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MySQL의 InnoDB 엔진(Engine)에서 사용하는 보조
인덱스(Secondary Index)는 비군집성(Non-clustered), 유
일하지 않은(Non-unique) 탐색 키(Key) 사용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InnoDB의 테이
블(Table)에 레코드(Record)의 삽입, 삭제, 갱신이 발생
하여 보조 인덱스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저장 장치에
대한 접근이 랜덤(Random)하게 발생한다. 저장 장치로
주로 쓰이는 하드디스크(Hard Disk)는 랜덤하게 읽기,
쓰기를 하는 경우 순차적인 접근의 경우보다 그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보조 인덱스 갱신 과정은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Database System)의 성능을 저하시키
는 원인이 된다.
InnoDB에서는 랜덤한 저장 장치 접근으로 인해 발생

하는 성능 저하를 해결할 목적으로 Insert Buffer, 또는
Change Buffer라고 부르는 B+트리(Tree) 형태의 자료
구조를 사용한다. 테이블 레코드의 삽입, 삭제, 갱신으로
인한 보조 인덱스 변경이 일어나면, Insert Buffer는 이
들 연산으로 인한 랜덤한 저장 장치 접근을 회피, 지연
시키는 방식으로 성능 향상을 꾀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하드디스크 환경에서 Insert

Buffer를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어
느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이는지 성능 평가 도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하드디스크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저장 장치인 SSD(Solid State Drive)에서 Insert Buffer
의 사용 효과에 대해서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2. Insert Buffer

그림 1은 테이블에 새로운 레코드가 삽입되었을 경우
Insert Buffer의 동작 예시이다. 예시 테이블에는 열

(Column) a1에 대해 보조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다. 새로
입력된 레코드의 a1 값들을 보조 인덱스에 직접 추가하
려고 하는 경우, 보조 인덱스의 비군집성으로 인해 필요
한 인덱스 페이지(Page)을 얻어오고 이를 갱신하기 위해
서는 저장 장치에 랜덤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InnoDB에
서는 이를 막고자 보조 인덱스에 추가되어야 할 엔트리
(Entry)를 바로 해당 인덱스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를 테이블스페이스(Tablespace) 번호, 페이지 번호를 탐
색 키로 사용하는 Insert Buffer B+트리에 저장한다. 그
리고 해당 페이지에 대한 Insert Buffer 내용이 존재하는
것을 각 테이블스페이스의 Insert Buffer 비트맵(Bitmap)
에 표시한다. 이후 인덱스 페이지가 메모리로 읽어져왔
을 때, 비트맵을 확인하여 해당 페이지의 변경 정보가
Insert Buffer에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을 페이지에 병
합하여 적용시키고 Insert Buffer에 저장된 엔트리는 삭
제한다. 이렇게 Insert Buffer를 사용하면 비군집 인덱스
로 인해 발생하는 랜덤한 저장 장치 접근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다[1].

그림 1 Insert Buffer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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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 Buffer의 성능 향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성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성능 평가는 MySQL의 평가 도구
중 하나인 Sysbench를 사용하였다.

(단위: 회)
Insert Buffer 사용 사용안함

초당

트랜잭션 처리 수
10.43 4.79

읽기/쓰기 요청 수 1,355,148 624,258

표 1 Insert Buffer 사용 여부에 따른 성능 변화

실험은 우분투(Ubuntu) 14.04 운영체제 환경에서 진행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기계는 3.4GHz 쿼드코어
(Quad-core) CPU, 8GB RAM이었으며, 하드디스크는
7200RPM, 1TB 크기의 상용 제품을 사용하였다.
MySQL은 5.6.25 버전을 사용하였으며, InnoDB의 페이
지 크기는 16KB, 버퍼 풀(Buffer Pool) 크기는 1GB로
설정하였다. Sysbench는 테이블 당 40,000,000 레코드,
10개의 테이블로 사용하였으며(16KB 페이지 기준 전체
크기 95GB), 64개 스레드(thread)로 2시간(7200초) 동안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 1은 위의 환경에서 진행한 성능 평가의 결과를 정

리한 것이다. 실험 결과, Insert Buffer를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지 않는 것 보다 트랜잭션(Transaction) 처리 성능
이 약 2.2배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성능 평
가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읽기/쓰기 요청도 성능이 향
상되는 만큼 더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SSD에서의 Insert Buffer

하드디스크 외에, NAND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 기반의 SSD 역시 저장 장치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NAND 플래시 SSD는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며, 읽기/쓰기 성능의 비대칭
성, 빠른 랜덤 읽기 성능, 덮어쓰기가 불가능한 점 등 하
드디스크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2].
SSD에서 Insert Buffer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하드디

스크에서처럼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Sysbench 성능 평가를 SSD 상에서도 진행
하였다. 다른 모든 환경은 하드디스크 실험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저장 장치만 최대 대역폭 550MB/s,
256GB 크기의 상용 SSD로 바꾸어 실험하였다. 실험 결
과는 아래의 표 2에 정리하였다.

(단위: 회)
Insert Buffer 사용 사용안함

초당

트랜잭션 처리 수
281.76 136.42

읽기/쓰기 요청 수 36,517,788 17,681,688

표 2 SSD에서의 Insert Buffer 성능 평가

실험 전에는 Insert Buffer를 사용해 랜덤한 쓰기 연산
을 줄이면, SSD의 빠른 읽기 성능을 바탕으로 하드디스
크에 비해 더 크게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결과는 SSD와 하드디스크의 기본 성능 차이로 인해 절
대적인 수치는 하드디스크 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으나,
사용/미사용 여부에 따른 변화의 정도는 약 2.1배로 하드
디스크에서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드디스크와
SSD에서의 실험 결과와 삽입, 삭제, 갱신, 즉 테이블에
쓰기를 유발하는 연산에서만 Insert Buffer가 동작한다는
두 가지 점을 토대로, Insert Buffer는 쓰기, 그 중에서도
랜덤한 쓰기로 인해 발생하는 성능 저하를 해결하는 것
이 주된 기능이며, 읽기 연산의 성능과는 비교적 연관성
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
SSD와 하드디스크가 구분되는 또 다른 특징 중 하나

는, SSD는 페이지 단위로만 읽기/쓰기 연산이 수행된다
는 것이다. 실험에 사용된 SSD를 포함한 일반적인 상용
SSD들은 4KB 페이지 단위로 읽기/쓰기 연산을 수행한
다. MySQL InnoDB는 기본적으로 16KB 크기의 페이지
를 사용하며, 그 크기를 4, 8, 16KB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페이지 크기는 실제 MySQL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이
므로, 이것이 Insert Buffer의 성능에 주는 영향을 역시
Sysbench를 통해 측정해보았다.
실험은 InnoDB의 기본 페이지 크기인 16KB, SSD의

기본 페이지 크기인 4KB 두 가지 경우에 대해
Sysbench 성능 평가 결과의 차이, Insert Buffer 사용 여
부에 따른 성능 변화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다른
모든 환경은 지금까지의 성능 평가 실험과 동일하게 유
지한 채, InnoDB의 페이지 크기만 4KB, 16KB로 바꿔가
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아래의 표는 페이지 크기의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단위: 회)
페이지 크기 16KB 4KB

초당

트랜잭션

처리 수

SSD 281.76 320.17

하드디스크 10.43 7.76

표 3 페이지 크기에 따른 성능 변화

표 3은 각각 SSD에서 페이지 크기를 변화시켰을 때의
성능 평가 결과와 대조군으로 하드디스크에서 동일한 실
험을 진행한 결과이다. SSD에서는 4KB 페이지를 사용
하는 경우, 16KB 페이지를 사용할 때보다 더 성능이 좋
게 나타나지만, 반대로 하드디스크에서는 성능이 더 떨
어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드디스크에서는 기
계 장치가 동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연을 감추기 위
해 더 큰 페이지를 사용하여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순차
적으로 저장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기계적
지연이 없이 높은 입출력 속도를 보이는 SSD에서는 작
은 크기의 페이지를 사용하는 것이 중복된 데이터의 읽
기/쓰기 감소, 페이지 부재(Page Fault) 감소 등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3].



그림 2 SDD에서 페이지 크기 별 Insert Buffer

사용 여부에 따른 성능 변화 정도 비교

그림 2는 SSD에서 Insert Buffer를 사용하지 않은 경
우와 비교하여, Insert Buffer를 사용한 경우 상대적인
성능 변화 정도를 각 16KB, 4KB 페이지일 때로 구분하
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16KB 페이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앞선 실험에서도 서술한대로 2.1배 정도의 성능 변화가
나타났으며, 4KB 페이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16KB 페이
지에서보다 더 큰 2.9배의 성능 변화가 나타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찾기 위
해 InnoDB에서 제공하는 통계 수치를 분석하였다. 분석
한 결과 페이지 크기가 달라졌을 때 Insert Buffer를 사
용하는 비율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결
과는 아래의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단위: 페이지)
페이지 크기 16KB 4KB

전체 입출력 6,855,844 14,775,383

Insert Buffer

입출력
1,412,674 5,972,178

Insert Buffer/전체

(%)
20.61 40.42

Insert Buffer

크기
16,291 65,274

표 4 InnoDB 통계 수치

위의 표 4에서, Insert Buffer 크기 항목의 값에 각 페
이지 크기를 곱하면 바이트 단위로 나타나는 Insert
Buffer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Insert Buffer의 크기는
16KB, 4KB 페이지일 때 모두 255MB로 나타나는데, 이
것은 InnoDB에서 기본적으로 Insert Buffer의 최대 크기
를 버퍼 풀 크기의 25%로 정하고 있고, 본 논문의 실험
에서는 버퍼 풀 크기를 1GB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Insert Buffer 입출력은, 앞서 서술한대로 Insert Buffer
역시 B+트리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Insert Buffer의 말
단 노드(Node)들이 저장 장치에서 읽혀지고 써질 때 발
생하는 페이지 입출력을 나타내는 값이다. Insert Buffer
입출력은 Insert Buffer 크기 대비 16KB 페이지의 경우

약 87배, 4KB 페이지의 경우 약 91배로 근소한 차이만
나타나고 있다.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값은 전체 입출력
대비 Insert Buffer 입출력의 비율로 16KB 페이지를 사
용한 경우에는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하던 Insert
Buffer 입출력이 4KB 페이지를 사용하자 40% 까지 증
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Insert Buffer 페
이지 입출력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전체 페이지의 접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랜덤한 저장 장치 접근을 줄이는 것
이 성능 향상에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결 론

MySQL은 하드디스크가 가지는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
비교적 큰 페이지 사용, Insert Buffer 사용 등의 방법을
제시해왔다. 이 중, Insert Buffer는 SSD에서도 마찬가지
로 성능 향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성능 평가 실
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페이지 크기의 경우 SSD
에서는 하드디스크와 달리 더 작은 크기의 페이지를 사
용하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InnoDB에서 제공하는 통계 수치를 통해
Insert Buffer의 사용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전체 페이지
접근에서 발생하는 랜덤한 입출력, 특히 쓰기를 줄이는
것이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에 더 중요하다는 것도 판단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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