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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T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많은 양의 컴퓨터 자원(CPU,

RAM 등)을 요구하는 기술들을 서비스화 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운영

하는 것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소스 RDBMS인 MariaDB와 PostgreSQL을 프

로파일링하여 CPU 자원 효율성 관점에서 비교한다. 연구 결과 인터넷 서비스 환경에서 MariaDB가

PostgreSQL보다 버퍼 풀로 인해 페이지 캐시 참조율이 낮고, page fault 수가 적어 CPU 오버헤드가

더 작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1. 서론

스마트폰 기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대표적

인 스타트업 우버는 2016년 자사 DBMS를 기존

PostgreSQL에서 MySQL로 전환하였다. Uber

Engineering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관련 Article을 게재하

여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1] 스토리지 엔진으로

InnoDB를 사용하는 MySQL이 PostgreSQL보다 성능이

더 좋으며 오버헤드가 작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Article

을 통해 제시한 몇몇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증명을 밝히

지 않아 PostgreSQL 사용자들 사이에 많은 반박이 있었

다.

현재 IT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빅데이

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많은 양의 컴퓨터 자원(CPU,

RAM 등)을 요구하는 기술들을 서비스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 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위 기술들을 서

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버 자원을 사용하는 주요 서

버 구성요소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성능뿐만 아니라 CPU

이용률과 같은 서버 자원 활용도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Uber Engineering의 Article

은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인 MySQL과 PostgreSQL을 CPU의 자원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추가적인 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

단하였다. 하지만 MySQL은 유료인 Enterprise Edition과

무료인 Community Server 간 성능 차이가 있어, 무료 오

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인 PostgreSQL과 비교하기에는 적절

하지 않다. 따라서 MySQL과 동일 소스코드 기반인

MariaDB에 스토리지 엔진으로 InnoDB를 선택하여 비교

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넷 서비스 환경을 조성 후 MariaDB

가 PostgreSQL보다 CPU 자원 활용 효율성 측면에서 우

수하다는 점을 두 데이터베이스의 context switching,

page fault, 그리고 task-clock을 비교하여 입증하였다.

본 연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론에서 연구 목적을

밝히고, 다음으로 선행연구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3장에

서는 연구 절차를, 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마지

막 5장에서는 연구결론을 요약하고 본 연구 의의와 한계

를 논한다.

2. MariaDB와 PostgreSQL의 구조적 차이

MariaDB와 PostgreSQL은 여러 면에서 구조적인 차이

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연결 관리(Connection

management)와 캐싱(Caching)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2.1. 연결 관리(Connection Management)

MySQL은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요청할 때마다 해당

요청을 수행하는 스레드를 생성한다. 더 나아가 MySQL

Enterprise Edition과 MariaDB는 스레드 풀로 동시 접속

을 관리하고 있다. (그림 1)의 MySQL 공식 홈페이지 벤

치마크 결과는 스레드 풀이 접속 당 스레드보다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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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ySQL benchmark

반면 PostgreSQL은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요청할 때마

다 해당 요청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생성한다. 연결 요청

이 올 때마다 PostgreSQL Postmaster 프로세스가 child

프로세스를 fork하여 접속을 관리한다.

2.2. 캐싱(Caching)

디스크 캐시는 디스크의 일부 데이터를 RAM이 보유

하는 소프트웨어 매커니즘이다. 이는 같은 데이터를 읽어

야 할 시, 디스크에 접근하지 않고 RAM에서 바로 읽어올

수 있어 속도가 빠르다. 페이지 캐시는 리눅스 커널이 사

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디스크 캐시로, 모든 데이터 페이지

를 대상으로 동작한다. 또한, 리눅스 내 거의 모든 애플리

케이션Read/Write 연산은 커널 내 페이지 캐시에 의존한

다.[2] 따라서 MariaDB와 PostgreSQL 모두 데이터에 대

한 Read/Write 연산을 할 시 페이지 캐시를 거치게 되는

데 스토리지 엔진인 InnoDB는 (그림 2)와 같이 페이지 캐

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버퍼 풀

(buffer pool)을 통해 데이터와 인덱스를 캐싱한다.[2]

(그림 2) MariaDB와 PostgreSQL의 캐싱

3. 프로파일링

본 연구는 인터넷 서비스 환경을 가정하고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프로파일링 하는데 사용한 시스템 환경

은 <표 1>과 같다. 프로파일링 도구는 perf를 사용하였고,

서버 성능 테스트 도구로는 Apache Jmeter를 사용하였다.

CPU I3-4150 3.5GHz

RAM 16GB

OS Ubuntu 16.04.3

MariaDB 10.0.34

PostgreSQL 9.5.12

<표 1> 시스템 환경

3.1 프로파일링 과정

서버 내 RDBMS에 다수 사용자가 짧은 시간 동안 동

시에 연결을 요청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에 Apache

Jmeter를 <표2>와 같이 설정하여 서버에 SELECT 쿼리

문을 요청하게 하였다. 이는 150초 동안 3000명의 사용자

들이 서버에 SELECT 쿼리문을 요청하는 것과 같다.

Threads 3000

Duration 150(s)

Ramp-up 150(s)

Query SELECT * FROM DB LIMIT 20

<표 2> Apache Jmeter 설정

이와 동시에 서버에서는 perf 명령어를 사용하여 Apache

Jmeter를 통해 요청이 들어오는 150초 동안 샘플링을 진

행하였다.

4. 연구 결과

아래 <표 3>은 150초 동안 각 RDBMS에서 발생한

context switching, page fault, 그리고 CPU 사용량 통계

를 나타낸다. 여기서 task-clock은 해당 프로세스에 CPU

가 배정되어 일을 한 시간을 뜻하며, CPU 사용량은 150

초 동안 발생한 task-clock 비율을 뜻한다.

<표 3>을 토대로 PostgreSQL page fault 수가 MariaDB

에 비해 매우 높으며, CPU 사용량 측면에서 PostgreSQL

이 MariaDB에 비해 약 10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

서 발생한 page fault는 모두 디스크 접근이 필요 없는

minor page fault이었다.

<표 3> 프로파일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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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context switching과 이에 대한 task-clock

RDBMS에서 context switching을 일으킨 함수들은 아

래 <표 4>와 같다. MariaDB는 약 96%를 thread 스케줄

링 하는데 사용하며, PostgreSQL은 약 87%를 process 스

케줄링을 하는데 사용한다. 스케줄링을 할 때 context

switching이 발생하지만, 이에 사용된 task-clock은 굉장

히 작다.

PostgreSQL에서 page fault를 발생시킨 함수들과 page

fault 처리 함수로 인해 발생한 task-clock은 <표 5>와

같다. 이는 page fault 빈도수를 기준으로 가장 비중이 높

은 함수들이며, task-clock의 __do_page_fault 함수와

handle_mm_fault 함수는 page fault 처리 함수이다. 이를

토대로 PostgreSQL에서 발생한 page fault로 인해 발생한

task-clock은 약 1784.685msec이다.

<표 5> PostgreSQL page fault와 이에 대한 task-clock

RDBMS task-clock에서 페이지 캐시 관련 함수 비율은

<표 6>과 같다. 이를 토대로 RDBMS가 페이지 캐시를

참조하는데 사용한 시간은 MariaDB가 약 2.56msec,

PostgreSQL이 약 262.414msec이다.

<표 6> 페이지 캐시 관련 함수들의 task-clock

5. 결론

본 연구는 인터넷 서비스 환경에서의 프로파일링을 통

해 MariaDB가 PostgreSQL보다 CPU 자원 활용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 결론은 다

음과 같다.

첫째, MariaDB와 PostgreSQL의 context switching은

스레드와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할 때 발생한다. 하지만

context switching에 의한 task-clock은 현저히 낮아 이로

인한 오버헤드는 거의 없다.

둘째, MariaDB와 PostgreSQL에서 발생한 page fault는

모두 minor page fault였으며, PostgreSQL에서 발생한 대

량의 page fault는 MariaDB 전체 task-clock의 두 배 이

상에 해당하는 큰 오버헤드를 발생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PostgreSQL에서 발생한 대량의 page fault 원인을 프로세

스 기반 연결 관리 때문으로 보았다. Intel x86 등 대부분

CPU 아키텍처에서는 프로세스 스케쥴링으로 인한

context switching이 발생할 때마다 TLB flush가 일어나

는 반면, 스레드 스케쥴링 시에는 TLB flush가 일어나지

않는다.[4]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해보면, MariaDB는 하나

의 프로세스 메모리를 공유하는 스레드들로 연결을 관리

하는 반면, PostgreSQL은 자식 프로세스들을 이용하여 연

결을 관리하기 때문에 프로세스들이 스케줄링 될 때마다

TLB flush가 일어난다. 이로 인해 TLB miss로 인한

minor page fault가 대량으로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이를

입증하지는 못하였다.

셋째, MariaDB(InnoDB)가 제공하는 버퍼 풀 기능은 데

이터베이스 페이지 캐시 참조 비율을 낮추어 페이지 캐시

로 인한 오버헤드가 거의 없었다. 반면, PostgreSQL은 페

이지 캐시를 참조하는데 262.414msec 가 소요되었는데,

이는 MariaDB 전체 task-clock인 712.456msec의 36%에

해당하는 상당한 오버헤드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 서비스 환경에서 MariaDB와

PostgreSQL을 프로파일링하여 데이터베이스 자원 효율

성에 대한 유의미한 검증을 제시한다. 연구 한계는

PostgreSQL에서 발생한 대량의 page fault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를 입증하여 본 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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