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퍼 풀 크기에 따른 MySQL의 플러싱 패턴 분석
안미진O, 이상원
성균관대학교
{meeeejin, swlee}@skku.edu

Analyzing Flushing Patterns in MySQL
by Varying the Size of Buffer Pool
Mijin Ahn, Sang-Won Lee
Sungkyunkwan University
요

약

버퍼 풀 또는 로그의 여유 공간이 부족할 때, 버퍼 관리자는 버퍼 교체 정책에 따라 버퍼의 페이지를
비우고 해제해야 한다. Dirty 페이지를 해제해야 하는 경우, 페이지를 비우기 전에 디스크에 쓰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느리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DBMS는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사용해 주기적으로 dirty 페이지를 디스크에 플러시 하고, 사전에 여유 공간을 확보
하려 한다. 본 논문에서는 MySQL이 SSD 상에서 구동될 때, 버퍼 풀 크기에 따라 플러싱 및 IO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버퍼 풀의 크기와 플러싱 패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1. 서 론
대부분의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는
테이블 및 인덱스 데이터를 메모리 상에 캐싱하기 위해,
버퍼 풀(buffer pool)이라 불리는 영역을 메모리에
유지하며, 버퍼 풀은 버퍼 관리자(buffer manager)에
의해 관리된다. 데이터 접근을 위한 디스크 I/O 작업은
메모리 상의 작업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 디스크에서 읽은 데이터를 버퍼 풀에
캐싱함으로써, 추후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빠르게
처리하고 DBMS의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버퍼 풀이 가득 차 여유 공간이 없거나 트랜잭션
로그 영역이 부족할 때, 버퍼 관리자는 버퍼 교체
정책(예를 들어, LRU 정책)에 따라 쫓아낼 페이지를
선택하고 여유 공간을 만든다. 이 때, 쫓겨난 페이지가
수정 사항이 디스크에 반영되지 않은 dirty 페이지인
경우, 해당 페이지를 메모리에서 디스크로 써야 하고,
이 작업을 플러싱(flushing)이라 한다. 플러싱은 주로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이루어지지만, 디스크 I/O를
수반하고 동기화 등의 문제로 유저 스레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DBMS의 처리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플러싱 관련 설정을 수동으로 조정하는 것은
워크로드와 시스템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튜닝하기가 어렵다.
한편, 플래시 메모리 SSD는 비-휘발(non-volatile)
메모리 저장 장치로, 전기 신호로 움직이기 때문에 매우
빠른 읽기/쓰기 성능을 보여준다. 지난 몇 년간 플래시
메모리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많은 기업들이 HDD 대신 SSD를 주

저장장치로 사용하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인 MySQL이
SSD 상에서 구동될 때, 버퍼 풀 크기에 따라 플러싱
패턴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OLTP
벤치마크인 TPC-C를 사용해 실험을 수행하였고, 버퍼
풀의 크기에 따라 MySQL의 플러싱 및 IO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버퍼 풀의
크기와 플러싱 패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MySQL의 대표적인 플러싱 기법에 대해 소개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수행한 실험 환경과 그 결과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맺음으로써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2. MySQL/InnoDB의 플러싱 기법

그림 1 InnoDB의 버퍼 풀에 존재하는 3가지 리스트
MySQL의 스토리지 엔진인 InnoDB는 데이터와
인덱스를 캐싱하기 위해 많은 데이터 페이지를 가지는
버퍼 풀을 메모리에 유지한다. 버퍼 풀의 크기가 클수록
메모리에 캐싱되는 데이터가 많아 지기 때문에, 쿼리
수행에 필요한 디스크 I/O 양을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 DBMS의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InnoDB는 3가지 리스트를 사용해 버퍼 풀의 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이는 그림 1과 같고 그림에서 D는 dirty
페이지를 의미한다. 첫 번째로, free list는 사용 가능한
페이지 프레임, 즉 free 페이지를 모아 놓은 리스트이다.
두 번째로, LRU list는 버퍼 풀에 존재하는 모든
페이지를 저장한 리스트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least recently used) 페이지를 tail에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flush list는 버퍼 풀에 존재하는 모든 dirty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로, LSN 순으로 가장
오랫동안 수정되지 않은(least recently modified)
페이지를 head에 유지한다.
한편, 버퍼 풀의 페이지가 수정되었을 때, InnoDB는
수정된 dirty 페이지를 즉시 디스크에 쓰진 않는다. 대신,
dirty 페이지들이 디스크에 쓰이기 전에 여러 번
수정되기를 바라면서, dirty 페이지를 메모리에 유지한다.
이를 쓰기 결합(write combining)[2]이라고 하며,
InnoDB의 성능 최적화 방안 중 하나다. 하지만
InnoDB는 제한된 크기의 버퍼 풀을 가지기 때문에,
만약 InnoDB가 디스크에서 읽을 필요가 있는 페이지를
저장할 공간이 없다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dirty
페이지를 디스크에 쓰고 해제(free)해야 한다. 하지만
dirty 페이지를 해제하기 전에 디스크에 쓰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느리다.
따라서, InnoDB는 page cleaner thread라 불리는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사용해
주기적으로
dirty
페이지들을
디스크로
플러시
하고,
사전에 free
페이지를 확보하려고 한다. 이 스레드는 1초 주기로,
서버와 I/O 상태에 따라 하나의 플러싱만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InnoDB의
3가지
플러싱
방식
중
백그라운드 스레드가 수행하는 2가지 플러싱만 다룬다.
2.1 LRU list 플러싱
Page cleaner thread는 1초마다 깨어나 LRU tail부터
일정 범위 내의 모든 dirty 페이지를 디스크로 플러시
한다. 그 다음, 플러시 된 dirty 페이지들의 프레임을
비우고 free 페이지로 만들어 free list에 삽입한다. 이를
LRU list 플러싱이라 부른다. LRU list 플러싱의 탐색
범위의 기본값은 1,024로, 이는 플러시 할 dirty
페이지를 찾기 위해 LRU tail부터 1,024개의 페이지를
탐색한다는 의미이다.
2.2 Flush list 플러싱
버퍼 풀에 존재하는 dirty 페이지의 비율이 특정 값에
도달했을 때, page cleaner thread는 flush list를 사용해
플러싱을 수행한다. 이를 flush list 플러싱이라 하고, 이
기법은 flush list에서 가장 오래 전에 수정된 dirty
페이지를 플러시 대상으로 선택한다. 이 때, dirty
페이지 비율의 임계 값을 높은 워터마크(high-water
mark)라 하고, 기본값은 75%이다.
또한, InnoDB는 flush list를 사용해 체크포인트를

수행한다. InnoDB의 트랜잭션 로그는 고정된 크기이며,
순환(circular) 방식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아직 플러시
되지 않은 dirty 페이지에 대한 변경 레코드를 포함한
경우, 해당 로그를 덮어 쓸 수 없다. 로그를 기록하는
활동이 한 바퀴를 돌아 로그의 tail에 부딪치게 되면,
InnoDB가 로그의 일부 영역을 비우려고 서둘러서 일을
하는 동안, 서버는 정지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InnoDB는 fuzzy 체크포인트라고 불리는 과정을
수행한다. 먼저, flush list를 사용해 가장 오래된 dirty
페이지의 LSN(Log Sequence Number)을 찾는다. 가장
오래 전에 수정된 페이지는 로그에서 가장 뒤 쪽에
있으며, 가장 먼저 이 상황에 부딪히는 페이지이므로,
이 페이지의 LSN을 체크포인트의 낮은 워터마크(lowwater mark)로 취급하고 작은 배치 단위로 플러싱
작업을 수행한다. 즉, InnoDB는 한 번에 모든 dirty
페이지를 플러시 하는 대신 fuzzy 체크포인트를 통해
작은 단위로 dirty 페이지를 플러시 하며, 가능한 한
트랜잭션 로그에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낮은
워터마크를 높이려고 한다.
3. 실험
버퍼 풀의 크기에 따른 MySQL의 플러싱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아래의 표 1과 같은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는 약
10GB로, 이는 TPC-C 웨어하우스 100개에 해당한다.
클라이언트의 개수는 64개로 설정하였고, 버퍼 풀의
크기는 전체 데이터 크기의 15%, 30%, 45%, 60%,
75%로 바꾸어 가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로그
데이터는 별도의 저장 장치에 따로 저장하였고, MySQL
서버를 위해 사용한 파일시스템은 ext4다. 그리고
운영체제의 간섭을 제거하고 실험을 하기 위해 Direct
I/O 플래그를 켠 상태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버퍼 풀 크기에 따른 플러싱 비율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실험 결과, 버퍼 풀의 크기가 15%일 때
플러싱 작업의 98%가 LRU list 플러싱이었다. 하지만
버퍼 풀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록 flush list 플러싱의
비율이 증가했다. 버퍼 풀의 크기가 75%일 때, LRU list
플러싱의 비율이 54%까지 감소한 반면, flush list
플러싱의 비율은 46%까지 증가하였다.
표 1 실험 환경
운영체제
프로세서

Ubuntu 14.04.3 LTS
Intel® Xeon® CPU E5-2670 v3
@ 2.30GHz

메모리(RAM)

64GB

데이터 저장장치

Samsung 960 PRO NVMe SSD

로그 저장장치

Samsung 850 PRO SSD

데이터베이스

MySQL 5.7.21

성능 평가 툴

tpcc-mysql[3]

그림 2 버퍼 풀 크기에 따른 플러싱 비율 변화

그림 3 버퍼 풀 크기에 따른 IOPS 변화

버퍼 풀 크기에 따라 플러싱 비율이 다른 이유는
버퍼 풀 크기가 커지면 버퍼에 캐싱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져 dirty 페이지의 비율이 75%에
도달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버퍼 풀에 저장된
페이지가 디스크로 쫓겨날 확률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메모리 상에서 트랜잭션이 보다 활발히
처리되고 그에 따라 트랜잭션 로그도 보다 빠르게
쌓이게 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트랜잭션 로그의 여유
공간이 부족해 서버 및 유저 스레드가 정지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InnoDB는
보다
활발히
fuzzy
체크포인트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버퍼 풀의
크기가 커질수록 flush list 플러싱의 비율이 높아진다.
다음으로, 그림 3은 버퍼 풀 크기에 따른 읽기 및
쓰기 IOPS 변화량을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버퍼 풀의 크기가 15%일 때는 읽기 및 쓰기
IOPS가 각각 2683, 2470으로 비슷하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버퍼 풀의 크기를 75%까지 키웠을 때, 읽기 및
쓰기 IOPS는 각각 1725, 3363으로 쓰기 IOPS가 읽기
IOPS보다 약 2배 더 높았다.
버퍼 풀 크기를 키울 수록 쓰기 IOPS가 읽기
IOPS보다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는 이유도 flush list
플러싱 비율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 버퍼 풀이
커져 캐싱할 수 있는 데이터 페이지 개수가 늘어나면,
많은 읽기 작업을 디스크 접근 없이 메모리 상의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다. 반면, 트랜잭션 로그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dirty 페이지의 비율을 높은 워터마크
값보다 낮추기 위해, 백그라운드 스레드는 flush list
플러싱을 활발하게 수행한다. 즉, 쓰기 작업은
지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만 읽기 작업은 주로
메모리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버퍼 풀이 커지면 쓰기
IOPS가 읽기 IOPS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표 2는 앞선 실험과 같은 조건으로 실험했을 때,
로그 저장장치의 쓰기 IOPS를 측정한 결과이다. 측정
결과, 버퍼 풀의 크기가 커질수록 트랜잭션 로그가
빠르게 생성되기 때문에 로그 저장장치로 플러시 되는
로그의 양도 실제로 증가했다.

표 2 버퍼 풀 크기에 따른 로그 저장장치의 IOPS
Ratio of Buffer
Pool to DB size(%)
Write IOPS

15

30

45

60

75

6

8

21

32

43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버퍼 풀 크기에 따라 변화하는
MySQL의 플러싱 패턴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버퍼
풀 크기가 커질 수록, dirty 페이지의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트랜잭션 로그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flush list 플러싱의 비율이 늘어나고 쓰기
IOPS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로그의 크기를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이는 복구 시에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플러싱의 비율을 적절하게
튜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및 로그 저장장치의 성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워크로드의 특성에 맞는
버퍼 풀 크기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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