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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어스㈜ 컴퓨팅사업부 DB지원팀에서는 일반적인 M/A 서비스 외에 컨설팅, 튜닝, 
Capacity Planning & Sizing 등의 고급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고객에게 보다
낳은 가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노트에서는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서버의 Database로 사용되는 Oracle RDBMS를 튜닝하는 기법을 기술하
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홈페이지들은 데이터베이스 튜닝을 통하여 80~90%의 성
능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포탈사이트를 비롯하여 게시판 위
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보용 홈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통계를 보이
고 있는 것은 그만큼 데이터베이스 튜닝이 홈페이지의 특성에 맞게 튜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Web Program이 데이터베이스를 어
떤 방식으로 이용하며, 연동 형태나, 데이터의 크기, 분포 등을 제대로 이해하
고 알맞게 최적화(튜닝) 시켜서 최상의 성능(Performance)을 낼 수 있도록 조정
하는 것이야말로 전체 Web System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입니다. 금번 기술노트는 1,2부로 나누어 웹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방법들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웹웹 시스템의시스템의 안정적인안정적인 성능성능 보장보장

웹 서버의 튜닝 네트워크의 안정화

Httpd 및 Jserver의 튜닝

Source Code의 수정

개별 SQL 문장의 튜닝

오라클 인스탄스 튜닝

네트워크 성능 분석

SQL Net 튜닝

TCP/IP Kernel 파라미터

의 튜닝

옵티마이저의 튜닝 및
올바른 통계정보의 생성

사용자(End-User)의 응답시간에 기준을 둠

표준화된 절차 및 권장사항 반영

데이터의 특성 및 활용 방식에 기반을 둔 튜닝

구현사상

데이터베이스의 튜닝

웹 시스템 환경의 안정화

웹 시스템의 안정화 시, 데이터베이스에 초점을 맞춘 튜닝은 관련 분야들의 동시
튜닝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Web DB 튜닝은 웹 서버의 환경 튜닝 및 네트워크
안정화 작업을 통하여 성능 향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1-1. Optimizer_mode와 통계정보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용도의 데이터베이스뿐 아니라, 일반적인 용도의 데이터베
이스 역시 optimizer_mode는 choose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Choose는 통계정
보가 생성되어 있을 경우는 Cost Based Optimizer로 운영되고, 통계정보가 없는
경우는 Rule Based Optimizer로서 동작하라는 의미이다. CBO(Cose Based 
Optimizer)와 RBO(Rule Based Optimizer)는 완전히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목적, 데이터의 사용 방식, 특징을 고려하여
CBO나 RBO 중 하나의 방식을 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웹페이지
의 게시판 위주로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의 optimizer_mode는 first_rows로 설정
하여 개별 쿼리를 튜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1-1 예측된 통계정보

Optimizer_mode와 관련되어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은 통계정보의 생성 유무에서
비롯된다. 보통, 오라클을 인스톨하는 단계에서 default 로 설정되는 choose모드
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계정보를 전혀 생성하지 않거나, 일부 테이블에
대해서만 생성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optimizer는 부정확한 Access 
Path를 실행계획(execution plan)으로 생성한다. A, B, C, D 의 네 개의 테이블
의 조인할 경우 A 테이블에만 통계정보가 생성되어 있고, B, C, D 테이블에는 통
계정보가 없을 경우 옵티마이저는 B,C,D 테이블에 대해서 예측된 통계정보를 사
용하여 실행계획을 만들기 때문이다.

1-1-2 과거 데이터 기반의 통계정보

또한, 현재의 데이터와 통계정보를 생성한 시점의 데이터를 비교하였을 때, 데이
터의 변경이 심하게 발생한 경우 optimizer는 부정확한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잘
못된 실행계획을 작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통계정보가 생성된 2004
년 10월의 A 테이블의 데이터 건수는 17건이었는데, 현재 시점의 A 테이블은
750,000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이것은 주기적으로
통계정보를 생성하지 않았을 경우,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의 대표적인 원인
이 된다. 

1-1-3 통계정보의 확인

옵티마이저는 현재 750,000건의 데이터와 잘 만들어져 있는 인덱스 조건을 무시
하고, A 테이블에 대하여 Full Table Scan을 할 가능성이 높다. A 테이블의 인덱
스를 활용한 Access보다, 통계정보에 의존하여 테이블에는 단지 17건의 데이터가
2개 오라클 블록에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17건의 데이터는 단 두 개의
블록만 메모리로 Loading하면 Access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인덱
스 블록을 거쳐서 테이블 블록에 Access하는 방법이 더 Cost가 많이 든다고 판단
하는 것이다.

1. 데이터베이스의 튜닝



통계정보의 확인은 아래와 같은 뷰를 통하여 가능하다.

SQL> select TABLE_NAME, NUM_ROWS, BLOCKS,AVG_SPACE, LAST_ANALYZED 
from user_tables;

TABLE_NAME        NUM_ROWS     BLOCKS  AVG_SPACE LAST_ANALYZED
--------------- ---------- ---------- ---------- -------------------
DEPT                     4          1       7978 2005-08-16 12:52:39
EMP                     14          1       7483 2005-08-16 12:52:35
BONUS
SALGRADE
DUMMY

1-1-4 통계정보의 생성

위 쿼리 결과에 따르면 emp 테이블과 dept 테이블에는 정확한 통계정보가 생성되
어 있지만, 나머지 테이블에는 통계정보가 없다. 이 경우 만일 emp 테이블과
bonus 테이블이 조인되는 경우, 옵티마이저는 CBO(Cost Based Optimizer)로 운영
되며 Bonus 테이블에 대해서는 예측된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작성하게
되므로 잘못된 실행계획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통계정보는 항
상 최신의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생성하여 옵티마이저가 최선의 실행계
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간단한 명령어 또는 패키지를 이용하여 통계정보를 생성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방법 1 ]

SQL> connect scott/tiger

SQL> analyze table EMP compute statistics; 

Scott 유저의 EMP 테이블 전체 block을 대상으로 통계정보를 생성한다.

[방법 2 ]

SQL> conn /as sysdba

SQL> exec dbms_utility.analyze_schema(‘SCOTT’,’COMPUTE’,NULL,50);

Scott 유저의 모든 테이블 및 인덱스에 대하여 50% 샘플링한 통계정보를 생성한다.

[방법 3 ]
SQL> exec dbms_stats.GATHER_TABLE_STATS( OWNNAME => 'SCOTT',-

TABNAME => 'EMP',-
ESTIMATE_PERCENT  => 50,-
BLOCK_SAMPLE => TRUE,-
METHOD_OPT => 'for all indexed columns',-
DEGREE => 4,-
CASCADE => TRUE);

오라클에서 가장 권장되는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며,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 이 패키

지의 수행결과 Scott 유저의 EMP테이블은 전체 블록 중 50%에 대하여 Block sampling 
기법을 적용하여 4개의 sub process를 이용한 병렬 통계 정보 생성이 진행된다. 인덱스
가 생성되어 있는 컬럼에 대해서는 히스토그램이 생성되며, EMP 테이블에 생성되어 있
는 모든 인덱스 또한 통계정보가 생성되어진다.



1-2. SQL 문장의 튜닝

웹 서버로부터 들어오는 각 SQL 문장을 가장 정확하게 튜닝하는 방법은 웹 서버
의 모든 프로그램 소스코드로부터 수행되어지는 횟수, 로드량 등을 분석하여
Target을 잡아 튜닝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웹 서버의 모든 환경을
100%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튜닝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렵다. 따라서 DB 서버 단에서 분석된 성능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SQL문장을 튜닝
하는 방법을 전개하고자 한다.

1-2-1 SQL 문장의 로드량 판단.

아래의 SQL 문장을 SYSDBA 권한을 가진 유저(SYS, SYSTEM)로 수행하면 Buffer 
Cache Memory 사용량과 Disk I/O 량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SQL 문장 순으로 Sort 
하여 보여준다. 

set echo on;
DEFINE blocks_read = 1000 (NUMBER)
DEFINE executions = 100 (NUMBER)
COLUMN parsing_user_id FORMAT 9999999      HEADING 'User Id'
COLUMN executions         FORMAT 9999           HEADING 'Exec'
COLUMN sorts                 FORMAT 99999         HEADING 'Sorts'
COLUMN buffer_gets FORMAT 999,999,999 HEADING 'Buffer Gets'
COLUMN disk_reads FORMAT 999,999,999 HEADING 'Disk Reads'
COLUMN sql_text FORMAT a40             HEADING 'Statement' WORD_WRAPPED
SET LINES 160

SELECT parsing_user_id, executions, sorts/executions, 
buffer_gets/executions, disk_reads/executions, sql_text

FROM v$sqlarea
WHERE disk_reads > &&blocks_read and executions > &&executions
ORDER BY disk_reads;

set echo off;
SET LINES 160

이 SQL script의 수행결과 어떤 유저의 어떤 SQL 문장이 데이터베이스가 startup 
한 이후 몇 번 수행되었는 지의 정보도 추가로 제공되어진다. 우리는 이 스크립
트의 실행결과물로부터 TopN 개의 SQL 문장을 튜닝함으로써(일반적으로 80대 20 
법칙을 적용한다.) 효율적인 SQL 튜닝을 실시할 수 있다.

1-2-2 흔히 발생하는 SQL 오류들(데이터 타입 Mismatch)

Top SQL문장을 잡아서 튜닝하는 과정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오류는 데이터 타입
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다음의 SQL 문장과 Plan은 간단하지만 프로
그래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SELECT BDID, SUJE,GROU FROM (SELECT BDID, SUJE, GROU 
FROM BOARD1

WHERE  BDCD = 1302
AND  GROU > 5) 

ORDER BY GROU ASC; 

Call     Count CPU Time Elapsed Time  Disk      Query    Current Rows
------- ------ -------- ------------ ---------- ---------- ---------
Parse        1     0.00         0.00 0            0          0          0
Execute      1     0.00         0.00 0            0          0          0
Fetch        2     0.05         0.05 0       6816          0          1
------- ------ -------- ------------ ---------- ---------- ---------
Total        4     0.05         0.05 0       6816 0          1

Elapsed Time for Client(sec.): 0.05
Misses in library cache during parse: 1
Optimizer goal: FIRST_ROWS
Parsing user: JAY (ID=26)

Rows     Row Source Operation
------- ---------------------------------------------------

0  STATEMENT
1   TABLE ACCESS BY INDEX ROWID BOARD1 

7118    INDEX RANGE SCAN OF IDX_BOARD1_GROU (NONUNIQUE)

이 SQL문장에서 BOARD1 테이블의 BDCD 컬럼의 데이터 타입은 CHAR(4) 인데 프로
그램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로 Number 타입이 넘어오고 있다. 이 경우 Number 
타입이 우세하므로 이 SQL 문장의 Where 절은 To_num(BDCD) 형태로 변형되어진다. 
따라서 GROU 컬럼보다 훨씬 Cardinality가 좋은 BDCD 컬럼에 인덱스가 생성되어
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컬럼의 인덱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SQL 문장의 Where 절을 단순 single quotation 처리만 해도 플랜은 아래와 같
이 현격하게 좋아진다. where BDCD = ‘1302’ 로 처리

Call     Count CPU Time Elapsed Time   Disk      Query    Current       Rows
------- ------ -------- ------------ ---------- ---------- ---------
Parse        1     0.00         0.00 0          0          0          0
Execute      1     0.00         0.00 0          0          0          0
Fetch        2     0.00         0.00 0          6          0          1
------- ------ -------- ------------ ---------- ---------- ---------
Total       4     0.00         0.00 0        6   0          1

Elapsed Time for Client(sec.): 0.00
Misses in library cache during parse: 0
Optimizer goal: FIRST_ROWS
Parsing user: JAY (ID=26)

Rows     Row Source Operation
------- ---------------------------------------------------

0  STATEMENT
1   SORT ORDER BY 
1    TABLE ACCESS BY INDEX ROWID BOARD1
6     INDEX RANGE SCAN OF IDX_BOARD1_BDCD (NONUNIQUE)

Buffer Cache 메모리 사용량 만 비교하여 보아도 1000배 가까운 자원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군다나 이 SQL 문장은 하루에도 수만번씩 수행
되는 SQL문장이므로 튜닝 전체 웹 시스템의 성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프로그래머가 착각한 데이터 타입이 시스템에 얼마나 큰 성능 문제를 야기시키는
지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예제이다.



1-2-3 흔히 발생하는 SQL 오류들(게시판 Level문의 오류)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는 게시판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다 디스플레
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아래와 같은 문장이 성능상의 문제점으로 작용할 가
능성이 높다.

select *
from (

select rownum rn, subquerys.*
from (

SELECT *
FROM BOARD1
WHERE BDCD = '1607'
ORDER BY BDID DESC) subquerys)

where ceil(rn/5) = 1

이 쿼리의 의도는 게시판 테이블(BOARD1)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게시된 순서로 5
건을 선정하여 홈페이지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려는 의도이다.

Call     Count CPU Time Elapsed Time       Disk      Query    Current       Rows
------- ------ -------- ------------ ---------- ---------- ---------- --
Parse        1     0.00         0.00 0          0          0          0
Execute      1     0.00         0.00 0          0          0          0
Fetch        2     0.02         0.02 0        704          0          5
------- ------ -------- ------------ ---------- ---------- ---------- --
Total        4     0.02         0.02 0        704 0          5

Elapsed Time for Client(sec.): 0.42
Misses in library cache during parse: 1
Optimizer goal: FIRST_ROWS
Parsing user: JAY (ID=26)

Rows     Row Source Operation
------- ---------------------------------------------------

0  STATEMENT
5   VIEW 

1660 COUNT 
1660 VIEW 
1660 TABLE ACCESS BY INDEX ROWID BOARD1 
1661 INDEX FULL SCAN DESCENDING OF SYS_C001466 (UNIQUE)

그러나 Plan을 잘 살펴보면 가장 내부에서부터 1661건의 인덱스로부터 시작하여
Table Access와 View를 거치는 모든 Raw Source단계에서 1660건의 데이터를 처리
하고 있다. SQL은 집합의 언어이다. 따라서 SQL이 오라클 옵티마이저에게 어떤
규모의 집합 크기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SQL 문장인 것이다. 이 문장을
아래와 같이 바꾸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select *
from (

select rownum rn, subquerys.*
from (

SELECT /*+ INDEX_DESC(TBD9002M SYS_C001466 ) */ *
FROM BOARD1
WHERE BDCD = '1607'
and rownum <= 5) subquerys)

--where ceil(rn/5) = 1        주석처리



Call     Count CPU Time Elapsed Time       Disk      Query    Current       Rows
------- ------ -------- ------------ ---------- ---------- ---------- ----------
Parse        1     0.00         0.01          0         17      0          0
Execute      1     0.00         0.00 0          0          0          0
Fetch        2     0.00         0.00 0          8          0          5
------- ------ -------- ------------ ---------- ---------- ---------- ----------
Total        4     0.00         0.01          0         25 0          5

Elapsed Time for Client(sec.): 0.39
Misses in library cache during parse: 1
Optimizer goal: FIRST_ROWS
Parsing user: JAY (ID=26)

Rows     Row Source Operation
------- ---------------------------------------------------

0  STATEMENT
5 VIEW 
5 COUNT 
5 VIEW 
5 COUNT STOPKEY 
5 TABLE ACCESS BY INDEX ROWID BOARD1
5 INDEX FULL SCAN DESCENDING OF SYS_C001466 (UNIQUE)

시작되는 집합의 규모를 줄여줌으로써 같은 결과(5건의 최신 데이터)를 Fetch하
면서도 최소의 자원을 사용하게끔 실행계획이 유도되고 있다.

이 같은 게시판의 최초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SQL 문장의 오류로 인하여 전체 웹
시스템 성능 문제의 50~70% 이상이 발생한다.  이것은 SQL 문장을 아직도 절차적
인(Procedural) 언어로 인식하는 개발 패턴에서 비롯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SQL 문장은 집합(SET)의 언어이다. 우리는 오라클 RDBMS에게 어떤 규모의 데이터
의 집합을 가져다 달라고 규정만 해주면 된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절차
(Procedure)는 optimizer가 알아서 수행해 준다. 우리가 오라클 RDBMS에게 제공
해야 하는 것은 올바른 통계정보를 통하여 optimizer가 제대로 된 실행계획을 수
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면된다.

1-2-4 흔히 발생하는 SQL 오류들(데이터 사용방식의 오류)

간단한 일반적 오류 형태를 하나 더 살펴보자.
SELECT SEQ , ZIPCODE , SIDO , GUGUN , DONG , BUNJI 
FROM TPOS0101M 
WHERE DONG LIKE '%자양동%'

Call     Count CPU Time Elapsed Time       Disk      Query    Current       Rows
------- ------ -------- ------------ ---------- ---------- ---------- ----------
Parse        1     0.01         0.00          0          0      0          0
Execute      1     0.00         0.00 0          0          0          0
Fetch        3     0.22         0.22 0        311          4         12
------- ------ -------- ------------ ---------- ---------- ---------- ----------
Total        5     0.23         0.22          0        311 4         12

Elapsed Time for Client(sec.): 0.22
Misses in library cache during parse: 1
Optimizer goal: FIRST_ROWS
Parsing user: JAY (ID=26)

Rows     Row Source Operation
------- ---------------------------------------------------

0  STATEMENT
12   TABLE ACCESS FULL TPOS0101M 



이 예제는 데이터를 사용자(End-User)들이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커다란 오류이다. 예제의 SQL 문장의
Where절은 LIKE 문의 ‘%자양동%’와 같은 방식으로 웹 프로그램 Source Code상
에 하드코딩되어 있기 때문에 동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인덱스를 절대로 이용할
수 없다. 우편번호를 검색하기 위한 쿼리의 where 절에서는 ‘자양동%’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기가 사는 동의 이름을 헷갈려서 ‘%자양동%’형태
롤 검색이 필요한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SELECT SEQ , ZIPCODE , SIDO , GUGUN , DONG , BUNJI 
FROM TPOS0101M 
WHERE DONG LIKE '자양동%'

Call     Count CPU Time Elapsed Time       Disk      Query    Current       Rows
------- ------ -------- ------------ ---------- ---------- ---------- ----------
Parse        1     0.00         0.00 0          0          0          0
Execute      1     0.00         0.00 0          0          0          0
Fetch        3     0.00         0.00 2         10          0         12
------- ------ -------- ------------ ---------- ---------- ---------- ----------
Total        5     0.00         0.00 2         10 0         12

Elapsed Time for Client(sec.): 0.01
Misses in library cache during parse: 1
Optimizer goal: FIRST_ROWS
Parsing user: JAY (ID=26)

Rows     Row Source Operation
------- ---------------------------------------------------

0  STATEMENT
12   TABLE ACCESS BY INDEX ROWID TPOS0101M 
13    INDEX RANGE SCAN OF IDX_TPOS0101M_DONG (NONUNIQUE)

이 SQL 문장의 튜닝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프로그래머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오류이다. 사용자의 Needs 분석단계가 제대로 수행되었다면 이 같은 오류는 범하
지 않았을 것이며,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러한 쿼리의 성능이 웹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갉아먹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1-3. Oracle Instance 튜닝

순서상 Oracle Instance Parameter 튜닝은 Optimizer_mode의 튜닝이 결정된 후
수행되어야 한다. Oracle RDBMS의 옵티마이져 모드가 결정된 후 데이터베이스의
Access 수단인 Instance (Memory Structure + Background Process)의 환경 설정
및 튜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두 가지 배경이 견고히 튜닝된 상태에서 개별적
인 SQL 문장이 튜닝되거나, 관련 Application을 튜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
다.

Instance 파라미터는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Instance 
Buffer Cache의 크기를 튜닝하여 Caching률(%)을 조정하는 파라미터이고, 둘째는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동작시켜서 Disk I/O의 횟수나 양 등을 튜닝하는 파라미
터, 셋째는 Optimizer에 영향을 주어 쿼리의 효율성을 높이게 하는 파라미터이
다.. 



1-3-1 Memory Sizing에 관련된 parameter

Instance 튜닝은 크게 3가지 파라미터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Instance Buffer Cache의 크기를 튜닝하여 Caching률(%)을 조정하는 파라미터이
고, 둘째는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동작시켜서 Disk I/O의 횟수나 양 등을 튜닝
하는 파라미터, 셋째는 Optimizer에 영향을 주어 쿼리의 효율성을 높이게 하는
파라미터이다.. 

db_block_buffers = 196608                               
DB_BLOCK_LRU_LATCHES = 6
BUFFER_POOL_KEEP=(BUFFERS:65536,LRU_LATCHES:1) 
BUFFER_POOL_RECYCLE=(BUFFERS:38400,LRU_LATCHES:3)

shared_pool_size = 209715200
large_pool_size = 62914560
java_pool_size = 0

위 예제에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buffer cache의 총 크기는 1.5GB로 설정되었는데, 
이 공간은 테이블의 테이터를 메모리에 영구히 Keeping 시키기 위한 영역으로
512Mb를 할당하고, Full Table Scan을 자주하는 테이블을 위하여 300Mb를 할당하
였으며, 일반적인 데이터 캐슁 방법을 위하여 나머지 공간을 할당하고 있다. 각
메모리 영역을 위하여 6개의 latch를 할당하였으며, 이중 1개는 Keep 영역에 1개
3개는 Recycle영역에, 나머지 2개는 Default 영역에 할당된 상태이다.
SQL 문장의 Parsing, Execution Plan을 생성하기 위한 Shared Pool Memory는
200Mb가 할당되었으며, 백업이나, parallel processing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large_pool 메모리로 60Mb가 설정되어 있으며, Java Stored procedure가 사
용되지 않는 관계를 java_pool은 설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 Oracle RDBMS의
튜닝은 이러한 메모리 공간에 캐슁된 데이터에 대한 Hit Ratio Base의 튜닝에서
점차 세부적인 Wait Event Base의 튜닝으로 이행되고 있으나, 메모리 공간의 적
절한 제공은 여전히 데이터베이스 튜닝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3-2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는 parameter

Oracle의 모든 프로세스들은 인스탄스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프로세스의 튜닝은
프로세스의 행위를 변경하는 프로세스와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자원을 조절하여
튜닝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  

Processes 와 같은 파라미터는 데이터베이스(엄밀하게 말하면 인스탄스)에 접속
할 수 있는 세션의 총 수를 결정한다.

disk_asynch_io나, tape_asynch_io 같은 파라미터는 system의 asynchronous I/O
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I/O operation을 지원한다.

db_writer_processes 는 DBWR (db writer background process)의 병렬도를 높여
서 parallel 하게 메모리 상의 데이터를 디스크로 내려쓰게 한다.



이와 유사한 dbwr_io_slaves 나, backup_tape_io_slaves와 같은 파라미터는
Slave process를 띄워서 병렬 작업을 수행하며, 메인 프로세스는 co-ordinator의
역할을 수행한다.

session_cached_cursors 와 같은 파라미터는 동일 세션에서 3회 이상 수행된 SQL 
문장의 실행계획을 가리키는 direct cursor를 세션의 PGA 메모리에 저장하여 내
부적인 수행속도를 향상시키는 파라미터이다. 

이외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의 동작을 튜닝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으나, 손쉽게
설정하여 커다란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위주로만 선정하여 소개하였
다.

1-3-3. Optimizer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
옵티마이저가 플랜을 수립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파라미터 값이 무엇인 지를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 옵티마이저가 참조하는 파라 미터는 Oracle9i Database 기준으로 보더
라도 60여 개에 이른다. 특히 DBA는 이들 옵티마이저의 파라미터 설정에 신중해야 한다. 또한 이
들 파라 미터의 효과적인 설정은 개발 중이거나, 마이그래이션 중에 업무의 특징을 판단한 다음, 
해당 업무에 가장 효과적인 것을 설정해야 한다. 기준이 잘못되면 개발자들은 SQL 문장마다 힌트
를 넣기 바쁠 것이고, 많은 인적 자원을 튜닝에 소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업무들
이 최적화되어 잘 운영 될 수 있는 형태로 이들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
하다. 물론 이들 값보다도CBO에서 사용되는 통계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오라
클에서는 개발장비에도 운영장비에 있는 통계정보와 같 게 운영할 수 있도록 DBMS_STATS 패키지
를 제공한다. 
다음은 질의 수행 시 옵티마이저가 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참조한 파라 미터 중 일부이다(버전마
다 다르다). 

OPTIMIZER_PERCENT_PARALLEL (Default = 0)
Optimizer_Percent_Parallel의 Parameter는 CBO가 비용을 계산하는 데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이다. 
즉 수치가 높을수록 병렬성을 이용하여 풀 테이블 스캔으로 테이블을 액세스하려고 한다. 이 값
이 0인 경우는 최적의 시리얼 플랜이나 패러렐 플랜을 사용하며, 1~100일 경우는 비용 계산에서
객체의 등급 을 사용한다. 

OPTIMIZER_MODE (Default=Choose(Oracle7 ~ Oracle9i Database),ALL_ROWS) 
{Choose(<=9i)|Rule(<=9i)|First_rows|First_rows_n(> =Oracle9i)|All_rows}
기본적인 옵티마이저 모드를 결정한다(왼쪽상자기사‘옵티마이저 모드의 종류 및 특징’참조). 

HASH_AREA_SIZE, HASH_JOIN_ENABLED (Oracle Database 10g : _ hash_join_enabled=true) 
위의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Hash Join으로유도할수있다. Hash Join이 가능하고 해쉬 메모리가 충
분하다면, 플랜에 Hash Join의 경향이 커진다. 

OPTIMIZER_SEARCH_LIMIT (Default = 5) 
옵티마이저에게 조인 비용을 계산할 경우, From절에 나오는 테이블의 개수에 따라서 조인의 경우
의 수가 있을 수 있으며, 옵티마이저는 이들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한 조인 비용을 계산하게 된
다. 물론 일부 예외사항은 있다. 예를 들어, Cartesian Production Join 등은 우선 순위가 낮으
므로 뒤로 미뤄질 것이다. 이 파라미터의 값이 5일 경우 From절에 5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모든
조인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비용을 계산하게 되며, 그 개수는 5!=120개의 경우의 수 에 대한 조
인 비용을 계산하게 되므로 옵티마이저가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 므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 



SORT_AREA_SIZE , SORT_MULTIBLOCK_READ_COUNT
위의 파라미터의 값에 따라서 Sort Merge Join으로 유도할 수 있다. 소트 메모리가 충분하다면, 
플랜에 Sort Merge Join의 경향이 커진다. 

DB_FILE_MULTIBLOCK_READ_COUNT
이 파라미터의 수치가 클수록 인덱스 스캔보다는 풀 테이블 스캔의 비중이 높아진다. 이 파라미
터는 옵티마이저의 플랜 결정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값이다. 즉, 이 값이 커지면 Full Table 
Scan과 병행해서 Sort Merge Join 또는 Hash Join의 경향이 커진다. 

OPTIMIZER_INDEX_CACHING (Default = 0) 
CBO가 Nested Loop Join을 선호하도록 조절하는 파라미터, Nested Loop Join시 버퍼 캐쉬 내에
Inner Table의 인덱스를 캐쉬화하는 비율(%)을 지정하므로 Nested Loop Join시 성능이 향상되며,
옵티마이저는 비용 계산시 이 비율을 반영하여 Nested Loop Join을 선호하도록 플랜이 선택된다
(0~100). 100에 근접할수록 인덱스 액세스 경로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RBO 를CBO로 전
환 시 옵티마이저를RBO 성향으로 보정하는 데 효과적이다. 

OPTIMIZER_INDEX_COST_ADJ (Default = 100) 
옵티마이저가 인덱스를 사용하는 위주의 플랜으로 풀릴 것인지 또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을 쪽으
로 풀릴 것인지의 비중을 지정한다. CBO는RBO처럼 인덱스를 사용하도록 플랜이 주로 만들어지게
되나, 인덱스가 있다고 해서RBO처럼 인덱스를 이용한 플랜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인덱스를
이용하는 플랜 위주로 하고자 한다면 100(%) 이하를, 가능한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고자 한다면
100 이상을 지정한다(1 ~ 10000). 이 파라미터는 기존의 RBO를 CBO로 전환시 옵티마이저를RBO의
인덱스 위주 성향으로 보정하는 데 효과적이다. 

WORKAREA_SIZE_POLICY (AUTO | MANUAL) 
옵티마이저가 [HASH|SORT|BITMAP_MERGE|CREATE_ BITMAP] *_AREA_SIZE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PGA 
자동 관리 방식으로, 인스턴스에 속한 모든PGA의 메모리의 합이PGA_AGGREGATE_TARGET에서 설정된
메모리를 가능한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Workarea(Sort, Hash, Bitmap 등)를 충분히 사용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플랜은 할당된 Workarea를 가지고 플랜을 결정하게 되므로 풍부한 메모리에 의해
Hash Join, Sort Merge Join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내부적으로 히든 파라미터로*_AREA_SIZE
의 값을 가지고 플랜을 결정할 수도 있으나 인위적인 설정 없이는 자동 할당된 메모리로 플랜이
결정된다. 

OPTIMIZER_DYNAMIC_SAMPLING (Default = 1(Oracle9i Database), 2(Oracle Database 10g)) 
더 나은 플랜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더 정확한 Selectivity & Cardinality 를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0 ~ 10 레벨이 있으며, 레벨이 높을수록 SQL 문장의 실행 시점에 통계정보를 만들기 위
해 테이블의 데이타를 샘플링하기 위한 추가 적인 Recursive SQL이 발생된다. 
DYNAMIC_SAMPLING(0 ~ 10) 힌트를 통해서도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추가적
인 테이블 액세스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OLTP에서는 주로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OLTP 환경에서
레벨을 디폴트 값 이상 높여 놓지 않도록 한다. Oracle Database 10g의 경우 통계정보가 없다면
‘다이나믹 샘플링’이 적용된다.

이상으로 웹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튜닝 기법에 관하여 알아 보
았다. 이번 기술노트 1부에서는 Optimizer_mode와 통계정보, SQL 문장의 튜닝, 
인스탄스의 튜닝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 보았고, 다음 2부에서는 웹 서버의
TCP/IP kernel parameter 튜닝, Application Source Code의 분석, SQL*Net 환경
튜닝 등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튜닝(성능관리)은 통합된 웹 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서버, 네트워크, DBMS, 프
로그램)의 효율적인 활동능력을 부여하고, 성능에 관계된 모든 상태를 감시하여, 
최적의 서비스 품질과 정보시스템 자원의 효율성을 유지 및 제고시키는 제반 활
동이다.  따라서, 금번 기술노트를 통하여 문제 상태의 웹 시스템이 안정적인 최
적화 상태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