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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ostgreSQL의 비용 기반의 옵티마이저(Cost-based Optimizer)는 비용 모델(Cost model)을 이용하여 
생성 가능한 쿼리 실행 계획들의 예상 비용을 계산하고, 그 중 가장 저렴한 비용의 실행 계획으로 쿼리가 
동작하도록 한다. PostgreSQL의 비용 모델에서는 하나의 페이지를 디스크로부터 읽는 비용을 나타내기 
위해 random_page_cost와 seq_page_cost 파라미터를 이용한다. 하드디스크를 이용하도록 설계된 
PostgreSQL에서는 임의 읽기를 의미하는 random_page_cost이 순차 읽기를 의미하는 seq_page_cost의 
4배로 설정된다. 그러나 빠른 임의 접근 속도를 제공하는 플래시 메모리 SSD가 하드디스크를 대체함에 
따라 PostgreSQL 비용 모델에서의 디스크 IO 파라미터, 저장 장치, 그리고 쿼리 실행 계획의 관계에 관
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저장장치로 하드디스크와 SSD를 이용할 때, 
random_page_cost 값을 변경해가며 TPC-H 벤치마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성능 평가 결과, 
TPC-H 벤치마크 중 쿼리 실행 계획이 변경되는 쿼리의 경우, 하드디스크를 이용할 때와 SSD를 이용할 
때 모두 순차 스캔이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SSD에서 그 성능 하락이 크게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1. 서  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쿼리 옵티마이저는 SQL 쿼
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실행 계획을 생
성하는 역할을 한다. PostgreSQL[1]의 옵티마이저는 쿼리 
실행 계획들의 예상 비용을 비교하고, 그 중 가장 저렴
한 실행 계획을 최종 실행 계획으로 선택한다. 이 때, 비
용의 산정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내부의 오브젝트 통계 
뿐 아니라 시스템의 성능과 관련된 통계가 이용된다.
  PostsgreSQL에서는 디스크 IO 비용 산정을 위해서 임
의 읽기 비용을 의미하는 random_page_cost, 그리고 순
차 읽기 비용을 의미하는 seq_page_cost 파라미터를 이
용한다. 디스크 IO의 총 비용은 읽기 패턴에 따른 파라
미터 값에 읽어야 하는 페이지의 수를 곱하여 계산된다. 
두 파라미터의 기본 값은 하드디스크의 느린 임의 접근 
속도를 고려하여 random_page_cost가 seq_page_cost에 
비해 4배 크게 설정된다.
  그러나, 새로운 주류 저장장치로 자리 잡고 있는 플래
시 메모리 SSD는 하드디스크에 비해 높은 임의 접근 속
도를 제공한다. 이러한 특징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임의 접근 기반의 스캔 방법인 인덱스 스캔(Index scan)
이 순차 스캔(Sequential scan)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쿼리 옵티마이저에서 
실행 계획을 선택할 때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장장치로 하드디스크를 이용할 때와 
SSD를 이용할 때, random_page_cost 값에 따른 TPC-H 
벤치마크를 이용하여 실행 계획 및 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PostgreSQL 옵티마이저에서 디스크 

IO 파라미터, 저장 장치 종류, 그리고 쿼리 실행 계획의 
관계에 관하여 연구한다. 실험 결과, TPC-H의 22가지 쿼
리 중 9가지에서 실행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하드디스크
를 이용할 때와 SSD를 이용할 때 모두 순차 스캔을 이용
하는 것이 인덱스 스캔에 비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느린 실행 계획과 빠른 실행 계
획의 차이가 가장 심한 쿼리의 경우, 하드디스크에서 약 
70배의 성능 차이가 나는 것에 비해, SSD에서는 약 6.5배
의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저장장치로 SSD를 이용하는 것이 잘못된 비용모델
로 인한 성능 하락을 크게 완화시킴을 알 수 있다.

2. 관련 연구

2.1 PostgreSQL의 쿼리 수행과 옵티마이저

  그림 1은 PostgreSQL에서 쿼리가 수행되는 과정을 나
타낸다. 애플리케이션에서 PostgreSQL로 쿼리를 전달하
면 파서(Parser)는 전달받은 쿼리의 문법을 확인하고, 쿼
리를 트리 구조로 변환하여 옵티마이저에 전달한다. 옵
티마이저는 전달받은 쿼리 트리를 이용해 실행 가능한 
계획들을 생성하고, 계획들의 예상 비용을 비교하여 가
장 저렴한 비용의 실행 계획을 쿼리 익스큐터(Executor)
에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쿼리 익스큐터는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쿼리를 수행한다.
  PostgreSQL에서는 비용 기반의 옵티마이저(Cost-based 
Optimizer)를 이용한다. 비용 기반의 옵티마이저는 비용 
모델(Cost model)을 통해 쿼리 실행 계획들의 비용을 산
정하고, 각 계획의 비용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비용의 



그림 1 PostgreSQL의 쿼리 수행 과정

파라미터 설명
seq_page_cost 순차적 디스크 페이지 읽기 비용
random_page_cost 랜덤 디스크 페이지 읽기 비용
cpu_tuple_cost 하나의 튜플을 처리하는 비용

cpu_index_tuple_cost
하나의 인덱스 엔트리를 

처리하는 비용
cpu_operator_cost 연산의 수행 비용

표 1 PostgreSQL 비용 모델의 비용 파라미터

실행 계획을 선택한다. 이 때, 비용의 산정을 위해 오브
젝트 통계(레코드 개수, 블록 개수 등) 및 시스템 통계
(CPU 속도, 디스크 IO 속도 등)가 이용된다.
  표 1은 PostgreSQL의 비용 모델에서 이용하는 다섯 가
지 시스템 통계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그 중 디스크로부
터 페이지를 읽어오는 것에 관하여 두 가지 파라미터가 
사용된다. 첫 째로, seq_page_cost은 디스크 페이지를 순
차적으로 읽을 때의 비용을 의미한다. 둘째로, random_ 
page_cost는 디스크 페이지를 임의의 순서로 읽을 때의 
비용을 의미한다. 두 파라미터의 기본 값은  random_ 
page_cost = 4, seq_page_cost = 1로 설정되며, 디스크 IO
의 총 비용은 읽기 패턴 파라미터와 읽어야 하는 페이지
의 수를 곱하여 계산된다. 즉, 읽어야 할 페이지의 수가 
동일할 때, PostgreSQL에서는 임의 읽기가 순차 읽기에 
비해 4배 높은 비용으로 예측된다.

2.2 플래시 메모리와 쿼리 실행 계획

  PostgreSQL을 포함하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 
대부분은 하드디스크에서 동작하는 것을 가정하여 설계
되었다. 이러한 점은 2.1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쿼리 옵티
마이저에서 디스크에 페이지에 접근할 때, 임의 접근 방
법의 비용을 순차 접근 방법의 비용보다 더 높게 책정하
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그러나, 플래시 메모리 SSD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동작
하기 때문에 기계적 부품으로 동작하는 하드디스크에 비
해 매우 빠른 임의 접근 성능을 보인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테이블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대표적인 두 가
지 방법은 디스크 페이지를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순차 
스캔, 그리고 인덱스를 통해 임의의 순서로 페이지에 접
근하는 인덱스 스캔이다. 플래시 메모리 상에 동작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연구 중, [2]에서는 SSD의 빠른 
임의 접근 속도라는 장점을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하여 인
덱스 스캔에서 중복된 페이지에 접근하는 문제를 제거함
으로써 인덱스 스캔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같은 관점에
서, 본 논문에서는 SSD의 빠른 임의 접근 속도라는 장점
이 쿼리 옵티마이저의 비용 모델에 적용되었을 때의 쿼
리 실행 계획 변화 및 성능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3. 성능 평가

  성능 평가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저장장치로 플래시 
메모리 SSD와 하드디스크를 이용하는 각각의 경우에 대
하여, PostgreSQL의 random_page_cost를 1, 2, 4, 8, 16, 
32로 변화시켜가며 TPC-H 벤치마크의 쿼리를 수행한다. 
또한 

3.1 실험 환경

운영체제 Ubuntu 16.04.3 LTS

프로세서
Intel Xeon E5-2670V3 2.3GHz 

24 Core (48 Thread)

저장장치
Samsung SSD 850 Pro 256GB

WDC WD10EZEX 1TB
데이터베이스 PostgreSQL 9.4.15

표 2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WDC WD10EZEX 1TB 하드디스크와 
Samsung SSD 850 Pro 256GB를 저장장치로 이용한다. 성
능 평가에는 TPC-H[3] 벤치마크를 이용하였고, 데이터베
이스의 크기는 1GB, 그리고 PostgreSQL의 버퍼 크기는 
32MB로 설정하였다. 성능 평가를 위해 TPC-H의 벤치마
크의 Q1부터 Q22까지 22가지의 쿼리 중 수행되지 않는 
Q15를 제외한 21가지의 쿼리를 수행하였다. 자세한 실험 
환경은 [표 2]과 같다.

3.2 실험 결과

  그림 2는 저장장치로 하드디스크를 이용할 때와 SSD를 
이용할 때의 random_page_cost 값에 따른 TPC-H 벤치마
크의 수행 시간을 나타낸다. random_page_cost 값이 작
을수록 디스크 페이지에 대한 임의 접근 비용이 낮게 산
정되기 때문에 인덱스 스캔의 비용이 낮아지므로 순차 
스캔 대신 인덱스 스캔을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21가지의 TPC-H 쿼리를 수행한 결과, 그림 2에 나타
난 9가지 쿼리를 제외한 나머지 쿼리에서는 실행 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며, 따라서 random_page_cost를 변경하여
도 성능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성능 차이가 나타나는 쿼리들의 경우, 저장장치의 종



그림 2 저장장치 및 random_page_cost 값에 따른 TPC-H 벤치마크의 수행 시간

류에 관계없이 random_page_cost의 값이 작을 때 성능이 
느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쿼리 실행 계획을 확인해본 
결과, random_page_cost 값이 작아짐에 따라 크기가 큰 
테이블에 대한 인덱스 스캔이 수행되어 성능이 하락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하드디스크를 저장장치로 이
용할 때 더욱 심각해지는데, 가장 성능 차이가 적은 Q7
의 경우에도 빠른 실행 계획과 느린 실행 계획의 성능 
차이는 약 6.2배로 나타나며, 가장 성능 차이가 많이 나
는 Q3에서는 빠른 실행 계획과 느린 실행 계획의 성능 
차이가 약 70배로 측정된다. 그에 비해 SSD를 저장장치
로 이용할 때, Q7에서는 빠른 실행 계획과 느린 실행 계
획의 성능 차이가 약 3배로 측정되며, 하드디스크에서 
가장 심각한 성능 차이를 보였던 Q3의 경우에도 그 성능 
차이는 약 6.4배로 측정된다. 이를 통해 SSD를 이용하는 
경우 성능 하락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Q6과 Q14의 경우 흥미로운 점이 추가로 발견된다. Q6
과 Q14를 수행할 때, random_page_cost를 1로 설정하면 
인덱스 스캔이 수행된다. 그리고 random_page_cost이 2, 
4, 8일 때에는 비트맵 힙 스캔(Bitmap Heap Scan)이 수
행되며, random_ page_cost이 16 이상일 경우 순차 스캔
이 수행된다. 비트맵 힙 스캔은 임의 접근을 줄이기 위
해 테이블 블록 번호 순서를 정렬하고 그 순서로 페이지
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하드디스크를 이용할 때, 느린 임
의 접근 속도로 인하여 인덱스 스캔을 이용할 때 가장 
느린 성능이 나타나며, 비트맵 힙 스캔은 순차 스캔보다 
조금 느린 성능을 보인다. 그에 비해, SSD를 이용할 때에
는 SSD의 빠른 임의 접근 속도로 인하여 인덱스 스캔의 
성능이 향상되어 비트맵 힙 스캔과의 성능 차이가 줄어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저장장치로 하드디스크를 이용할 때와 
SSD를 이용할 때, random_page_cost 값을 1에서 32까지 
변화시키며 TPC-H 벤치마크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다. 실험 결과, 실행 계획에 변화가 있는 쿼리의 경우, 
하드디스크를 이용할 때와 SSD를 이용할 때 모두 순차 
스캔을 이용하는 것이 인덱스 스캔을 이용하는 것에 비
해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저장장치

로 SSD를 이용하는 것이 잘못된 비용 모델로부터 얻어진 
느린 실행 계획으로 인한 성능 하락을 크게 완화시킴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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