시에 모두 다른 프로젝

트에 투입된 상황이었으므로 번역을 위한 협업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자

인 안토니니와 직접 소통하거나 저자의 블로그에 올라온 최신 정오표를 적용하면서 최선의 

번역이 나올 때까지 인내하며 글을 다듬어왔습니다. 이제 그 오랜 시간의 결과물을 가지고 

독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격려와 노고가 있었습니다. 출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즈베이스의 전한태 대표이사님과 박태욱 대표이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이 책을 포함해 굵직한 오라클 서적 여러 권을 함께 펴낸 제이펍의 장성두 대표님께도 감

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위한 오라클 엑사데이터》(2013, 제이펍)와 《프로 오라클 데이

터베이스 11g RAC 리눅스》(2014, 제이펍)를 포함해 이 책까지 방대한 분량의 교정을 맡아주신 

제이펍의 이슬 님에게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구입해주신 모든 독자에게 

감사를 드리며, 다음에는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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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사

조나단 루이스의 추천사

《트러블슈팅 오라클 퍼포먼스》(Troubleshooting Oracle Performance, TOP) 2판의 서문을 쓰기 위

해 가장 먼저 한 일은 각 장의 초안을 읽고, 전에 썼던 1판의 서문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전의 서문에서 사용했던 장 번호를 제2판에 맞춰 변경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했다. 그리고 

장차 오라클 전문가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이 이 책을 읽어봐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몇 가지 

핵심을 짚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행히 이렇게 서문을 다시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오라클에 관한 수많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매우 

분산되어 있어서 정리와 통합이 절실하다. 사실, 오라클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많은 책들이 출판되었다. 이 책들은 여러 정보를 끌어모으긴 했지만, 향후 학습과 이해의 초

석이 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독자에게 통합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라클 매뉴얼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나는 종종 문제 해결에 관한 프레

젠테이션을 하면서 오라클 문서 중 다음의 주요 매뉴얼을 읽어볼 것을 강조하곤 한다. 

〈Oracle Database Concepts manual〉• 

〈Oracle Database Administrator’s Guide〉• 

〈Oracle Database Performance Tuning Guide〉• 

그리고 이 매뉴얼 중 하나를 읽어보면 나머지 두 개를 읽어볼 때까지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TOP의 주요 특징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 책은 무엇을 얻어야 하며, 왜 그것을 얻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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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구성을 보면 간결함에 놀라곤 한다. 특히, 다음 세 개의 장 제목에 나는 강한 인상을 받

았다. 지금 당장은 세 장의 내용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신경 쓰지 마라. 문제 해결 시 가장 

먼저 제기해야 할 질문으로 알려져 있는 개념을 제목만으로 놀랄 만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3장: 재현 가능한 문제의 분석• 

4장: 재현 불가능한 문제의 실시간 분석• 

5장: 재현 불가능한 문제의 사후 분석• 

모든 문제는 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가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문

제 해결에 사용되는 전략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겠는가?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데

이터는 모든 경우 동일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거나 세부 정

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제를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

한 방법론의 첫 단계다.

무엇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결과를 얻는지에 대한 통합된 청사진을 제시하는 이러한 패

턴은 책 전체를 관통한다. 예를 들면, 6장에서는 쿼리를 최적화할 때 오라클이 수행할 수 있

는 쿼리 변환에 대한 상세 목록을 제공한다. 13장에서는 실행 계획에 나타날 수 있는 파티션 

기반의 오퍼레이션에 대한 목록을 아주 상세히 제공한다.

아마 이 책을 다 읽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테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퍼즐 조각이 합쳐지고, 틈이 메워지고, 크리스티안의 지식과 

통찰을 통해 정보가 재구성되면서 이미 알고 있던 지식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조나단 루이스의 1판 추천사

나는 20년이 넘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으며, 신비에 가까운 평가를 얻고 있던 트러

블슈팅과 튜닝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는 데 약 3년이 걸렸다.

어느 날 한 개발자가 성능 문제가 있는 쿼리를 DBA 그룹에 전달했다. 나는 실행 계획과 데이

터 패턴을 점검한 후 테이블 중 하나에 인덱스 하나를 추가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일러주었다. 그러나 개발자는 해당 테이블이 작기 때문에 인덱스 추가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

다(6.0.36 버전 시절이었는데, 당시에는 4개의 블록을 넘지 않는 테이블을 작은 테이블로 정의했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덱스를 생성했으며, 해당 쿼리는 약 30배 정도 빨리 수행되었다. 그

런 다음, 개발자에게 이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해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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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개선은 마법이나 신비 또는 미신이 아니라 문제의 이해와 관찰,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지

는 것이다. 리처드 파인만(Richard Feynmann)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당신의 이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당신이 얼마나 영리한지도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이

론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오랜 시간 우리의 기억 속에 축

적된, 그러나 잊어버려야 하는 오라클 성능과 관련된 수많은 잘못된 이론이 있다. 크리스티안 

안토니니는 이러한 잘못된 이론들을 우리 머릿속에서 말끔히 지워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책에서 크리스티안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떠한 유형의 증상을 살펴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방법론을 

따를 것과 관측한 관련 세부정보와 분석에 충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으로 무

장하여 성능 문제가 나타났을 때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판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가장 적

절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한 장 한 장 세심하게 읽어봐야 하는 책이지만, 독자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으로 도

움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책을 훑어보다가 우연히 특별한 영감을 얻기도 할 것이

다. 내가 실제로 그랬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높이 균형 히스토그램(height-balanced histogram)이 

그렇게 이름 붙여진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러다 4장에서 

크리스티안의 설명을 읽다가 순간적으로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일부 독자는 특정 기능을 오라클이 그렇게 구현한 이유를 알려주는 간략한 설명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들의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상황을 보여주는 예제로부터 미루

어 짐작할 수도 있다. 나에게는 5장의 ‘안전한 뷰 병합(secure view merging)’에 관한 설명이 바

로 그러한 경우였다.

어떤 독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관련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책의 일부 절을 몇 번

이고 반복해서 읽어봐야 할 수도 있다. 특히, 9장의 파티셔닝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는 몇 번

이고 반복해서 읽어봐야 한다. 이 책에는 많은 내용이 있으며, 모두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이에 대해 크리스티안에게 감사를 표한다.

- 조나단 루이스(Jonathan Lewis)

조나단 루이스는 오라클 분야의 유명 인사다. 26년 넘게 오라클 RDBMS를 사용하여 작업했으며 세 권의 책을 썼다

(그중 두 권을 Apress에서 출판하였다). 그리고 문제 해결, 성능 개선, 설계에 대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50여 개가 

넘는 국가를 여행했다. 지금은 영국에 있으며, 편의상 두 군데 주요 공항과 국제 기차역 근방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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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밀셉의 추천사

지난 10년간 오라클 성능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오라클 

관련 서적의 품질이 급격하게 좋아졌다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오라클 성능 관련 서적의 내용이 대부분 비슷했다. 이들 서적에는 오라클 시스템이 

너무 많은 I/O나 메모리 부족 문제를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었다. 

사실 I/O 과부하는 피할 수 없는 일도 아니었고, 메모리 부족 현상도 I/O 과부하와 같은 이유

로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들 책의 저자들은 실행할 수 있는 SQL 스크

립트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SQL을 튜닝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나서 SQL 튜닝으로 

모든 문제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암흑의 시대였다.

크리스티안의 책은 오라클 성능 분야의 서광을 보여주었다. 암흑 시대의 책과 다른 점은 하나

의 단순한 개념으로 요약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여러분이 대략 10살쯤에 

수학 선생님이 제시했을 만한 ‘직접 실행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나는 어떤 이가 수백 곳의 고객사 성능을 수백 퍼센트 향상시켰다고 하여 그를 전문가라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 보여주기란, 관련 기준 측정값을 문서화하고 통제

된 실험을 실시하고 다시 관련 측정값을 문서화하여 독자들이 따라 할 수 있게 하고, 원한다

면 직접 재현해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중대한 사건이다. 저자들이 이런 식으로 책을 쓰기 시작하자 오라클 독자들이 더욱 똑

똑해지기 시작했다. 2000년부터 오라클 커뮤니티에는 성능에 관한 보다 발전된 질문과 답변

을 원하는 오라클 사용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또한, 오라클 성능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

이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 크리스티안은 다음과 같은 패턴을 따른다. 그는 유용한 지식들을 알려준다. 그러

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러한 지식을 어떻게 얻었는지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한다. 그야말로 그가 했던 작업들을 직접 보여준다.

이렇게 크리스티안의 작업을 살펴봄으로써 두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첫 번째는 그가 했

던 작업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그의 수업을 보다 쉽게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으며 보다 깊

이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예제를 이해함으로써 그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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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티안이 다루지 않았던 다른 훌륭한 질문에도 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 책이 다루지 않는 오라클의 다음 버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이 책은 기술적인 참고서이자 신뢰할 수 있는 지침서다. 이 책에는 내가 재사

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내용이 완벽하게 문서화되어 있다. 또한, 이 책에는 나도 동의하는 

크리스티안의 견해와 열정에 관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설득력 있는 주장들이 담겨있다. 이

러한 크리스티안의 주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대응 방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크리스티안은 내가 영웅으로 생각하는 Dave Ensor, Lex de Haan, Anjo Kolk, Steve Adams, 

Jonathan Lewis, Tom Kyte와 기타 다른 사람들의 기존 지식을 발판으로 성장한 영리하고 열

정적인 사람이다. 자, 이제 우리도 크리스티안의 지식을 발판으로 하여 더 넓은 세상으로 나

아가자!

- 캐리 밀셉(Cary Millsap)

캐리 밀셉은 소프트웨어 성능 컨설팅 회사인 Method R Corporation의 최고 경영자다. 캐리 밀셉은 2003년에 제프 홀

트(Jeff Holt)와 함께 《Optimizing Oracle Performance》를 공동 저술하였으며, 이 책으로 2004년에 오라클 매거진에

서 올해의 저자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The Method R Guide to Mastering Oracle Trace Data》의 저자이기도 하다. 

캐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method-r.com, http://carymillsap.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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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안 안토니니(Christian Antognini)

크리스티안 안토니니는 1995년부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해왔다. 그의 주요 관심사

는 논리 및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쿼리 옵티마이저 등 기본적

으로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에 관한 것들이다. 현재는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Trivadis의 수석 컨설턴트이자 트레이너로 일하

고 있다.

크리스티안이 오라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을 돕고 있지 않을 때는 어딘가에서 개

발자들에게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나 새로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능에 대해 교육 중일 

것이다. 그는 Trivadis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나 세미나 이외에도 학회나 사용자 그룹 미팅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또한, 그는 OakTable Network와 Oracle ACE Director의 자랑스런 

일원이다.

크리스티안은 그의 아내 미셸과 두 자녀, 소피아, 엘리아와 함께 스위스 티치노에 살고 있다. 

그는 여가의 대부분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내고 있으며, 시간이 나는 대로 독서, 테니스 경

기 관람, 영화 감상, 자전거 타기, 스위스 알프스에서 스노보드 타기 등을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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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베르토 델레라(Alberto Dell’Era)

알베르토 델레라는 전자공학과를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직후인 1999년부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

다. 그는 현재 이탈리아에 있는 NTT DATA(도쿄에 본사를 두는 글

로벌 이노베이션 파트너이며, 40여 개국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에

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그는 아키텍트로서 SME, 성능 튜너, 멘

토, 때로는 강사로 일하면서 동료와 고객들이 오라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는 특히 중요한 소프트웨어 모듈을 개발하는 데 발 벗고 나서

기를 좋아한다.

또한, 알베르토는 OakTable Network(www.oaktable.net)의 일원이다. OakTable Network는 오라

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잘 알려진 조직이다. 이들은 과학적 커뮤니티가 세계에 접근하는 방

법과 같은 방법으로 오라클에 접근한다. 즉, 오라클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실제 실험을 하

고, 재현할 수 있는 방법(스크립트, 프로토타입 등)으로 결과를 공유한다. 이런 방법 덕분에 그

들은 손쉽게 피어 리뷰(peer-review)를 진행할 수 있다. 

그는 제품의 내부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즐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문가로 살아가는 

핵심 요소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기술 문서와 책, 블로그 게시물을 읽고, 

직접 조사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www.adellera.it 

또는 alberto.dellera@gmail.com을 통해 그와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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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체스코 렌느(Francesco Renne)

프란체스카 렌느는 1962년에 이탈리아의 코모에서 태어났다. 그

는 밀라노대학교에서 전산학을 전공하였고, 졸업 후 Olivetti에 입

사하여 유닉스 운영체제 개발에 참여하였다. 프란체스코는 전문

가로서 경력을 쌓기 시작할 때부터 성능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유닉스 내부 구조와 오라클 환경이 서로 다른 환경(새로운 제품, 벤

치마크, 실제 운영환경의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최고의 성능을 내도록 

힘써왔다.

1994년부터는 Banca Popolare di Bergamo에서 일했다. 이 은행은 그 당시 이탈리아에서 유닉

스와 오라클로 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 유일한 은행이었다. 그는 전체 플랫폼에 걸쳐 성

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현재는 1999년에 공동 설립한 ICTeam의 최고 경영자다. 또한, 이탈리아의 몇몇 큰 회사의 오

라클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과 관련된 성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이탈리아 베르가모 근방에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여가에는 프로그레시브 

음악을 즐기거나 사진을 찍으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요제 세네가닉(Jože Senegacnik)

요제 세네가닉은 약 30년의 오라클 경력을 가지고 있다. 1988년

에 오라클 버전 4 환경부터 일을 시작했으며, 1992년부터는 전산

학 분야에서 독자적인 개인 연구가로 일하고 있다. 주된 연구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간 

성능 병목현상을 해결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전 세계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관련 주요 행사의 국제 연사이면서 오라클 유니버

시티에서 잘 알려진 성능 튜닝 과정을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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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경

소프트웨어 품질 이슈 중 항상 IT 인력을 괴롭히는 것이 성능 문제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다루는 애플리케이션이라면 항상 데이터베이스 레벨의 성능 문제가 핵심이 되곤 합니다. 이 

책은 이런 IT 현장의 어려움을 덜게 해주는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성능 문제

의 정의와 체계적인 문제 식별 방법이 설명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찾고 어떻게 해야 

DBMS가 최적의 성능을 내는지에 대한 통찰이 녹아있습니다. 데이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하는 것이 De facto Standard가 된 시점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시스템을 만드는 PM, 

설계자, 개발자, DBA,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테스터에게까지도 실질적인 지식과 

영감을 선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런 훌륭한 서적을 번역할 기회를 주신 제이펍 출판사와 번역을 처음부터 기획하였

던 동료 김주현 수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말에 번역한다는 핑계로 집안일을 도와

주지 않아도 사랑의 눈빛으로 늘 응원해준 아내에게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고 지면을 통해 약

속합니다.

현대정보기술, 현대오토에버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주)위즈베이스의 수석 컨설턴트이자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에서 엑사데이터 전문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객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기 위해 방송통신대학 관광학과에 다니고 있다.

후
기

옮
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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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이 책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측정하고, 분석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초 

지식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물론, 인터넷에도 많은 기술자료가 널려있고 다른 성능 튜닝 책에

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기도 하지만, 이 책처럼 잘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오라클 

성능과 관련하여 모든 이들이 읽어봐야 할 필독서가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이 책을 추천하겠

습니다. 

처음에 1판을 준비했다가 2판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재번역을 해야 했지만 돌이

켜보니 2판을 선택한 것은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랜 번역과 퇴고를 거쳐 드디어 우리나라 

독자에게 2판을 소개하게 되어 기쁘기가 한량없습니다.

㈜위즈베이스 수석 컨설턴트이며,  

DAP, SQLP, OCM 10g/11g, 오라클 리눅스/솔라리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컨설팅한 업체로는 대법원, KTF, LG U+, 한국투자증권, 코스콤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프로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g RAC 리눅스》(2014, 공역)와  

《전문가를 위한 오라클 엑사데이터》(2013)가 있다.

나장근

이 책의 저자인 크리스티안 안토니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성능 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그가 가진 오라클 성능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토

대로 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최적화 전략과 기법이 녹아있습니다.

처음 이 책의 번역을 시작한 때는 2012년이었습니다. 번역을 진행하면서 저자가 제2판을 집필

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논의 끝에 2판이 나올 때까지 번역을 중단했고, 1년이 넘는 기다

림 끝에 2014년 6월에 제2판이 출간됐습니다. 출간된 2판을 입수하여 다시 번역을 시작했는

데, 1판에 비해 양이 엄청나게 늘어난 데다가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하면서 번역

을 진행하다 보니 진행도 더뎠습니다. 오랜 기간의 작업 끝에 드디어 제2판 번역서가 햇볕을 

보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부디 이 책이 현장에서 오라클을 사용하는 많은 분에게 큰 도움

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즈베이스 상무이사이며, 데이터베이스와 End-to-End 성능 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다.  

삼성 SDS, 한국오라클에서 근무했고, ㈜웨어밸리와 ㈜위즈베이스 기술연구소장을 역임하면서  

데이터베이스/ DB보안 분야의 도구와 솔루션을 기획하고 개발했다.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시스템감리사, 데이터품질인증심사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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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업의 비지니스를 위한 정보 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

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최종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비지니스를 위한 업무요건 또한 더욱 

복잡해지고 그에 따라 많은 데이터 처리가 필요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

능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그중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은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체적인 시스템 관점에서 성능 문제에 어떻게 접근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으며, 오라클 성능 관리와 최적화의 기본 개념은 물론, 최적화를 위

한 여러 기법까지 예제와 테스트를 통해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라클 성능 문

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어, 성능 관리를 전체적

으로 계획하거나 당면한 성능 이슈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위즈베이스 기술이사이며,  

LG전자, 코스콤, 하이닉스, 대림산업, 한국정보통신, KT, 하나투어, 한국도로공사, 외환카드, 일산병원, 건대병원 등에서  

데이터베이스 성능 진단 및 개선 프로젝트를 주로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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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의
글

책은 쓰는 일은 보람된 일이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자. 전혀 아니다. 더 흥미로운 방법으로 무

언가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자유 시간을 희생해야 한다. 그래서 2판을 써야 하는지 결정하는 

동안 왜 써야 하는지 여러 번 자문했다.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 것은 2008년에 1판을 발행한 

이후로 받았던 수백 건의 긍정적인 메시지 덕분이었다. 다른 사람이 유용하다고 여기는 책을 

출판하는 작업이 보람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1판에 대한 피드백을 주었던 

모든 독자에게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이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았다면 2판

은 출간되지 못했을 것이다.

책을 쓰는 데 필요한 것이 동기부여만은 아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런 면에서, 1999년부터 Trivadis에서 일해온 것이 나에게는 특권이었다. 회사는 나의 기술

을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책 집필처럼 확실치 않은 아이디어들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모

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늦었지만 두 번째 감사 인사는 Trivadis에 바친다.

장시간에 걸쳐 집필에 집중할 때 가끔 무언가를 잊거나 뻔한 사실을 놓치기도 한다. 그러므

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점검해줄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술 검토

를 해준 알베르토, 프란체스카, 요제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들이 책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오류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

다. ‘공식적인’ 기술 검토자뿐만 아니라 Daniel Schnider, Franck Pachot, Randolf Geist, Tony 

Hasler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책을 읽고 많은 조언을 해주었으며, 매끄럽지 못한 

문장도 수정해주었다.

또한, 이 책을 쓰는 동안 나를 지원해준 Apress 직원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2판의 출

판이 타당하다고 믿어주었던 Jonathan Gennick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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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준 또 다른 사람으로는 Curtis Gautschi가 있다. 그

는 다시 한 번 책의 교정을 도와주었다. 비록 그는 자신이 읽은 내용의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

했다고 말하긴 했지만, 오랫동안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추천사를 써서 이 책을 지지해준 조나단과 캐리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 이들

은 내가 일을 시작할 당시 매우 많은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책이 올바른 선택을 하

고자 하는 오라클 커뮤니티의 보다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으면 한다.

1판 감사의 글

지금 독자에게 들려있는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다. 그분들께 진심으

로 감사를 드린다.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은 출간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책(제1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야기하려고 하니 도움을 주신 모든 분이 떠오른다.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이 이야기는 2004년 6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라클 최적화 솔루션이라는 새로운 세미나

를 기획하는 첫 회의가 있던 날이었다. 오라클 최적화 솔루션은 Trivadis에서 동료들과 함께 저

술할 계획을 가졌던 주제였다. 그 회의에서 세미나의 구성과 목적을 이야기했다. 그날 많은 아

이디어가 나왔고, 다음달 세미나에서 발표되었으며, 그 아이디어들은 이 책에서 다시 이용되었

다. 그때 같이했던 Arturo Guadagnin, Doinique Duay, Peter Welker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또

한, Guido Schmut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는 첫 회의에 참석했으며, 세미나에서 다룬 주

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2년 후인 2006년 봄, 나는 이 책을 쓰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Apress 출판사의 Jonathan Gennick을 만나 의견을 나눠보기로 했다. 처음부터 그는 내 제안

에 관심이 있었고, 몇 달 후 Apress 출판사를 통하여 이 책을 쓰기로 결정했다. 처음부터 나

를 도와준 그에게 감사를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힘써준 Apress 관계자 모두에

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Sofia Marchant, Kim Wimpsett, Laura Esterman과 즐겁게 작업했으

며,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도와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아이디어와 출판사의 도움만으로 책을 쓸 수는 없다.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는 사

실상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일하는 Trivadis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었기에 이 책이 

무사히 나올 수 있었다. 내게 지원을 아끼지 않은 Urban Lankes와 Valentin De Martin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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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감사를 전한다.

책이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검토해줄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술 검토

를 해준 Alberto Dell’Era, Francesco Renne, Jože Senegacnik, Urs Meier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들이 책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래도 남아있는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다. 기술 검토자뿐만 아니라 Daniel Rey, Peter Wlker, Philipp von dem 

Bussche-Hummefeld, Rainer Hartwig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책을 읽고 많은 조

언을 해주었다.

Curtis Gautschi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는 문장 첨삭을 해주고, 내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주었다. 오랫동안 날 도와준 그에게 감사한다. 언젠가는 내 영어 실력이 좀 더 향상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불행하게도 외국어보다는 오라클 기반 애플리케이션 성능 향상

이 나에게는 더 쉬울뿐더러 더 관심이 간다.

추천사를 써준 조나단 루이스와 캐리 밀셉에게 특별히 고맙게 생각한다. 글을 쓰는 데 소중

한 시간과 노고가 들었을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두 분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1장에 들어간 삽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Grady Booch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컨설팅 기회를 준 모든 고객사에 감사를 전한다. 고객들은 내 수업과 세

미나에 참석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었다. 또한, Trivadis의 컨설턴트 모두가 지식을 공유해주었

고, 그들로부터 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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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아주 거대한 소프트웨어가 되었다. 이는 더 이상 한 사람이 최신 

버전의 모든 기능에 능통할 수 없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기능은 거의 사용되지 않기

도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제한된 수의 핵심 기능만 알고 있어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바로 이 같은 이유로 이 책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성

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일부 기능만을 다룬다. 내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이러한 기능

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마주치게 될 대부분의 성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의 구성

이 책은 4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에서는 책의 나머지 부분을 읽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기초 지식을 다룬다. 1장 ‘성능 문제’에

서는 성능 문제를 적절한 시점에 방법론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비즈니스 요

구 사항과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성능 저하의 원

인이 되는 흔한 데이터베이스 관련 설계 문제에 대해 설명한다. 2장 ‘핵심 개념’에서는 SQL 구

문을 파싱하고 실행할 때 데이터베이스 엔진에서 수행하는 오퍼레이션에 대해 설명하고, 애

플리케이션 코드와 데이터베이스 호출을 계측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또한, 이 책에서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소개한다.

2부에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성능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3장 ‘재현 가능한 문제의 분석’에서는 SQL 트레이스와 PL/SQL 프로파일러

의 도움을 받아 성능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4장 ‘재현 불가능한 문제의 실시간 

분석’에서는 동적 성능 뷰(dynamic performance views)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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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 또한, 동적 성능 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도구와 기법도 소개한다. 5장 ‘재

현 불가능한 문제의 사후 분석’에서는 AWR(Automatic Workload Repository)과 Statspack을 이

용하여 과거에 발생한 성능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3부에서는 SQL 구문을 실행 계획으로 변환해주는 책임을 맡는 쿼리 옵티마이저를 설명한다. 

6장 ‘쿼리 옵티마이저 소개’에서는 쿼리 옵티마이저가 무엇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개괄

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7장의 ‘시스템 통계’와 8장의 ‘오브젝트 통계’에서는 시스템 통계 및 오

브젝트 통계를 설명하고, 이를 수집하는 방법과 쿼리 옵티마이저에게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지 설명한다. 9장 ‘쿼리 옵티마이저 구성하기’에서는 좋은 쿼리 옵티마이저를 위한 구성 로드

맵을 설명한다. 10장 ‘실행 계획’에서는 실행 계획을 얻고 이를 해석하는 방법과 실행 계획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다룬다.

4부에서는 SQL 구문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엔진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소개한다. 11장 ‘SQL 최적화 기법’에서는 쿼리 옵티마이저가 생성한 실행 계획에 영향

을 줄 수 있도록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엔진에서 제공하는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12장 ‘파싱’

에서는 파싱에 의해 야기되는 성능 문제를 판별하고, 문제의 해결 방법이나 우회 방법을 설명

한다. 13장 ‘데이터 액세스 최적화’에서는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과 

해당 방법 중 하나를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설명한다. 14장 ‘조인 최적화’에서는 여러 데이터 

집합을 효과적으로 조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15장 ‘데이터 액세스와 조인 최적화를 넘

어서’에서는 병렬 처리, 머티리얼라이즈드 뷰, 결과 캐시 같은 고급 최적화 기술에 대해 설명

한다. 그리고 16장 ‘물리 설계 최적화’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설계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문제 트러블슈팅에 관여하는 

성능 분석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성능 최적화에 대한 특정 지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독자들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작동 원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SQL에 능숙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책의 몇몇 절은 

PL/SQL, Java, C#, PHP, C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기능을 다룬다. 여기서 다루는 

기능들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자신들이 사용 중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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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용 중이거나 관심을 두고 있는 기능만 살펴보고 

나머지 기능들은 건너뛰어도 무방하다.

어떤 오라클 버전을 다루는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개념들은 사용 중인 오라클 버전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내용

이다. 그러나 구현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때 버전에 따라 일부 정보가 달라지는 것은 어

쩔 수 없다. 이 책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0g 릴리스 2부터 오

라클 데이터베이스 12c 릴리스 1까지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버전은 다음과 같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0g 릴리스 2, 10.2.0.5.0 버전까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g 릴리스 1, 11.1.0.7.0 버전까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g 릴리스 2, 11.2.0.4.0 버전까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2c 릴리스 1, 12.1.0.1.0 버전• 

세부 사항은 패치 세트(patch set) 레벨에 따르므로 보안 및 번들 패치에서 도입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특정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라고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기능은 모든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자료

책에서 사용된 예제는 http://top.antognini.ch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부록과 

정오표도 얻을 수 있다. 이 책에 대한 피드백이나 문의는 top@antognini.ch로 보낼 수 있다.

1판과 2판의 차이점

이 책의 주요 개정 목적은 다음과 같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g 릴리스 2와 12c 릴리스 1 관련 내용 추가• 

오라클 9i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0g 릴리스 1 내용 삭제• 

1판에서 빠진 내용 추가• (예를 들면, 계층형 프로파일러, ASH, AWR, Statspack)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한 기능을 다루는 파트에 PHP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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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읽기 편하게 책 내용을 재구성• (예를 들어, 시스템 통계와 오브젝트 통계에 대한 장을 2

개의 장으로 분리함)

오류 수정과 문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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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초

P A R T

처음에 기초를 쌓지 않은 자도 자신의 뛰어난 능력으로 나중에라도 이를 쌓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쌓인 기초는 나중에 건축가에게 문제를 안겨주고 건물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
 

-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중에서

Chi non fa e’ fondamenti prima, gli potrebbe con una grande virtu farli poi, 
ancora che si faccino con disagio dello architettore e periculo dello edifizio.

★ W. K. Marriott의 영문 번역본을 보려면 다음 링크를 참고하라. http://www.gutenberg.org/files/1232/1232-h/1232-h.htm





1
성능	문제

C H A P T E R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이미 끝나버린 후에서야 최적화 작업이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

다. 불행히도 이러한 관행은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요구사항들만큼 성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능은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속성이다. 나

쁜 성능은 애플리케이션 인수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의 낮은 생산

성 때문에 대개 투자 대비 효과(ROI)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1980년대 초반부터 IBM에서 수행했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성능과 사용자 생산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시스템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개선될수록 사용자의 씽

크 타임(think time) 및 오류가 일대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긴 대기시간 때문에 

사용자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저조한 애플리케이션 수행 능력은 소

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장에서는 왜 

성능 계획이 중요한지, 성능을 떨어뜨리는 가장 일반적인 설계 실수가 무엇인지, 언제 애플리

케이션 성능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런 다음, 성능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



1.1 성능 계획의 필요성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개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을 사용한다. 워터폴

(waterfall) 모델처럼 순차적 생명주기를 가진 모델 또는 애자일 방법론 같은 반복적 생명주기

를 가진 모델 중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대부분은 그림 1-1과 같은 공통된 단계를 거친다. 

워터폴 모델을 사용한다면 이 단계를 한 번씩 거칠 것이고, 반복 모델을 사용한다면 여러 번 

거칠 것이다.

요구사항 분석 분석 설계
코딩 

단위 테스트
통합 

인수 테스트

 그림 1 - 1   애플리케이션 개발 필수 단계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작업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성능이라는 주제가 각 단계에 녹아 

들어있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성능 문제가 발생하

기 전에는 성능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문제

를 처리하기에 너무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다음 절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성능 

관점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한다. 

1.1.1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분석이란, 간단히 말해서 애플리케이션의 목적을 정의하는 것이다. 즉, 요구사항은 

구현되기를 기대하는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한다. 한 사람이 모든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 절

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요구사항이 수집되기 때문에 분석가

의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요구사항이 서로 충돌될 가능성이 있는지 잘 찾아내야 한

다. 요구사항을 분석할 때는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용

되는지도 세심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기능의 사용자1는 얼마나 되는지, 그 사용자

들은 어떻게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을 하는지, 얼마나 자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지, 

1  주  여기서 사용자는 항상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웹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시, 다른 애플리케이션

만이 웹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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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응답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반드시 분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요구되는 성능 

수치를 반드시 정의해야 한다.

응답시간

시스템이나 기능 단위(functional unit)로 요청이 접수된 시점에서 요청을 반환한 시점까지의 시간 간격을 응답

시간(response time)이라고 부른다. 응답시간은 시스템이 요청을 처리하는 데 사용한 서비스 시간(service time)

과 요청이 처리되는 동안 기다린 대기시간(wait time)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응답시간(response time) = 서비스 시간(service time) + 대기시간(wait time)

사용자가 버튼 클릭 같은 동작을 수행했을 때를 요청이 시스템으로 접수된 시점으로 보고, 해당 동작에 대

해 사용자가 응답을 수신했을 때를 시스템을 벗어난 시점으로 본다면, 이 시간 간격을 사용자 응답시간(user 

response time)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다시 말해, 사용자 응답시간이란 사용자 측면에서 요청을 처리하는 데 필

요한 시간이다.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요청이 애플리케이션의 첫 번째 구성요소인 웹 서

버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추적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사용자 응답시간을 고려하는 경우가 드물다. 게다가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의 네트워크는 애플리케이션 제공자가 담당하는 영역이 아니므로2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 응답시간을 보장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요청이 웹 서버에 접수된 때부터 빠져나갈 때까지의 

시간 간격을 측정하고 보장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때 소요된 시간을 시스템 응답시간(system response 

time)이라고 한다.

JPetStore3에서 제공하는 각 액션별 성능 기대치의 예가 표 1-1에 나타나 있다. 액션별로 시스

템에 진입한 요청의 90%와 99.99%에 대해 보장된 시스템 응답시간(초)이 표시되어 있다. 모든 

요청(즉, 100%)에 대해 성능을 보장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하거나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일부 요청에 대해서는 요구된 응답시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시스템 부하는 하루 동안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분당 최대 트랜잭션 도달율(trx/min)을 

두 개의 값으로 분리했다. 이 JPetStore의 경우에는 낮 시간대에 가장 많은 트랜잭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배치 작업이 야간에 수행되는 경우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2  역주  이 영역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담당한다.

3  주  JPetStore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샘플 애플리케이션이다. www.springframework.org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다

운로드하거나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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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1  Web Shop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액션에 대한 성능 수치

액션
최대 응답시간(초) 최대 트랜잭션 도달율(trx/min)

90% 99.99% 0-7 8-23

회원등록/회원정보변경 2 5 1 2

로그인/로그아웃 0.5 1 5 20

상품 검색 1 2 60 240

상품 개요 출력 1 2 30 120

상품 상세 출력 1.5 3 10 36

쇼핑카트에 상품 추가, 변경, 삭제 1 2 4 12 

쇼핑카드 조회 1 3 8 32

주문 요청/확인 1 2 2 8

주문조회 2 5 4 16

이 성능 요구사항은 다음 절에서 설명하게 될 애플리케이션 개발 단계 전체에 걸쳐 반드시 고

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그 후에도 서비스 레벨 협약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용량 산정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서비스 레벨 협약, SLA

서비스 레벨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s, SLA)이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사용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

기 위해 맺는 계약이다. 여기에는 특히 제공되는 서비스 항목, 서비스 중단시간을 고려한 가용성, 응답시간, 고

객지원 레벨, 계약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이 정의되어 있다. 이때 응답시간과 

관련된 서비스 레벨 협약을 정의하는 것은 목표로 했던 응답시간이 충족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목표와 관련된 성능 수치는 명확해야 하고 측정 가능해야 한다. 이 성능 수치를 일반적

으로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라고 한다. 성능 수치를 수집, 저장,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니

터링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상, 이 방법은 성능 목표가 충족되지 못한 시점을 알려주기도 하

지만, 보고서 작성 및 용량 계획(Capacity planning)에 사용될 로그를 보존해주는 역할도 한다. 성능 수치를 수

집하는 기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계측할 수 있는 값을 기록하는 코드를 애플리케이션에 삽입하는 방법이다(2장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다

른 방법은 응답시간 모니터링 도구이다(이 장의 ‘응답시간 모니터링’ 절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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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분석과 설계

아키텍트는 요구사항에 기초하여 솔루션을 설계한다. 처음에는 아키텍처를 정의하기 위해 모

든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높은 부하를 처리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초기부터  

높은 부하를 처리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병렬 처리, 분산 

처리, 결과 재활용 같은 기법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여섯 명의 사용자가 분당 10여 건

의 트랜잭션을 호출하는 클라이언트/서버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것과 수천 명의 사용자가 

초당 수백 건의 트랜잭션을 호출하는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때로는 특정 자원의 사용량에 제한을 가하는 요구사항 때문에 아키텍처가 영향을 받기도 한

다. 예를 들어, 느린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 접속해야 하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긴 레이턴시(latency)와 낮은 처리량(throughput)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하다. 일반적

으로 아키텍트는 어느 구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할지 예측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병목

현상 때문에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아키텍트가 이를 사전에 

예측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 이상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이전 단계에서 수집된 성능 수치가 없다면 합리적인 의사 결정

을 내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란 최소한의 투자(즉, 단

순한 문제에는 단순한 해결책을 사용하고 복잡한 문제에는 우아한 해결책을 사용함)로 예상되는 워크

로드를 지원하는 아키텍처/디자인을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1.1.3 코딩과 단위 테스트

전문 개발자는 다음 특성을 만족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

견고성(Robustness): 소프트웨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

다. 기대하는 품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단위 테스트가 필수적이다. 반복적 생명

주기를 선택하였다면 단위 테스트는 더욱 중요해진다. 실제로 이러한 모델에서는 기존 코

드를 신속하게 리팩토링(refactoring)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4 예를 들자면, 범위를 벗어나

는 파라미터 값으로 루틴이 호출될 경우에도 충돌 없이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필요

하다면 상황을 설명해주는 오류 메시지기 출력되어야 한다.

4  역주  리팩토링(refactoring)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결과의 변경 없이 코드의 구조를 재조정함’을 의미한다. 주로 가독성을 높이

고 유지보수를 편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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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성(Maintainability): 장기적이며, 잘 구조화되고, 가독성이 뛰어나며, 문서화된 코드

는 형편없이 작성되고 문서화되지 않은 코드보다 유지보수가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든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연산을 수행하는 코드를 암호같이 한 줄에 욱여넣어서 작성했다면, 

개발자의 뛰어난 지적 능력을 자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다.

속도(Speed): 코드는 가능한 한 빨리 수행될 수 있도록 최적화해야 한다. 특히 높은 부하가 

예상되는 시스템은 더욱 그렇다. 또한 코드는 확장성이 뛰어나야 한다. 코드는 사용자나 

트랜잭션의 증가에 대응하여 추가 하드웨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가져야 한

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연산이나 직렬화는 제거되어야 하며, 비효율적이고 적합하지 않

은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성급한 최적화(premature optimization)의 덫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적절한 자원 사용(Shrewd resource utilization): 가용한 자원을 가장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항상 자원을 최소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

니다. 예를 들어, 병렬 처리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모든 연산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애플

리케이션보다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한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병렬 처리만이 요구되는 

부하량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도 있다.

보안(Security): 데이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자 인증 및 

권한 부여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때로는 부인 방지(non-

repudiation) 기능도 이슈가 된다. 예를 들면, 계약이나 통신 내용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

하기 위해 전자 서명이 필요하기도 하다.

계측(Instrumented): 계측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계측은 기능상의 문제점이나 성능상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다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이들 문제점들은 아무리 주

의 깊게 설계한 시스템일지라도 발생할 수 있음). 둘째, 계측은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는 전략적 코드를 추가하기에 적절한 곳이다. 예들 들면, 특정 연산이 수행되

는 데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계측 코드를 삽입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매우 단순

하다. 이는 애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특성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며, 부족한 예산 때문에 모두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예산이 매우 부족한 경우도 많다). 이러한 특성들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사용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요구사항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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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최적화

성급한 최적화(premature optimization)는 (아마도) 도널드 크누스(Donald Knuth)의 “성급한 최적화는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는 유명한 말로 인해 여전히 논란이 많은 주제이다. 이 특정 문구 때문에 몇몇 프로그래머는 코드

를 작성하는 동안 최적화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이 생각은 옳지 않다. 해당 문구 앞

뒤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자.

“지나친 효율성의 추구가 효율성의 오남용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프로그래머는 그들이 

작성하는 프로그램에서 중요치 않은 부분의 속도에 대해 생각하고 걱정하는 데 아주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효율성에 대한 이러한 노력은 실제로 디버깅과 유지보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우리는 약 97%의 시간

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사소한 효율 향상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한다. 즉, 너무 이른 최적화는 모든 악의 근원

이다. 그러나 중요한 3%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훌륭한 프로그래머라면 이러한 추론에 따라 성급하게 최

적화한 후에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고, 핵심 코드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해당 코드를 주의 깊게 살

펴보는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찾아낼 때 경험해보지 않고 판단하는 실수를 

종종한다. 실제로 계측 도구를 사용해본 프로그래머라면 직관적 추정이 틀린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인용한 크누스의 논문에서는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작성할 때 단지 지엽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소한 최적

화에 대해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 대신 시스템 설계, 요구되는 기능을 구현하는 데 사용된 알고

리즘, 어떤 계층(SQL, PL/SQL, 애플리케이션 언어)에서 어떤 기능을 사용하여 특정 처리를 수행할 것인지와 같은 

전역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적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계측 도구가 실행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

모하는 코드의 특정 부분을 찾아낼 때까지는 지엽적인 최적화를 뒤로 미룬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엽적인 최적

화는 전체 시스템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1.1.4 통합 및 인수 테스트

통합 및 인수 테스트의 목적은 애플리케이션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기능 요구사항과 성능 요

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성능 테스트가 기능 테스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모든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애플리케

이션은 기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다를 바가 없다. 두 경우 모두 애

플리케이션을 쓸모없게 만든다. 그렇지만, 성능 요구사항을 검증하려면 먼저 성능 요구사항부

터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성능 요구사항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두 가지 주요 문제가 발생한다. 첫 번째 문제는 통합 

및 인수 테스트 단계에서 부하 테스트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애플리케이션이 예상되는 부하를 소화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운영 시스템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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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지도 모른다. 두 번째 문제는 성능 관점에서 봤을 때 인수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결

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만, 즉 성능이 아주 좋거나 아주 나

쁜 경우에만 사람들 사이의 판단이 일치할 수 있다. 인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길고 지루하고 비생산적인 회의를 끊임없이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프로젝트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하고 최종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검

증하기 위한 통합 및 인수 테스트를 훌륭히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성공적으로 이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실제 상황과 가장 유사한 부하를 생성할 수 있도록 부하 테스트를 설계해야 한다. 이를 • 

위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실제 사용자가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도구를 사용하여 실제 사용자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각각

의 방법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황을 고려하여 부하 테스트를 설계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애플리케이션의 부분별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거나 상호 보완

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실제 상황과 가장 유사한 부하를 생성하기 위해 실제와 최대한 비슷한 데이터가 필요하• 

다. 로우의 크기와 건수가 실제와 비슷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분포와 내용도 실

제 데이터와 유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의 속성 중 도시명이 있다면, Aaaacccc

나 Abcdefghij 같은 문자열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실제 도시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가 달라질 경우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양쪽 모두에

서 서로 다른 동작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데이터에 대해 인덱스가 사용

되거나 해시 함수가 적용될 경우).

테스트 환경은 실제 환경과 최대한 비슷해야 하며, 이상적으로 봤을 때 실제 환경과 동• 

일한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고도의 분산 시스템이거나 다수의 다른 시스템과 연동된 

시스템일 경우 실제와 동일한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순차적 생명주기 모델에서는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에 통합 및 인수 테스트가 진행된다. 그런

데 이 단계에서 성능 문제로 이어지는 아키텍처상의 결함이 너무 늦게 발견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부하 테스트는 코딩 및 단위 테스트 단계에서도 수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반복적 생명주기 모델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없다는 점에 유

의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반복적 생명주기 모델이라는 정의에 따라 각 단계마다 부하 테스트

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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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능을 고려한 설계
애플리케이션은 성능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접근 방식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

다면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성능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가장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련 설계 문제 10가지를 간략하게 짚어보는 것으로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1.2.1 취약한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예전에는 모든 개발 프로젝트에 데이터 아키텍트가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대개 이

렇게 참여한 데이터 아키텍트는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와 디자인을 담당하는 팀의 일원이기도 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한 사

람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데이터 아키텍트는 데이터의 무결성 

및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불행히도 오늘날 모든 프로젝트에 데이터 아키텍트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공식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수행하지 않고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굉장히 자주 목격했다. 애플리케이

션 개발자가 클라이언트 및 미들티어 설계를 한 후, 갑자기 퍼시스턴스 프레임워크(persistence 

framework)5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생성한다. 이러한 프로젝트에서는 데

이터베이스를 데이터 저장을 위한 바보상자쯤으로 여기는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러한 관

점은 잘못된 것이다.

1.2.2 지나친 범용 테이블 사용

모든 CIO는 새롭거나 변경된 요구사항에 대해 쉽게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꿈꾼다. 여기

서 핵심 단어는 유연성이다. 이러한 꿈은 종종 범용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사용하는 애플리케

이션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자체의 변경 없이 단순히 설정을 변경하

여 새로운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다.

5  역주  퍼시스턴스 프레임워크(Persistence framework)는 데이터베이스에 프로그램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도와주고 자동화해

주는 미들웨어다. 제품화된 많은 퍼시스턴스 프레임워크는 O-R 매핑(Object-Relational Mapping) 도구이기도 하다(예를 들어, 

Hibernate, iBatis SQL Maps, Slick, Java Ultra-Lite Persistence). 저자는 이런 도구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이루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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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연성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엔티티-속성-값(Entity-attribute-value, EAV) 모델: 이름에서 의미하듯이 모든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엔티티, 속성, 값이라는 세 개 이상의 칼럼을 사용한다. 각 조합은 특정 엔티티에 관

련된 특정 속성의 값을 정의한다.

XML 기반 설계: 각 테이블에는 단 몇 개의 칼럼만 존재한다. 항상 존재하는 칼럼으로는 식

별 키를 저장하기 위한 칼럼과 대부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XML 칼럼이 있다. 때

로는 메타데이터 정보(예를 들어, 누가 언제 최종 변경을 했는지)를 저장하기 위해 몇 개의 다른 

칼럼을 사용하기도 한다.

성능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설계의 문제점은 잘해야 차선책일 뿐이다. 실제로 유연성은 성

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나가 최적이면 다른 하나는 최악이 된다. 어떤 경우에는 성

능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최적화되지 않은 성능

이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연한 설계는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을 때만 사

용되어야 한다.

1.2.3 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제약조건 미사용

제약조건(Constraints; 기본 키, 유일 키, 외래 키, NOT NULL 제약조건, Check 제약조건)은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쿼리 옵티마이저가 실행 계획을 생성할 때도 광범위하게 사용

된다. 제약조건이 없을 경우, 쿼리 옵티마이저는 다양한 최적화 기법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제약조건을 검사할 경우, 더 많은 코드 작성과 테스트가 필요

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언제든지 데이터가 직접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잠재적인 

데이터 무결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데이터 무결성을 검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게 되며, 확장성이 떨어지는 락킹(locking) 방식(예컨

대 데이터베이스가 몇 개의 로우에만 락을 걸도록 내버려두는 대신에 테이블 전체에 락을 걸게 된다)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제약조건을 데이터베이스 레벨

에서 설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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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취약한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논리 설계를 곧바로 물리  

설계로 변환하는 프로젝트를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예는 모

든 릴레이션(relation)6을 힙(heap) 테이블로 직접 매핑하는 것이다. 성능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

한 접근법은 최적이 아니다. 상당수의 경우에는 IOT(Index-Organized Table), Indexed Clusters, 

Hash Cluster 등을 사용하여 더 나은 성능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인 B-트리(B-tree) 인덱스와 비트맵(bitmap) 인덱스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한다. 상황에 따라 Compressed 인덱스, Reverse-key 인덱스, Function-

based 인덱스, Linguistic 인덱스, Text 인덱스는 성능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파티셔닝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DBA

는 파티셔닝 기능의 유용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테이블을 파티셔닝

하는 것이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때로는 이런 생

각이 옳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프로젝트 초기에 파티셔닝 기능

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울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동안 다뤄야 할 또 다른 일반적인 문제에는 견고한 데이터 

아카이빙(archiving) 정책7을 정의하고 구현하는 것이 있다. 이를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왜

냐하면 데이터 아카이빙 정책은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1.2.5 적합하지 못한 데이터타입 선택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우려되는 경향을 발견했다. 여기서 말하

는 경향은 적절치 못한 데이터타입을 선택하는 경향을 말한다(예를 들면, DATE나 TIMESTAMP 

대신에 VARCHAR2에 날짜를 저장하는 경우). 얼핏 봤을 때, 데이터타입 선택은 매우 간단한 결

정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잘못된 데이터타입 선택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는 운영 시스템의 

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6  역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론에서 릴레이션(relataion)은 튜플(tuple)의 집합을 말한다. 릴레이션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테

이블로 구현되고 튜플은 로우가 된다.

7  역주  데이터 아카이빙이란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오래된 데이터를 별도의 장기 보관용 데이터 저장 장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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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데이터타입 선택으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취약한 데이터 유효성 검증: 데이터베이스 엔진은 적재되는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문자형 데이터타입에 숫자 값을 저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베이

스 외부8에서 검증하는 방법은 앞 절(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제약조건 미사용)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정보의 손실: 원래의 올바른 데이터타입에서 잘못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타입으로 변환을 

할 때 정보 손실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날짜를 TIMESTAMP 

WITH TIME ZONE 데이터타입을 사용하지 않고 DATE 데이터타입에 저장한다면 초 단

위 아래의 밀리세컨드 정보와 타임 존 정보를 잃게 된다.

예상대로 동작하지 않음: 데이터타입에 따라 비교 연산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순서가 중요한 오퍼레이션 및 기능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전형적인 예로는 range 파티션된 테이블과 ORDER BY 절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

쿼리 옵티마이저 이상 현상: 잘못된 데이터타입 선택으로 인해 쿼리 옵티마이저가 잘못된 

추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최적이 아닌 실행 계획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쿼리 옵티마이저 탓이 아니다. 문제는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쿼리 옵티마

이저가 자신의 일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데이터타입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문제

를 피할 수 있다.

1.2.6 바인드 변수 미사용

성능 관점에서 볼 때, 바인드 변수 사용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라이브러리 캐시에

서 커서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바인드 변수 사용의 장점이다. 커서를 공유함으로써 하드 파

싱을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오버헤드를 피할 수 있다. 반대로 WHERE 절에서 바인드 변수

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단점은 쿼리 옵티마이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다. 실제로 쿼리 옵티마이저 입장에서는 바인드 변수 대신 리터럴을 사용하는 편이 모든 SQL 

구문의 실행 계획을 최적화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2장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이다.

8 역주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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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관점에서 봤을 때, 바인드 변수는 SQL 인젝션(injection)과 관련된 위험을 방지한다. 실제로 

바인드 변수를 통해 값을 전달받는 경우에는 SQL 구문의 문법을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2.7 고급 데이터베이스 기능 미사용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성능을 강화시켜주면서도, 디버깅과 버그 수정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여러 고급 기능을 제공하는 하이엔드 데이터

베이스 엔진이다. 가능한 한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라. 특히 이미 데이

터베이스 엔진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다시 만들지 마라(예를 들면, 이미 큐(queue) 시스템이 제공되므

로 이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9). 그러나 특정 기능을 처음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그 기능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버전에서 처음 도입된 기능이라면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기능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안정성 검증10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특정 데이터베이스 제품과 긴밀히 통합될수록 다른 시스템으로의 포팅이 불가능해

진다는 이유를 들어 고급 데이터베이스 기능의 사용을 꺼리곤 하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바꾸는 경우는 드

물다. 오히려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바꾸기 전에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바꿀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데이터베이스 독립적인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면, ‘지나친 범용 테이블 사

용’ 절로 돌아가 유연성 대 성능에 대한 논의를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해당 절에서 논의했던 

내용은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2.8 데이터 중심적인 처리에 PL/SQL 미사용

PL/SQL을 사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배치를 구현하는 것은 앞 절(고급 데이터베

이스 기능 미사용)에서 언급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장 일반적인 예로는 ETL(Extract-

Transform-Load) 처리가 있다. ETL 처리에서, 추출(extract)과 적재(load) 단계가 완전히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소스와 타깃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서 제공하는 SQL 및 PL/SQL 엔진을 활용하여 변환(transformation) 단계를 처리하지 않는 것

9 역주  오라클에서 이미 AQ(Advanced Queueing)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10 역주  새로 도입된 기능에는 버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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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능 관점에서 봤을 때 거의 미친 짓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몇몇 주요 ETL 도구의 아키

텍처는 이런 미친 짓을 한다. 즉,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대개 다른 서버로도 이관되는)

하고, 변환 단계를 수행한 후, 이렇게 변환된 데이터를 추출했던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데이

터베이스로 다시 적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오라클 같은 벤더들은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변

환을 수행하는 도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도구를 ETL 도구와 구별하기 위해 일반적

으로 ELT 11라고 부른다. 최적의 성능을 위해 데이터 중심적인 처리는 가능한 한 데이터와 가

장 가까운 곳에서 수행할 것을 권장한다. 

1.2.9 불필요한 커밋 수행

커밋은 직렬화를 필요로 하는 오퍼레이션이다(그 이유는 단순한데, 데이터를 리두 로그 파일에 기

록할 책임을 지고 있는 LGWR 프로세스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직렬로 처리되는 모든 

오퍼레이션이 확장성을 저해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결과적으로 직렬화는 바람직하지 않

으며 가능한 한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은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전형적인 예로는 많은 로우를 적재하는 배치 작업이 있다. 

insert를 할 때마다 커밋을 수행하는 대신, 일괄로 insert된 데이터에 대해 한 번 커밋을 수행

하는 편이 훨씬 낫다.

1.2.10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반복적으로 열고 닫음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열게 되면 결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 측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전

용 프로세스(dedicated process)가 생성되므로, 이는 결코 가벼운 작업이 아니다. 이 작업에 필

요한 자원과 시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가끔 목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웹 애플리케

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 액세스가 필요한 모든 요청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열고 닫기

를 반복하는 경우다. 이 방법은 최적화와 거리가 멀다. 이런 경우 커넥션 풀(connection pool)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커넥션 풀을 사용함으로써 전용 프로세스를 매번 시작하고 중

단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와 관련된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11  역주  기존의 ETL은 ETL 도구에서 변환을 수행한 후 결과를 DW에 최종 적재하는 아키텍쳐를 취한다. 반면, ELT는 추출과 적

재를 통해 DW 내의 중간 테이블에 데이터를 적재한 후 최종 변환을 수행한다.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시 가장 많은 시간을 소

요하는 변환 단계를 단일 DB 내에서 최적화된 SQL과 PL/SQL을 활용하여 수행함으로써, 구축 시간을 단축하고 프로젝트 관리

와 향후 유지보수를 쉽게 하는 장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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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능 문제 확인 방법
언젠가는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 의심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앞 절에서 설명한 대로 

성능 요구사항을 신중하게 정의했다면, 문제의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성능 문제를 겪고 있

는지를 매우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성능 요구사항을 신중하게 정의하지 않

았다면,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이다.

흥미롭게도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단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사용자가 현재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만족하지 못한다.•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가 인프라의 구성 요소에서 시간 초과 또는 비정상적인 부하가 발• 

생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응답 시간 모니터링 도구가 서비스 레벨 협약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두 번째 항목과 세 번째 항목의 차이가 특히 중요하다. 다음의 두 절에서 이러한 모니터링 도

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 것이다. 그런 다음, 얼핏 보기에는 튜닝이 필요해 보이지만 실제

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1.3.1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는 일반적인 시스템 통계에 기초하여 헬스 체크(health checks)를 수행한

다. 이 도구의 사용 목적은 비정상적인 부하 패턴이나 장애 발생을 감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전체 인프라스트럭처를 한꺼번에 모니터링할 수 있긴 하지만, 이들 도구는 

구성요소들 간에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호스트, 애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

스, 스토리지 서브시스템 같은 개별 구성요소들을 모니터링할 뿐이라는 사실이 특히 중요하

다. 결과적으로 복잡한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구성요소 중 하나가 비정상 동작할 경우 시스

템 응답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예로는 특정 리소스의 

과다 사용이 있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가 인프라스트럭처 중 한 애플리케이션

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더라도 사용자는 어떠한 성능 문제도 겪고 있지 않을 수 있

다(이를 false positive라고 한다). 반대로 사용자들이 성능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는 문제를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이를 false negative라고 한다). 두 상황은 다수의 

CPU가 장착된 SMP 시스템에서 CPU 부하를 모니터링할 때 가장 흔히 발생한다. 4개의 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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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CPU가 장착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CPU가 약 75%의 사용률을 보인다

면 여러분은 이 수치가 너무 높다고 생각할 것이다. 즉, 시스템의 CPU 부하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실행 중인 태스크의 수가 CPU 코어의 수보다 훨씬 많다면 이

러한 부하는 매우 안정적인 것이다. 이 경우가 바로 false positive에 해당한다. 반대로 CPU가 

약 8%의 사용률을 보인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에

서 병렬화되지 않은 하나의 태스크가 실행 중이라면, 이 태스크의 병목이 CPU에 있을 수 있

다. 실제로 100%의 1/16은 6.25%에 불과하므로 단일 태스크로는 가용 CPU의 6.25%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12 이 경우가 바로 false negative다.

1.3.2 응답시간 모니터링

응답시간 모니터링 도구는(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도구로도 알려져 있음) 로봇에 의해서 수행되는 가

상 트랜잭션이나 사용자에 의해서 수행되는 실제 트랜잭션에 기초해서 헬스 체크를 수행한

다. 이 도구는 핵심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소비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임계치

를 초과하는 경우 경고 메시지를 통해 알려준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처럼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하고 성능 저하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도구는 사용자 관점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검사하므로 단일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인

프라스트럭처를 검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도구는 서비스 레벨 협약 준수를 모니터링하

는 데 사용된다.

1.3.3 튜닝 강박증

한때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은 튜닝 강박증(compulsive tuning disorder)13이라는 질환

을 앓았다. 주로 비율에 기반을 둔 여러 성능 관련 통계를 과도하게 검사함으로써, 정말 중요

한 사항들을 놓치는 것이 이 질환의 주요 증상이었다. 당시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은 몇  

가지 단순한 규칙을 적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튜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가 항상 기대만큼 좋은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얻었다. 왜 그런 걸까? 아마도 실제 사용자  

12  역주  쿼드코어 CPU 4개가 장착된 시스템이므로 1개의 코어가 차지하는 부하는 전체의 1/16에 해당하는 6.25%이다.

13  주  Gaya Krishna Vaidyanatha가 만든 훌륭한 용어다. 《Oracle Insights: Tales of the Oak Table》(Apress, 2004)에서 이 용어에 대

한 논의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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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무관한 규칙을 사용하여 비율을 조사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false negative나 false 

positive에 대한 예외 없이 규칙을 적용했다. 더 나쁜 것은 이 작업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이따금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다음과 비슷한 질문을 할 것이다.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

스 중 한 대에서 매우 많은 양의 래치 X 대기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 대기 이벤트를 줄이거

나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질문에 나는 보통 이렇게 답한다. “그 래치로 대기한

다고 사용자들이 불평하던가요? 물론 아니겠지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사용자들에

게 애플리케이션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래치 X 대기 

이벤트가 애플리케이션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찾을 수 있을 거에요”. 다음 절에서 이

에 대해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비록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로 일한 적은 없지만, 나 역시 튜닝 강박증을 앓았음을 인정한다. 

오늘날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질병을 극복했다. 안타깝게도 다른 나쁜 질

병들처럼 튜닝 강박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튜닝 강박증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또 다른 사람들은 수년간 중독된 후에야 강박증

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이러한 큰 실수는 알아채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습관을 버리

기도 어렵다.

1.4 성능 문제 접근 방법
간단히 말해서 애플리케이션의 목적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함으로써 비즈니스에 이익을 가

져다 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최적화하는 이유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무조건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극대화하자는 것이 아니며, 비용과 성능 사이에서 최

적의 균형점을 찾자는 것이다. 실제로 성능 최적화 작업에 소요된 노력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봤을 때 성능 최적화 작업

이 항상 유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1.4 성능 문제 접근 방법 19



1.4.1 비즈니스 관점 vs. 시스템 관점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이유는 비즈니스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함이므로 성능  

문제에 접근할 때는 애플리케이션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비즈니스상의 문제와 요구사항

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림 1-2는 비즈니스 관점(사용자 관점)과 시스템 관점(기술자 관점)의 차

이를 보여준다.

수의사

신장 위장
창자

방광
간

심장

허파

 그림 1 - 2   다른 관찰자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14

이들 두 가지 관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는 비즈니스 관점

에서 인식해야 하지만, 원인은 시스템 관점에서 확인해야 한다. 비록 예리한 판단력이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비즈니스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한다면 관련 없는 문제(튜닝 강박증)나 존재하

지도 않는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헛수고를 줄일 수 있다.

14  주  Booch, Grady, Object-Oriented Analysis and Design with Application, p42 (Addison Wesley Longman, INC., 1994)에서 

Grady Booch에 허가를 받고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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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문제 분류

그림 1-3처럼 성능 문제를 다룰 때 먼저 수행해야 하는 것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문제를 확인

하고,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 뒤, 각각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문제 식별

문제 우선순위 정의 문제 목표 정의

 그림 1 - 3   문제를 분류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시스템 통계를 관찰한다고 해서 비즈니스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비즈니스 문제는 비즈니

스 관점에서 확인해야만 한다. 서비스 레벨 협약 모니터링이 준비되어 있다면 기대 레벨을 만

족하지 못하는 기능을 관찰함으로써 성능 문제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

우라면 사용자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밖에는 없

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되는 기능 목록(예를 들어, 신규 사용자 등록, 보

고서 출력, 데이터 일괄 적재)이 도출될 수 있다.

  주의  

비즈니스 관점에서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

문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사용자가 항상 성능 문제를 불평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주세요.”라고 말한다면 문

제 확인이 필요하다. 반면, 고객이 “XY 보고서가 너무 느려요.”라고 말한다면 추가적인 문제 확인은 필요 없다. 

후자의 경우 이미 애플리케이션의 어느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고 있는 반면, 전자는 애플리케이션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실마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는 기능을 찾았다면 이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다음 질문을 보자. “다섯 가

지 문제밖에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떤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할까요?” 물론, 모든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시간과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측정 값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과 현재의  

성능이 무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자. 예를 들어, 보고서 생성 같은 경우, 가장 

느린 보고서가 항상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아마 가장 빨리 생성되는 보

고서는 훨씬 자주 실행되는 보고서이거나, 비즈니스 또는 CEO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보

고서일 것이다. 따라서 가장 빠른 보고서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으며 가장 먼저 

최적화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비즈니스 요건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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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문제점에 대해 ‘사용자 생성 버튼을 클릭했을 때, 최대 2초 안에 처리가 끝나야 한다’

와 같이 계량화할 수 있는 최적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요구되는 성능 레벨이나 서비스 레

벨 협약에서 합의한 성능 레벨이 있다면, 이미 목표로 하고 있는 성능 수치를 알고 있는 것이

나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다면 성능 목표치를 결정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성능 목표가 없다면 더 나은 성능 개선책을 찾는 일을 어디쯤에서 멈춰야 할

지 알 수 없다. 즉, 끊임없이 최적화를 해야 할 수도 있다. 투자 대비 이익은 항상 균형을 맞춰

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1.4.3 문제 해결

동시에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복잡하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한 번에 하나의 문제를 해

결하는 것이 좋다. 방법은 간단하다. 문제 목록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씩 해결해나

가는 것이다. 각각의 문제에 대해 그림 1-4에 나온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시간을 소모하는 곳이  
어디인가?

시간이  
어떻게 소모되는가?

어떻게 하면 소모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그림 1 - 4   성능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시간을 소모하는 곳이 어디인가? 우선 시간이 소모되는 곳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오퍼레이션에 10초가 걸린다면, 이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모듈이나 컴포넌트를 찾아

야 한다.

시간이 어떻게 소모되는가? 어디서 시간이 소모되는지 찾은 후에는 어떻게 그 시간이 소모

되는지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이 CPU에서 4.2초를 보내고, 디스크 I/O 오

퍼레이션을 수행하는데 0.4초, 나머지 5.1초 동안은 다른 컴포넌트로부터 메시지를 받기 

위해 대기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소모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오퍼레이션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가장 많이 

소모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디스크 I/O 오퍼레이션이 전체 처리 시간에서 

4%를 차지했다면, 설령 디스크 I/O가 매우 느리다 할지라도 이를 최적화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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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소모하는지 찾기 위해 성능 분석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있는 오퍼레이션 실행에 대한 엔드투엔드(end-to-end)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다. 현재 오라클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다중계층(multitier) 

아키텍처가 사실상(de facto) 표준이므로 이렇게 엔드투엔드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이 반

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단순한 경우라도 최소 클라이언트/서버의 두 계층으로 구현된다. 대부

분의 경우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은 프레젠테이션, 로직, 데이터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1-5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치하는 데 사용되는 전형적인 인프라 구성을 보여준다. 또한, 

보안이나 부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여러 시스템에 분산해서 구축하는 경우도 많다.

클라이언트
리버스
프록시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스토리지

 그림 1 - 5   여러 시스템에 걸쳐 배치된 다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전형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다중 계층 환경에서 요청이 처리되려면 여러 구성요소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요청을 처리하

기 위해 항상 모든 구성요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웹 서버 레벨에서 캐싱

을 활성화한 경우, 요청은 애플리케이션 서버까지 가지 않고 웹 서버 레벨에서 처리될 수 있

다. 물론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 봤을 때, 성능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려면, 요청 처리와 관련 있는 모든 구성요소

에 관한 상세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특히 다수의 구성요소가 서로 얽힌 일부 상황에서는 분

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

유로 일반적으로 분할 정복(divide-and-conquer) 방식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 유일하게 효율적인 

방법15이다. 이 아이디어는 엔드투엔드 응답시간을 그림 1-6처럼 주요 구성요소별로 쪼개서  

분석을 시작한 후, 그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상세 정보를 수집한다. 즉, 성능 문제 

식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수집한다.

15  주  성능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분석 대상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분석가의 동작도 최적화되어야 한다. 즉, 가능한 한 빨리 문

제를 식별해서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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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시간

클라이언트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웹 서버

리버스 프록시

사용자 요청 시작
사용자가 
응답을 받음

 그림 1 - 6   요청에 대한 응답시간을 핵심 구성요소별로 분할(단, 구성요소 간 통신 지연은 생략됨)

일단 어느 구성요소가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 각각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모했는지 알고 나

면, 시간을 가장 많이 소모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추가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6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데이터

베이스 서버만 살펴보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응답시간의 극히 일부만 차지하는 구성요

소를 끝까지 분석해보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다.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용한 도구와 기법에 따라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응답시간을 그

림 1-6처럼 완벽하게 나누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응답시간을 완벽하게 나눌 필요도 없다. 실제로는 그림 1-7에서와 같이 부분적 분석만

으로도 어느 구성요소가 응답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지 알아낼 수 있다.

응답시간

클라이언트 + 
리버스 프록시 +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서버

사용자 요청 시작
사용자가 
응답을 받음

 그림 1 - 7   요청에 대한 응답시간을 구성요소에 따라 부분적으로 분할

문제 발생 시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다.

계측: 애플리케이션이 적절하게 개발되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성능 수치를 제공할 수 있는 

계측 기능을 가지고 있다. 평상시에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계측 코드를 비활성화하

거나 계측 코드에서 생성되는 출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런타임 시 계측 

코드를 활성화하거나 계측 코드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양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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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도구의 예로는 오라클의 SQL 트레이스 기능이 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다

룬다). 기본적으로 SQL 트레이스는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활성화되면 SQL 구문 실행에 관

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는 트레이스 파일을 생성한다.

프로파일링 분석: 프로파일러는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에서 수행한 오퍼레이션 및 이를 수

행하는 데 걸린 시간, 그리고 CPU나 메모리 같은 시스템 리소스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기

록하는 성능 분석 도구이다. 프로파일러에 따라 호출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고, 

라인 단위로 수집할 수도 있다. 성능 데이터는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정해진 주기로 샘플

링하거나 코드나 실행 파일을 자동으로 계측하여 수집된다. 샘플링을 통한 방법이 부하는 

훨씬 작지만, 코드를 자동으로 계측하는 방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훨씬 더 정확하다. 

일반적으로 성능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사용 가

능한 훌륭한 계측 기능이 존재할 경우, 프로파일링 분석은 사용 빈도가 떨어진다. 표 1-2에 

두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정리하였다.

표 1 - 2  계측과 프로파일링 분석의 장단점

방법 장점 단점

계측 주요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에 대해 시간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새로운 코드를 배포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동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 

유저 또는 세션과 관련된 컨텍스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개발자가 직접 계측 코드를 만들어줘야 한다. 

단일 구성요소만 측정할 수 있다(즉, 엔드투엔드 

응답시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출력 포맷은 계측 코드를 작성한 

개발자에 따라 달라진다.

프로파일링 분석 항상 전체 애플리케이션 범위를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다중계층 프로파일러는 

엔드투엔드 응답시간을 제공한다.

도입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특히 다중계층 

프로파일러는 고가이다. 운영 시스템에 항상 

빨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인 단위 

프로파일러는 매우 높은 오버헤드를 갖는다.

계측은 이용 가능한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안타깝게도 실제 상황에

서 프로파일링 분석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한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조치가 때로는 다른 문제까지 해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CPU 사용량을 줄이면 다른 CPU 집약적인 작업에 도움을 주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행되게 만들 수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즉, 조치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정 수정 사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부작용을 꼼

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수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분명한 것은 운영시스템에 적용하기에 앞서 모든 변경 사항을 꼼꼼히 테스트

해야 한다는 것이다.

1.4 성능 문제 접근 방법 25



운영 환경에서는 반드시 우선순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유념하라. 일부 

조치는 적용하는 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높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비스 중단이나 애플리케이션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 조치

는 즉시 적용할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을 적용하려면 몇 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1.5  2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장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방법론에 입각하여 성능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왜 필수적인지,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왜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좋은 성능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왜 필요한지 등 성능 문제를 다룰 때 알아야 할 주요 이슈를 살펴봤다.

그림 1-4에 있는 세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설명하기 전에, 이 책 나머지 부분에서 사용할 몇 

가지 핵심 개념을 소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SQL 구문을 실

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또한, 계측에 관한 몇 가지 정보와 자주 사용되는 용어

에 대해 정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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