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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저는 이 책을 오라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두보로 삼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오라클과 관련해 많은 책이 출판되어 있지만, 초급과 고급 및 특

급 수준의 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이제 막 초급을 벗어

나려는 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책들은 초심자가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독자 분들 중에는 ‘오라클을 다루려면 반드시 이 책은 읽어야 한다.’라며 추천 

받은 책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도 되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읽었던 경험이 있거나, ‘지

금 내 수준에 이런 책을 읽는 게 맞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졌던 독자들도 계실 겁

니다. 이 책은 그런 분들에게 매우 안성맞춤이며, 더 나아가 고급 지식을 접하는 데 

있어 튼튼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설명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왜 이럴까?’하고 고

민했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런 의문들을 머릿속에 항

상 지님으로써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도 더욱더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책에는 지금까지 옵티마이저를 RBO(규칙 기반 옵티마이저)로 문제없이 운영해 왔는

데 어째서 오라클은 CBO(비용 기반 옵티마이저)를 만들어 사용하기를 권하는지, 왜 커

넥션 풀링을 사용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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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운영·관리에 통합하여 더욱더 뛰어난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책은 고급 기술들을 모조리 담았다거나 모든 해답을 실은 그런 책은 아닙니

다. 오히려 과도한 지식은 덜어내고 일본오라클의 뛰어난 컨설턴트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은 업무 중 운영·관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식을 담백하게 담

아낸 편입니다.

제가 DBA 및 DA 업무를 해오면서 가장 강하게 느꼈던 의문점은 과연 사람들이 ‘기

술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용해선 안 되기에 사용하지 않는 것

인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오라클에 CBO라는 뛰어난 두뇌가 

새로 탑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BO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여다보려 하지 않고 마

치 블랙박스처럼 여기며 ‘어떻게든 알아서 돌아가겠지.’ 하는 생각만 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에는 성능 감시, 옵티마이저 등과 관련된 기술서들이 어려운 탓

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고급 기술서들의 내용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며, 오히려 반드시 읽어 두어야 할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급 

내용을 접하기에 앞서 이 책을 먼저 접한다면 어려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

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오라클을 좀 더 편하고 쉽게 접하여, 설령 문제가 발생하

더라도 겁먹지 않고 대처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출간을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것

이었습니다. 번역을 해볼 계기와 도움을 주신 위즈베이스 김주현 수석님과 출간을 결

정해 주신 제이펍 장성두 실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책을 번역하는 데 기반이 된 컨설팅 지식을 가르쳐 준 티시스 DA의 김병곤 

차장님과 운영·관리의 기술을 알려준 류민호 차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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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고 지지해 주는 DA/DB 파트원들(안효선 과장, 정병수 과장, 고장호, 이동영, 박

영택, 서병두, 이창규, 김상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든든한 조언자 역할을 해주시는 엠로의 황찬영 상무님과 유니윌 

김영조 선생님, 그리고 언제나 믿고 지지해 주시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

리고 싶습니다.

책과 관련된 번역의 오류, 제안뿐만 아니라 오라클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들은 메일

(xxeronis@hotmail.com)을 통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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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운영이나 관리에 필요하지만 다른 책에서는 그다지 소개하지 않는 내용을 예

리하게 잡아낸 모음집’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내용을 써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

다.’고 생각한 필자들이 ‘일반적인 제품 소개 서적이나 데이터베이스 도서에는 없는 내

용’ 중 ‘그것이 알고 싶었다!’ 같은 내용을 따로 추려 작성했습니다. 즉, 초급용 책을 완

전히 다 읽고 졸업한 분이 읽었으면 하는 책입니다. 사고방식 자체를 설명하고 있기 때

문에 오랫동안 여러분의 뼈와 살이 될 내용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책은 앞서 나온 책들에서 내용을 장별로 골라내

고 최신 지식을 더하여 새로이 단장한 것입니다. 이전 책은 프로 분들에게서 높게 평

가되어 프로젝트 현장에 두고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오라클의 버전이 새로워졌기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새로 쓰고 수정하였으며, 내

용도 운영이나 관리에 어울리는 장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업그레이드는 전면적으로 고

쳤고, 오라클 GoldenGate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업

그레이드 안건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활용해 주세요.

이 책에는 다음 내용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능	튜닝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

‘이것만	이해하면	완벽하다는	힌트	사용	방법과	통계	정보’

‘문자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적과	같은	지식’



 지은이	머리말  xvii

‘오라클	업그레이드는	이	방법이면	충분하니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않아도	됨’

‘원숭이도	이해할	수	있는	오라클’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은 꼭 구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버전에도	적용	가능한	오라클	성능	분석	방법에	흥미가	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로서	커넥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와	커넥션	풀링의	구조를	알고	싶다’

‘옵티마이저의	생각(오라클의	마음)을	알고	싶다’

‘앞으로	운영자에게	더욱더	중요해질	엔터프라이즈	매니저에	대해서	알고	싶다’

‘문자	코드의	구조를	이해하고	문자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고	싶다’

‘업그레이드에	사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비교하고	확실히	이해한	후에	선택하고	싶다’

이 책은 독자 여러분에게 생각해 볼 재료를 제공합니다. 함께 생각함으로써 일류 기

술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중에라도 ‘읽어 두길 잘했어!’라고 생각해 주신

다면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저자들에게는 스즈키 타다시 님과 함께 일했던 경험이 책을 집필하

는 데 있어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제품	지원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오라클	지원에	문의하

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책에서	소개하는	파티션이나	클러스터	등의	기능을	사용

하기	위해서는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라클사	홈페이지(http://www.oracle.

com/kr/index.html)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표현된	견해는	필자의	견해로서	오라클사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

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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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 케이지(小田圭二): 1부, 6부 리뷰 담당

일본오라클 컨설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며, 최근에는 JPOUG(일본오라클 사용자 그룹)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림으

로 알아보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오라클 설계》, 《그림으로 알아보는 OS/스토리지/네

트워크/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그림으로 알아보는 오라클의 구조》, 

《44개의 안티 패턴으로 배우는 DB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즉시 전력이 되는 오라

클 관리 기술~구조부터 알아보는 효율적인 관리의 노하우》 등의 서적에 참가했습니

다. 최근의 취미로는 인재 양성과 근육 운동입니다.

오오츠카 노부오(大塚信男): 2부, 4부 집필 담당

일본오라클 컨설팅 서비스 총괄 본부에서 DB 컨설팅 부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

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관해서는 16년차 베테랑입니다. 아직도 최고의 판매량

을 보이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는 제품에 경외감을 느끼며, 오라클을 선택하고 일

을 맡겨주는 고객들에게 항상 책임감과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라클을 이

렇게 구매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오라클의 뛰어난 기술자가 많이 존재하여 시스템 

사용자를 안심시킬 수 있다는 장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최전선에서 일하는 컨설턴

트로서 이러한 노하우를 여러 기술자에게 아낌없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믿

고 있습니다.



 지은이	소개  xix

이가라시 켄페이(五十嵐建平): 3부, 5부 집필 담당

도쿄 공업대 대학원 정보 이공학 연구과를 수료하였고, 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

습니다. 일본오라클 기술 컨설팅 부문의 플레잉 매니저로서 퓨전 미들웨어(Fusion 

Middleware) 전반과 데이터베이스를 담당합니다.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을 다수 담

당했으며, 최근 수년 동안은 분산 데이터 그리드, 이벤트 프로세싱 엔진 등에서도 많

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 ‘최첨단’ ‘어려운 것’ 등의 영역에 먼저 달려들어 경

험하는 것을 즐깁니다. 주말엔 노래 부르기에 심취해 있는데, 입사한 이래 공연 경험

이 100회를 넘었습니다.

타니 아츠오(谷敦雄): 1부 업데이트 집필 담당

일본오라클 기술 솔루션 컨설팅 총괄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리더로

서 업종이나 제품에 구애받지 않는 만능 테크니컬 아키텍트입니다. 2004년에 독립 소

프트웨어 하우스에서 전직했으며, 업무 애플리케이션·인프라 양쪽 모두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에서도, 장애를 해결하는 현장에서도 모두가 ‘잘 처

리 했어!’라고 웃을 수 있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엔 Engineered 

Service의 확립으로 분주한 와중에도 육아나 자신의 취미에 충실히 임하는 자유인입

니다.

미야자키 히로유키(宮崎博之): 6부 업데이트 집필 담당

일본오라클 기술 솔루션 컨설팅 총괄 본부의 시니어 컨설턴트입니다. 이전 직장인 

Sler에서 인프라를 담당하던 것을 계기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만나 더욱 심도 있

는 지식을 배워 현장에서 발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일본오라클에 입사했습니다. 이

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시스템의 설계·구축·운영 지원 등을 담당하며, 

고객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매일 분투 중입니다. 취미는 3년 전까

지는 골프, 작년까지는 자전거였으나 지금은 아들(0세)이랑 노는 겁니다. 이번 취미는 

여태까지의 취미보다 더욱 열심입니다. 미에현 츠시 출신입니다.

칸다 타츠나리(神田達成): 6부 업데이트 집필 담당

일본오라클 기술 솔루션 컨설팅 총괄 본부 소속이며, 오라클 DB를 중심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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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성능개선·운영까지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은 오라클 

VM을 함께 다룬 일이 많았으며, DB&VM이 전문 분야인 컨설턴트입니다. VM 기술

에 정통하기 때문에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관련의 업무도 많이 맡는 데다가, 인프라 

주변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살려 대형 클라우드 환경이나 데이터 센터의 계획부터 운

영 지원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본인이 관여한 업무 현장이 마지막까지 즐거운 분위기

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술과 귀여운 개구리 인형을 매우 사랑합 

니다.

무라카타 히토시(村方仁): 6부 집필 담당

2000년~2006년 사이에 일본오라클에서 근무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의 

최신 기술 검증과 교육 활동을 담당한 이후, 컨설팅 부문으로 이동하여 데이터베이스 

도입 컨설턴트로서 많은 대규모 시스템의 구축이나 장애 해결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

습니다. 그 후 IT 업계를 떠나 비즈니스 코치로 전직했으며, 현재는 주식회사 코치 에

이에서 기업의 경영자부터 관리직까지 여러 계층의 비즈니스 리더를 대상으로 일대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저로 《지도의 기본》, 기고는 <일경 정보 전략>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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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김인범 (SK C&C)

이 책은 그야말로 ‘실무 테크닉’이란 제목이 딱 어울릴 정도로 실제 상황에서 많이 발

생하는 사례를 토대로 쓰여 있습니다. 사례와 관련된 설명이 이토록 빛나는 건, 전적

으로 철저히 원리를 토대로 한 분석과 이를 통한 연계적인 상황 해석 덕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현 (프리랜서 개발자)

이 책은 오라클을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고, 때론 난관에 부딪

혀 구글 검색에 열을 올려 봤을 내용들만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아서 만들었다는 

느낌입니다. 내용은 깊게, 이해는 쉽게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던 내용들을 이 책을 통해 좀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서 무척 좋

았습니다.

  정연모 (이지닉스)

대부분의 오라클 서적들이 초보자 혹은 초급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쿼리문 위주였다

면, 이 책은 초보자들뿐만 아니라 중/고급 개발자들에게도 유용한 실무 위주의 책입

니다. 성능을 중심으로 한 간단하지만 유용한 정보들, 그리고 튜닝에 대한 해박한 지

식과 실무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등의 알찬 내용들로 가득한 보기 드문 전문 서적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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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우 (TOCSG)

기초용 서적은 아니고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다고 느낄 법한 내용입니다. 초급을 벗

어나려는 DBA나 최적화(튜닝)에 관심이 있는 오라클 관련 개발자들이 실무 테크닉을 

엿보기 위해 간단히 읽어 두면 참 좋을 서적입니다.

Beta  
Readers...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성능 분석 테크닉 

1
p a r t

오라클에 관련된 책이나 블로그 글들의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

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성능 관련 이슈를 대처하는 오라클 컨

설턴트의 입장에서 평가해 보자면, 성능 분석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1부에서는 성능 분

석 관점에서 아키텍처의 기본 지식, 분석에 사용하는 도구, 그리

고 오라클과 OS, I/O의 관계와 문제를 구별해 내는 방법을 설

명할 것입니다.



2

chap ter

엉망진창인  
오라클 성능 분석

오라클의 성능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곳을 구별해 내거나, 아키텍

처를 기준으로 상세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OS와 스토리지, 그

리고 네트워크 간의 I/O까지 포함한 시스템 전체도 감시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우선 오

라클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을 다시 한 번 배워나가며, 일반적으로 수행해 왔던 성능 관

리가 유효한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기 이벤트는 ‘악’인가?

우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다음의 가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주1

대기	이벤트주1의	수치가	크다

=

DB(데이터베이스)	튜닝의	여지가	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튜닝

의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은 이런 설명이 대체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자들의 생각으로는 70~80% 정도는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기준으로 튜닝을 하더라도 생각처럼 개선되지 않았던 경우들이 있었을 것

입니다.

먼저,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은 ‘대기 이벤트 = 악(惡)’이라고 하는 도식입니다. 대기 이벤

주1 대기	이벤트(wait	event)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다린다’는	것이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즉,	‘대기	이벤트의	수치가	크다	=	기다림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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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특정 장소/시간의 상태를 표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시스템의 성능은 물론 오라

클의 대기 이벤트라고 하더라도 애플리케이션까지 포함한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를 보

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세한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기초 지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는 의미로 오라클의 아키텍처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성능 이슈를 조사하는 방법’ 등 다른 책이나 블로그들

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노하우를 많이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석 방법에서는 개요 

정도만 다루지, 구체적인 명령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너

무 복잡하지 않도록 멀티스레드 서버 구성(MTS 구성)에 관해서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설에 별도로 주의사항을 적어 놓지 않은 스크립트 등은 오라클 11g R2에서 

작동을 확인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라클의 세 가지 기본 동작 모델

튜닝할 때 ‘오라클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하고 머

릿속에서 그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자는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동작 방식이나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

러분은 오라클의 동작 모델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후의 내용을 읽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 장에서 오라클의 구조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

니다. 그러나 오라클 관련 세미나(교육) 등을 이미 수강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림만을 보고 ‘성능 측정 방법과 평균치/합계치’부터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라클 동작 모델의 기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그림 1). 이 그림은 오라클 

동작 모델을 그리기 위한 백지도★입니다. 오라클 컨설턴트들은 이 백지도를 자주 사

용합니다. ‘오라클의 동작 방식’을 그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백지도를 기본으로 그릴 

수 있다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 역주	 	각종	정보를	기입하기	위한	작업용	기본도.	지도의	윤곽ㆍ경계ㆍ하천ㆍ도시ㆍ철길	따위는	표시하지만	글자는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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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 프로세스

컨트롤	파일 데이터	파일 REDO	로그

오라클 인스턴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변경	로그

로그	버퍼

LGWR

SQL

공유	커서

데이터

공유	풀 버퍼	캐시

딕셔너리

클라이언트

전용	메모리

(PGA에서	할당)

그림 1 오라클 동작 모델의 기본 그림

이어서 오라클의 주요 등장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 오라클 클라이언트군

	● 클라이언트 	——	SQL*Plus	등의	C/S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서버(이하	AP	서버)	등의	오

라클	측면에서	본	클라이언트입니다

	● 서버 프로세스 	——	클라이언트	대신에	DB	서버에서	작업을	해주는	대리인입니다

	● SQL문 	——	클라이언트가	서버	프로세스에	보내는	처리	명령문(statement)입니다(이것은	

단순히	텍스트이므로	오라클은	바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PGA 	——	서버	프로세스를	위해서	할당되는	전용	메모리(private	memory)로	사용됩니다

  ■ 오라클 인스턴스군

	● 공유 풀(Shared Pool) 	——	테이블이나	인덱스의	메타데이터와	 SQL문을	컴파일(hard	

parse)한	프로그램이	놓이는	공유	메모리입니다

	● 버퍼 캐시(Buffer Cache) 	——	오라클의	데이터가	놓이는	공유	메모리입니다

	● 로그 버퍼(Log Buffer) 	——	오라클을	변경처리	했을	경우의	REDO	로그를	기록하기	위한	

버퍼입니다(커밋(Commit)은	REDO	로그	파일에	기록돼야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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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그라운드 프로세스(Background Process) 	——	오라클	인스턴스를	지원하기	위해	무

대	뒤에	숨어	있는	것들입니다.	1부에서는	LGWR(Log	Writer,	로그	라이터)가	대표	선수

로	등장합니다

  ■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군

	● 데이터 파일(Data File) 	——	오라클	데이터를	보관하는	물리	파일입니다.	롤백을	위한	정

보(UNDO)도	이곳에	보관됩니다

	● REDO 로그 파일(REDO Log File) 	——	오라클의	REDO	로그를	보관하기	위한	물리	파

일입니다

	● 컨트롤 파일(Control File) 	——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정보를	보관하는	물리	파일

입니다

그럼, 이 모델을 사용해서 오라클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의 

가장 간단한 동작 모델은 캐시(cache)에 놓여 있는 데이터를 SELECT해 오는 경우입

니다(그림 2). 먼저, 오라클 클라이언트에서 수행한 SQL문이 서버 프로세스에 전달되

고, 서버 프로세스는 SQL문을 오라클 안에서 수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

해 컴파일합니다(하드 파스라고 합니다). 다른 사용자가 같은 SQL을 사용하여 이미 컴

❶ ④

②
③

★ 처리의 흐름

①	SQL	전송

②	Parse	&	실행

③	필요한	데이터에	액세스

④	결과	송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 프로세스

컨트롤	파일 데이터	파일 REDO	로그

오라클 인스턴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변경	로그

로그	버퍼

LGWR

SQL

공유	커서

커서

데이터

공유	풀 버퍼	캐시

딕셔너리

클라이언트

전용	메모리

(PGA에서	할당)

그림 2 캐시상의 데이터를 SELECT한 경우의 작동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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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된 프로그램이 공유 풀에 있으면 이를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것을 소프

트 파스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다른 사용자가 버퍼 캐시에 올려둔 데이터에 액세스하여 

수행한 SQL문에 해당하는 결과 집합을 만듭니다. 이것을 클라이언트에 회신하는 것

으로 처리가 종료됩니다. 처리 도중에 정렬(SORT)이 필요할 때는 PGA에서 할당된 전

용 메모리에서 정렬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가 캐시에 없을 경우입니다(그림 3). 조금 전과 다른 것은 서버 프로세스

가 SQL문의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디스크에서 읽어 들인다는 점입니다. 좀 전과 마

찬가지로 서버 프로세스가 SQL문의 처리를 도맡았습니다.

❶ ⑤
③②

④

★ 처리의 흐름

①	SQL	전송

②	Parse	&	실행

③		필요한	데이터를	디스크에서		

	읽어	들인다

④	필요한	데이터에	액세스

⑤	결과	송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 프로세스

컨트롤	파일 데이터	파일 REDO	로그

오라클 인스턴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변경	로그

로그	버퍼

LGWR

SQL

공유	커서

커서

데이터

공유	풀 버퍼	캐시

딕셔너리

클라이언트

전용	메모리

(PGA에서	할당)

그림 3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의 작동 방식

마지막은 데이터를 변경(UPDATE)할 때의 동작 모델입니다. 캐시에 이미 데이터가 있

다고 가정하겠습니다(그림 4와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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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⑤
④

⑥

②
③

★ 처리의 흐름

①	SQL	전송

②	Parse	&	실행

③		필요한	데이터에	액세스하여		

	변경	실시

④	REDO	로그를	로그	버퍼에	기록

⑤	변경	처리	결과	송신

⑥		LGWR이	비동기적으로		

REDO	로그에	기록	

(서버	프로세스는	대기하지		

않는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 프로세스

컨트롤	파일 데이터	파일 REDO	로그

오라클 인스턴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변경	로그

로그	버퍼

LGWR

SQL

공유	커서

커서

데이터

공유	풀 버퍼	캐시

딕셔너리

클라이언트

전용	메모리

(PGA에서	할당)

그림 4 데이터를 변경했을 때 작동 방식(데이터 변경 처리)

클라이언트 측면에서 보면, 서버 프로세스가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주인공이라는 것

은 변하지 않습니다. 서버 프로세스는 데이터를 변경한 후 로그 버퍼에 REDO 로그

를 씁니다. 이때 LGWR은 비동기적으로 REDO 로그를 REDO 로그 파일에 정기적

으로 기록하지만, 이 처리의 수행으로 인해 서버 프로세스가 대기하는 경우는 없습니

다. 서버 프로세스는 REDO 로그 파일에 기록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클라이언트에 

UPDATE가 완료되었다고 송신합니다(그림 4). 그것을 확인하고 클라이언트는 서버 프

로세스에 커밋을 송신합니다. 서버 프로세스는 커밋을 로그 버퍼에 기록하고, 그것을 

LGWR(LogWriter, 로그를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세스)에게 REDO 로그로 기록하도

록 의뢰합니다. 서버 프로세스는 LGWR이 모두 기록할 때까지 대기합니다. LGWR에

서 기록한 것이 완료되었다는 신호가 서버 프로세스에 전달되면, 서버 프로세스는 클

라이언트에 커밋이 완료된 것을 통보합니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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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⑤
③

④

②

★ 처리의 흐름

①	커밋문	전송

②	Parse	&	실행

③	커밋을	로그	버퍼에	기록	

	(⑤번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

④	LGWR이	REDO	로그에	기록

⑤	커밋	처리	결과	송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 프로세스

컨트롤	파일 데이터	파일 REDO	로그

오라클 인스턴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변경	로그

로그	버퍼

LGWR

커밋

공유	커서

커서

데이터

공유	풀 버퍼	캐시

딕셔너리

클라이언트

전용	메모리

(PGA에서	할당)

그림 5 데이터 변경시의 작동 방식(커밋 처리)

성능 측정 방법과 평균치/합계치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할 때는 주요 처리 지점에서 타임스탬프(timestamp)

등의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웹 시스템에서는 그림 6처럼 시퀀

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계측 포인트를 생각해 봅시다.

AP 서버
(오라클 클라이언트)

RDBMS
(오라클)

웹 클라이언트

수신

0.11초
송신

0.12초

수신

0.01초

송신

0.24초

송신

0.10초

수신

0.13초

송신

0.00초

수신

0.25초

(시간)

그림 6 시스템에서 성능 측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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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웹 브라우저의 요청이 AP 서버에 도착한 시간, AP 서버에서 처리되어 DB에 

SQL문이 전송되는 시간, DB에서 SQL문의 결과가 돌아온 시간, AP 서버에서 웹 브

라우저에 송신된 시간은 언제인지 등과 같은 타임스탬프를 기록해 나갑니다. 이런식

으로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어디서 지연이 발생하였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

습니다. 오라클의 내부 동작 방식에서도 위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림 7).

오라클
클라이언트 1

서버
프로세스 1

서버
프로세스 2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오라클
클라이언트 2

그림 7 오라클 내부처리의 시퀀스 다이어그램

하지만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AWR(Automatic Workload Repository), STATSPACK 

등의 성능 분석 도구나 SQL 트레이스(SQL문을 조사하는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오라

클의 성능 정보는 요약된 정보만 표시되기 때문에 그림 7과 같은 계측은 불가능합 

니다.

정보를 요약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막대한 상세 정보를 보지 않고(가

령, DB 서버 전체) 개요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AWR(또는 STATSPACK)은 

그런 용도에 적합하며, SQL 트레이스는 세션(오라클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논리적인 접속) 

단위로 SQL문의 정보를 요약해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SQL문이 1

만 번 수행되어도 간략히 정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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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보가 요약되는 것에 대한 단점으로는 실행한 순간의 상태를 아는 것이 불가

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 운영 중인 시스템은 항상 같은 상태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SQL문의 처리가 10회 중 1회만 지연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AWR(또는 

STASPACK)에서 제공되는 요약 정보에서는 평균치밖에 볼 수 없어서 지연되었는지 아

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연되었을 때 해당 SQL문이 DB에 전달되었는지 아닌

지도 판별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시점에 어떤 SQL문이 수행되었는지, 어

떤 대기가 발생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보를 요약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약된 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와 좀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

야 할 때를 판단하고, 확인된 정보의 의미와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서버 프로세스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AWR(또는 STATSPACK)이나 오라클에 포함되어 있는 도구를 사용해 성능 데이터를 

볼 때에는 ‘서버 프로세스’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기에서

는 이 두 개의 프로세스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은 AWR의 출력 결과(발췌)를 보겠습니다(리스트 1).

리스트 1 AWR의 출력 결과(발췌)

… (전략) …

Top 5 Timed Foreground Events
~~~~~~~~~~~~~~~~~~~~~~~
                                                            Avg
                                                           wait   % DB
Event                                  Waits     Time(s)   (ms)   time Wait Clas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b file scattered read             4,840,004      29,040      6   48.3 User I/O
db file sequential read           15,690,084      15,690      1   26.1 User I/O
enq: TX - index contention            73,164       9,987    136   16.6 Concurrenc
log file sync                        886,600       3,480      4    5.8 Commit
DB CPU                                             1,14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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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 CPU (CPUs:   48 Cores:   48 Sockets:   12)
~~~~~~~~       Load Average
               Begin       End     %User    %System      %WIO     %Idl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2      0.09       3.9        0.7       0.0      95.3

Foreground Wait Class                  DB/Inst: ORAORA/inst01  Snaps: 446- 447
-> s  - second, ms - millisecond -   1000th of a second
-> ordered by wait time desc, waits desc
-> %Timeouts: value of 0 indicates value was < .5%.  Value of null is truly 0
-> Captured Time accounts for        100.6%  of Total DB time      60,073.05 (s)
-> Total FG Wait Time:            59,287.99 (s)  DB CPU time:       1,140.95 (s)

                                                                  Avg
                                      %Time       Total Wait     wait
Wait Class                      Waits - outs         Time (s)     (ms)  %DB tim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ser I/O                   20,540,284     0           44,742        2      74.5
Concurrency                   139,667     0           10,841       78      18.0
Commit                        886,600     0            3,480        4       5.8
DB CPU                                                 1,141                1.9
Network                     1,477,153     0               97        0       0.2
Configuration                     852     2               87      103       0.1
Other                           1,394     0               39       28       0.1
System I/O                      2,888     0                0        0       0.0
Application                       243     0                0        1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oreground Wait Events                 DB/Inst: ORAORA/inst01  Snaps: 446- 447
-> s  - second, ms - millisecond -    1000th of a second
-> Only events with Total Wait Time (s) >= .001 are shown
-> ordered by wait time desc, waits desc (idle events last)
-> %Timeouts: value of 0 indicates value was < .5%.  Value of null is truly 0

                                                             Avg
                                        %Time Total Wait    wait    Waits   % DB
Event                             Waits - outs   Time (s)    (ms)     /txn   tim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b file scattered read          134,806     0     29,040     215      0.2   48.3
db file sequential read         896,415     0     15,690      18      1.0   26.1
enq: TX - index contention       73,164     0      9,987     136      0.1   16.6
log file sync                   886,600     0      3,480       4      1.0    5.8
SQL*Net message to client     1,415,649     0         92       0      1.6     .2
enq: TX - allocate ITL ent          748     2         84     113      0.0     .1

Background Wait Events                 DB/Inst: ORAORA/inst01  Snaps: 446- 447
-> ordered by wait time desc, waits desc (idle events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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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events with Total Wait Time (s) >= .001 are shown
-> %Timeouts: value of 0 indicates value was < .5%.  Value of null is truly 0

                                                             Avg
                                        %Time Total Wait    wait    Waits   % bg
Event                             Waits - outs   Time (s)    (ms)     /txn   tim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og file parallel write         300,089     0        118       0      0.3   19.1
db file parallel write           57,239     0         53       1      0.1    8.6
latch free                        2,964     0         46      16      0.0    7.5
LGWR wait for redo copy          46,321     0          4       0      0.1     .7
latch: enqueue hash chains           29     0          4     142      0.0     .7
control file sequential re          774     0          2       2      0.0     .3
ASM file metadata operatio          372     0          1       3      0.0     .2
os thread startup                     5     0          0      68      0.0     .1
log file sequential read            110     0          0       3      0.0     .1

… (이하 생략) …

리스트 1에서 흰색으로 된 부분 중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서버 프로세스(백그라운드 프

로세스도 포함되어 있지만 거의 없음), 세 번째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입니다. 백그라운

드 프로세스 부분에는 ‘Background’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프로세

스란, 서버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표

면에 나서서 고객에게 영업하는 사람이 서버 프로세스라면, 사무실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입니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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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결과를	빨리	

회신하자!(상품을	건넨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스태프)

오라클 
클라이언트 
프로세스
(고객)

오라클의 
버퍼 캐시

SQL문을	돌려주기	위해	필요하니까	

빨리	일해!	기다릴게!

우리는	서버	프로

세스와는	다르게	

클라이언트	프로

세스에서	직접	요

청을	받는	일은	없

잖아.	서버	프로세

스한테	부탁받으

면	서두르겠지만,	

보통은	정기적으

로	창고	정리만	하

면	돼!

서버 
프로세스
(영업)

이거	주세요

(SQL문	송신)

그림 8 각 프로세스의 역할과 움직임

그림 8을 그림 2, 그림 3과 비교해 보세요. 이 그림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백그라운

드 프로세스의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서버 프로세스의 처리만 늦지 않는다면 SQL문은 

빠르게 처리됩니다. 즉, 오라클의 성능을 확인할 때에는 대부분 서버 프로세스 정보

를 보면 충분합니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의 정보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인해 서

버 프로세스가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보면 됩니다.

AWR(또는 STATSPACK)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리스트 1의 하얀 부분)는 존재

하는 각 서버 프로세스(또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만 계

측했을 뿐인데도 데이터 파일을 읽는(디스크에서 읽는) 시간이 세 시간이라고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WR(또는 STATSPACK)의 정보는 각 프로세스의 합계다.’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대기 이벤트란?

‘대기(Wait)’란, 프로세스(세션)가 CPU를 사용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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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벤트(Event)’란, 직역하면 ‘사건’이며, I/O나 락(Lock)경합 등을 말합니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좀 더 간단히 말하면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하지 않고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사건’이 ‘대기 이벤트’입니다.

대기 이벤트와 통계치의 관계

‘DB CPU’라는 통계치가 AWR(또는 STATSPACK)에 있으며, 이것은 모든 서버 프로세

스가 사용한 CPU의 합계 시간입니다. 동작 모델의 그림 7을 기준으로 ‘DB CPU’와 

대기 이벤트의 관계를 표시해 보면 그림 9처럼 됩니다.

멀티스레드	구성(MTS)이	아닌	경우	세션

은	프로세스와	거의	같다.	그러므로	그림	

속의	세로줄은	각각	세션의	상태	히스토

리라고	봐도	된다

서버 
프로세스 1

:		Idle인	대기	이벤트로	서버	프로세스는	대기	중(Idle이라는	것은	SQL문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로,	대부분의	경우		SQL문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서버 
프로세스 2

:		Idle이	아닌	대기	이벤트로서	서버	프로세스는	대기	중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		CPU	사용	중.	대기	이벤트가	아니다.	전	서버	프로세스의	CPU	사용	시간	합계가		

	‘cpu	used	by	this	session’

SQL문	도착

결과	회신

SQL문	도착

결과	회신
디스크SQL문이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Idle	상태

그림 9 SQL문 처리와 대기 이벤트, CPU 처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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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SQL*Net message from client’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버 프

로세스가 DB의 클라이언트(SQL*Plus나 AP 서버)에서 오는 SQL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9에서는 회색 선 부분이 ‘SQL*Net message from client’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Idle 대기 이벤트는 통상적으로 무시해도 상

관이 없는 것들입니다(정확히는 오라클이 SQL문을 처리할 때 패킷을 주고받는 것이 많아 

처리하는 도중에도 ‘SQL*Net message from client’가 될 수도 있지만, 계측되는 대부분의 해

당 대기 이벤트는 SQL문을 기다리는 것이므로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db file sequential read’ 이벤트(디스크에서 무작위(랜덤)로 읽는 것)에서 프로

세스는 데이터 파일에서 랜덤 I/O주2로 데이터(블록)를 읽어 들이는 중이며, 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림 9에서는 파란색 선으로 된 부분이 그러합니다. 

SQL문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읽어 들이고 있으므로 SQL문의 처리 시간 속

에 포함됩니다. 즉, Idle이 아닌 대기 이벤트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대기 이벤트의 카테고리가 대기 클래스

오라클 10g 이후에서 대기 이벤트를 좀 더 잘 파악하기 위해 대기 클래스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수많은 대기 이벤트를 개념별로 

나눈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라클 성능 문제에서 자주 등

장하는 대기 이벤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리스트 2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TOP 5 이벤트

Top 5 Timed Foreground Events
~~~~~~~~~~~~~~~~~~~~~~~
                                                           Avg
                                                          wait   % DB
Event                                 Waits     Time(s)   (ms)   time Wait Clas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b file scattered read            4,840,004      29,040      6   48.3 User I/O
db file sequential read          15,690,084      15,690      1   26.1 User I/O

주2 대기	이벤트명은	‘sequenti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랜덤	 I/O입니다.	오라클에서	발생하는	여러	

sequential	I/O는	‘db	file	scattered	rea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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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q: TX - index contention           73,164       9,987    136   16.6 Concurrenc
log file sync                       886,600       3,480      4    5.8 Commit
DB CPU 1,141 1.9
Host CPU (CPUs:   48 Cores:   48 Sockets:  12)
~~~~~~~        Load Average

‘db file scattered read’, ‘db file sequential read’, ‘enqueue : TX - index conten-

tion’, ‘log file sync’라고 하는 것들이 ‘DB CPU’와 비교하여 매우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한 번 보면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만, 실

제로 오라클에서 발생하는 성능 문제를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이러한 대기 이벤트를 

관계자들 대부분이 이해하고 계실까요? 저자들의 경험으로는 먼저 ‘뭐야 그건?’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I/O 문제’, ‘데이터베이스 내부 자원의 대기 

문제’, ‘커밋 시의 문제’라고 말을 바꾸어 설명하면 어떨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는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고도 오라클에서 무엇인가가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이

해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세세한 대기 이벤트를 좀 더 알기 쉬운 개념으로 정

리하기 위한 카테고리가 바로 대기 클래스입니다. 오라클의 대기 클래스는 다음과 같

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표 1 오라클의 대기 클래스

클래스 설명

Administrative 사용자를	대기하게	하는	DBA	명령어에	의한	대기(예:	Index	재생성)

Application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의한	대기(예:	Row	level	lock	또는	명시적	락	명령어

가	원인으로	락	대기)

Cluster RAC	자원에	관련된	대기(예:	gc	cr	block	busy	등의	global	cache	자원)

Commit 한	가지	대기	이벤트만으로	구성된	대기	클래스.	커밋	후의	REDO	로그	기록을	확인하

기	위한	대기(log	file	Sync)

Concurrency 데이터베이스	내부	자원의	대기(예:	Latch)

Configuration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또는	인스턴스의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대기(예:	로

그	파일	크기나	공유	풀	등이	적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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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오라클의 대기 클래스(계속)

클래스 설명

Idle 세션이	Active가	아닌	작업(SQL*Net	message	 from	client	등)	중인	것을	표시하

는	대기

Network 네트워크	메시지(SQL*Net	more	data	to	dblink	등)와	관련된	대기

Other 통상	시스템에서	발생하지	않는	대기(예:	wait	for	EMON	to	spawn)

Queue 파이프라인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발생하는	지연을	나타내는	이

벤트가	포함된다.	이	문제는	Oracle	Streams,	패러럴	동기화,	PL/SQL	패키지	등의	기

능에	영향을	준다.

Scheduler 리소스	매니저(Resource	Manage)에	관련된	대기(예:	resmgr:	become	active)

System	I/O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I/O의	대기(예:	db	file	parallel	write의	DBWR	대기)

User	I/O User	I/O의	대기(예:	db	file	sequential	read)

오라클의 성능 분석을 수행할 때 대기 클래스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감이 좋으신 분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대기 클래스는 오라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인 지연 패턴입니다. 이것을 착안점으로 두고 오라클의 성능 분석을 수행하면 대부분

의 경우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대기 이벤트의 종류(1,116개)가 매우 많은 것에 비

해 대기 클래스는 겨우 13개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처음 대기 이벤트를 공부하려고 

하면 양이 너무 많아서 쉽게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자는 실용적인 성능 분석

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기 클래스 정도로 정리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제대로 마스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대기 클래스입니다. 대기 이벤트는 분

석을 해나갈 때마다 하나씩 익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실제로 저자가 분석할 때 나오

지 않는 오라클의 대기 이벤트들도 수두룩합니다).

진정한 대기 이벤트란?

대기 이벤트를 튜닝할 때 DB만 보고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시야를 넓

혀 ‘애초에 애플리케이션이나 SQL문을 변경하여 데이터를 가져오는 양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발상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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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TP(On-Line Transaction Processing,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에서 패러럴 처리

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그림 9에서 알 수 있듯이 ‘DB CPU’와 ‘Idle 상태가 아닌 대기 

이벤트’를 합한 시간이 SQL문의 처리에 걸린 전체 처리 시간과 거의 동일합니다주3.

이렇게 대기 이벤트에는 두 종류가 있으며, Idle 대기 이벤트는 무시해도 상관이 없고, 

‘Idle이 아닌 대기 이벤트’와 ‘DB CPU’를 합한 시간이 SQL문의 처리에 걸린 합계 시

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오라클 성능 분석 방법과 문제점①  
―― 합계와 평균의 마술

여러분은 성능 관련 정보의 수집 간격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 두셨습니까? AWR(또는 

STATSPACK)에 있는 수집(스냅샷(Snapshot)이라고 불린다) 간격은 한 시간이고, OS의 

I/O 정보도 수십 분 간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1분 정도 지연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어떤 정보가 나타나는지 생각해 봅시다.

지연된 상황은 ‘디스크에서 읽어들이는 것이 1분 정도 지연되었다.’고 가정합니다. I/O

가 많이 발생하는 DB는 지연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한 시간에 3,000초 정도의 ‘db 

file sequential read’가 계측됩니다. 보통은 20밀리초 정도 걸리는 읽기 시간이 1분간 

1회만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3,000초가 겨우 3,060초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 정도의 

증가는 ‘오차이거나 약간 부하가 있었다.’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평균을 

내버리게 되면 1회당 읽는 시간이 20.4밀리초입니다(그림 10). OS에서 수집하는 I/O 정

보도 수십 분 간격으로 수집할 경우, 같은 정보를 표시할 것입니다.

주3 CPU	자원이	부족할	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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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 시간

20밀리초 20밀리초20밀리초20밀리초 20밀리초

20밀리초 20밀리초평균

20밀리초

평균

20.4밀리초
1분

그림 10 지연없이 읽고 있을 때(왼쪽)와 읽어 들이는 것이 1회당 1분간 지연되었을 때(오른쪽)

이런 정보를 기초로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엔지니어도 많습니다만, 실제로는 1분이 지

연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정보 수집의 간격이 길어지게 되면 합계나 평균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

는 현상을 ‘합계와 평균의 마술’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을 판별

해 낼 방법을 1부의 2장과 3장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의 ‘일반적인 오라클 성능 분석 방법의 문제점② ――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큐의 마술’과 ‘일반적인 오라클 성능 분석 방법의 문제점③ ―― 계측 포인트의 마술’의 

내용은 조금 어려우므로 간단히 읽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인 오라클 성능 분석 방법의 문제점②  
――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큐의 마술

‘큐(Queue)’에 관해 전공 서적이나 정보 처리 자격증을 준비하며 이미 알고 계신 분들

이 많을 것입니다. DB 엔지니어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대로 

된 성능 진단은 계산식이나 공식보다는 큐의 작동 방식이나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더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큐는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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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큐(Enqueue) 대기(테이블이나 행에 걸린 락 등을 기다리는 대기 이벤트)나 커넥션

(Connection) 취득 대기(커넥션 풀에서 발생하는 대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CPU, 

Latch(오라클 내부의 락), 로그 라이터(Log Writer. 이하 LGWR), 데이터베이스 라이터

(Database Writer. 이하 DBWR★), 파일 시스템, 디바이스 드라이버, 디스크, 네트워크 

드라이버 등 나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주4.

큐로 확인하는 성능 이슈의 원인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지 실제 시스템에서도 큐 상태로 놓인 경우가 매우 많습

니다. 큐의 존재를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큐는 ‘생겼다가 사라짐’을 반

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큐는 그 존재나 계측 포인트가 별로 알려지지 않았기도 

하며, 성능이 나쁘더라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업무 시간 동안은 OLTP 처리로 인해 

여러 테이블이 조금씩 골고루 변경되고, 저녁에는 배치 처리 때문에 한 테이블의 데이

터가 대량으로 변경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오라클은 DBWR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를 

기록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어느 정도 모이면 기록하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기록함’을 

반복합니다. 업무 중에는 한 번에 하나의 블록이, 저녁에는 한 번에 열 개의 블록이 

데이터 파일에 기록된다고 가정합니다. 두 경우, 블록 하나가 기록하는데 걸리는 시간

(응답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다음의 계산식을 보겠습니다.

저녁의	응답	시간	=
20밀리초	+	40밀리초	+	……	+	200밀리초

=	110밀리초
10

실제로 한 블록을 기록하는데 20밀리초가 걸리고 업무 시간에는 20밀리초, 저녁에는 

한 블록당 110밀리초가 걸립니다.

주4 큐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인큐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래치는	큐로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응답	시간은	

인큐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역주	 	오라클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파일에	기록하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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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록	요청은	동시에	

한	개밖에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열	개째의	처리가	

끝날	때는	200밀리초

가	걸립니다

DBWR DBWR

업무 시간

디스크 디스크

비업무 시간(저녁)

20밀리초 20밀리초 20밀리초

200
밀리초

그림 11 큐에 의한 응답 시간의 악화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DBWR은 ‘기록했다 멈춤’을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능이 

부족한 것은(항상 큐가 발생함) 아닙니다만, 이런 순간적인 큐는 발생합니다. 그 결과, 

저녁에 기록할 때는 실제 기록하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런 응답 

시간을 보았을 때 ‘응답 시간이 나쁘다 = 스토리지의 성능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

까요?주5

오히려 고부하 상태 쪽이 처리가 빠른 수수께끼

이런 현상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olaris의 I/O의 통계 정보를, 

평상시와 부하를 걸었을 때의 상태로 나누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평

주5 이런	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오라클	컨설턴트는	기록하는	성능을	신경	쓰지	않든가,	아니면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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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의 응답 시간이 늦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큐로 인해 발생하며, 이 이상

의 자세한 설명은 본문에서 너무 벗어나므로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웹 사

이트 ‘Solving the iostat disk mystery(http://sunsite.uakom.sk/sunworldonline/swol-

10-1996/swol-10-perf.html)’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진정한 성능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큐의 특성

을 이해하고 어디서 큐가 발생하는지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짐’을 반복해서 응답 시간을 악화시키는 현상을 여기서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큐의 마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오라클 성능 분석 방법의 문제점③  
―― 계측 포인트의 마술

일반적으로 ‘STATSPACK에서 대기 이벤트 합계가 클 경우, 또는 대기 이벤트의 평균

치가 클 경우 튜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세션 수가 많아도 처리량은 같다

DB 안에 병목 현상(테이블 락)이 한 군데 있으며, 모든 처리가 거기서 걸려서 지연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세션 수가 두 개일 경우와 세 개일 경우의 대기 이벤트 합계

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략 세션 수가 세 개일 경우, 두 개일 경우에 

비해 대기 이벤트(오라클에서는 테이블 락의 대기가 ‘enqueue’로 표시됨)의 합계가 두 배 

입니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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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이 두 개인 경우

세션이 세 개인 경우

서버 
프로세스 1

서버 
프로세스 1

서버 
프로세스 2

서버 
프로세스 2

서버 
프로세스 3

SQL문	도착

SQL문	도착

결과	회신

결과	회신

결과	회신

결과	회신

0.1초

0.1초

0.1초

0.1초

0.1초

0.2초

0.2초

0.1초

0.1초

SQL문	도착

SQL문	도착

SQL문	도착

SQL문	도착

SQL문	도착

SQL문	도착

SQL문	도착

테이블에	락이	걸려

처리하지	못하고		

대기

테이블에	락이	걸려

처리하지	못하고		

대기

테이블에	락을	걸고	

처리	중

테이블에	락을	걸고	

처리	중

그림 12 세션이 두 개인 경우와 세 개인 경우 비교

테이블 락을 획득한 세션은 SQL문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션 한 개에는 대기 이

벤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세션은 인큐 상태로 대기하게 됩니다. 세션 

수가 두 개일 경우에는 세션 한 개만 인큐 상태입니다만, 세션 수가 세 개일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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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세션이 인큐 상태가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두 배의 합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 12의 파란색 선 부분을 추가로 봐 주세요).

하지만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세션 수가 세 개일 때 성능이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

습니다. 왜냐하면, 처리량은 세션 수가 두 개일 때나 세 개일 때나 모두 같기 때문입니

다(그림 12의 ‘결과 회신’을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도 처리량은 같다

락이 필요한 처리가 1회에 0.1초 걸린다고 했을 때 평균 대기 시간(Latency Time)을 계

산합니다. 세션 수가 두 개일 경우 인큐 대기의 평균 시간은 0.1초로, 세션 수가 세 개

일 경우는 0.2초가 됩니다. 튜닝을 할 때 테스트 시의 세션 수가 너무 많아 성능이나

빠진다고 생각하여 세션 수를 줄인 다음 대기 이벤트가 줄었다고 기뻐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만, 그림 12와 같은 경우에는 세션 수를 줄인다고 해서 처리량이 변하지는 않

습니다. 이것이 ‘대기 이벤트가 크다 = DB튜닝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꼭 옳지만

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응답 시간이 짧아도 처리량은 동일

SQL문의 응답 시간(Response Time)은 인큐 대기 시간 및 처리에 걸리는 0.1초도 있으

므로 세션 수가 두 개일 경우 0.2초, 세 개일 경우 0.3초가 됩니다. 여기서 ‘응답 시간

이 0.2초일 경우가 0.3초보다 좋은 거 아닌가?’라고 통틀어 말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P 서버의 커넥션 풀(connection pool)을 사용하고 있을 때 

세션 수(커넥션 수)가 두 개나 세 개라고 해도, 사용자 입장에서의 응답 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DB가 시스템의 일부인 이상, 상위 시스템(이 경우에는 AP 서버)의 처리 요청

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튜닝을 해본들 의미가 없습니다(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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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프로세스의	수가	부

족하기	때문에	AP	측에

서	SQL문을	수행하기	위

한	대기가	발생하였다.	서

버	프로세스가	충분하다

면	이	대기는	DB	측에서	

발생한다

서버 
프로세스 1

AP 서버의 
스레드

서버 
프로세스 2

SQL문	도착

결과	회신

결과	회신

0.1초 0.1초

0.1초 0.1초

SQL문	도착

SQL문	도착

SQL문	도착

테이블에	락이	걸려

처리하지	못하고		

대기

테이블에	락을	걸고	

처리	중

그림	10에서는	서버	프로세스의	수를	세	개에서	두	개로	줄이면	오라클의	대기는	줄어들지만,	그	결과	

이	그림과	같이	AP	측에서	대기가	발생해	버리게	된다

그림 13 대기의 발생 장소가 다를 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관점에 따라 변하는 성능

DB가 시스템 일부이며 거기에 병목 현상이 있는 한, 상위 시스템(AP 서버 등)을 아무

리 튜닝한들 사용자가 기다리는 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DB가 작동하는 겉

모습(대기 이벤트)은 계측 포인트에 의해 변합니다. 이런 계측 포인트에 의해 현상이 달

라 보이는 것을 여기서는 ‘계측 포인트의 마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또한, 이 마술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성을 포함한 전체 아키텍처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이상, 마술이라고 부른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 세 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런 식

으로 배워 나가면 단순한 지표만으로 성능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기 이벤

트의 합계치가 작으면 돼’, ‘평균치가 작으면 문제없어’라고 단순히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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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2장에서는 1장에서 소개한 아키텍처나 이론을 토대로 구체적인 성능 튜닝 방법

을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도구, 스크립트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DB에	접속(connect)하기	위해	드는	처리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SQL

문을	수행할	때에	비교하면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CPU	처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구	버

전	오라클에서는	접속	처리를	동시에	하지	못하므로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는	커넥션	풀링(connection	pooling)을	만들어	사

용하는	것보다	편해서	SQL문을	실행할	때마다	접속	처리를	하도록	개발하는	경우가	있지

만,	그런	경우는	위에	설명한	것처럼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능	정보를	수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에서	소개한	스크립트는	DB의	접속	부하를	최소화하도록	작성

되어	있습니다.

DB 접속에 관하여c o l u m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