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바이트 단위 쓰기 접근이 가능한 비 휘발성 저장장치

인 NVDIMM (Non Volatile Dual-Inline Memory Module)의 

등장은 트랜잭션 로깅의 디자인 원칙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다. 데이터 쓰기가 완료되면 로그 레코드의 지

속성 (Durability)이 보장되기 때문에 트랜잭션 커밋 직전

에 로그를 플러시 해야 하는 flush-before-commit 기법

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1]. 비 휘발성 덕분에 

트랜잭션의 가장 큰 병목이었던 로깅 오버헤드가 줄어들

었으며 그 결과, 고성능 트랜잭션 지원을 위한 병목으로 

동시성 지원 보장을 위한 지연이 마지막 병목으로 남게 

된다. 

효율적인 동시성 지원 보장을 위해 최근 출시된 

MySQL 8.0은 기존의 FIFO (First In First Out) 기반의 락  

스케줄링 기법을 CATS (Contention Aware Transaction 

Scheduling) 기법으로 변경 하였다 [2]. CATS 기법은 더 

높은 컨텐션을 가진 트랜잭션에게 lock을 먼저 부여함으

로써 트랜잭션 처리량을 높이는 기법이다 [3]. 

NVDIMM을 로그 디바이스로 사용하여 로깅 병목이 줄

어든 환경은 동시성 제어 기법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MySQL 8.0에서 로그 디바이스로 

각각 NVDIMM과 SSD를 사용하였을 때 FIFO와 CATS 기

법의 성능을 비교분석 하고, 동시성 제어 기법의 성능 

차이를 확인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MySQL 8.0

에 도입된 CATS 기법에 대해 알아보고, 기존의 FIFO 기

법과 비교 한다. 3장에서는 로그 디바이스의 종류에 따

른 CATS 기법과 FIFO 기법의 성능을 비교 한다. 마지막

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고 논문을 마무리한다. 

2. Contention Aware Transaction Scheduling

CATS는 더 높은 컨텐션을 가진 트랜잭션에 lock을 부

여함으로써 트랜잭션 처리량을 높이는 락 스케줄링 기법

이다. CATS는 종속되어 있는 트랜잭션이 많을수록 컨텐

션이 높다고 판단한다.

[그림 1] Exclusive lock의 종속성 그래프

[그림1]에서 동일한 데이터 오브젝트에 두 개의 트랜잭

션이 Exclusive lock을 요청하고 있다. 트랜잭션 t1에 종

속되어있는 트랜잭션의 개수는 4개이고 트랜잭션 t2에 

종 속되어있는 트랜잭션의 개수는 3개이다. CATS는 종속

되어있는 트랜잭션의 개수가 많은 t1이 컨텐션이 높다고 

판단하고 lock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하지만 종속되어

있는 트랜잭션의 개수로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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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지 않는다. 

[그림 2] Shared lock의 종속성 그래프

[그림 2]에서 트랜잭션 t1은 트랜잭션 t2에 종속되어있

다 라고 판단할 수 없다. 트랜잭션 t2가 종료되더라도 만

약 트랜잭션 t3가 오브젝트 O1의 lock을 계속 가지고 있

다면 트랜잭션 t1은 트랜잭션 t2에 종속되어있지 않는다. 

따라서 CATS는 Shared lock의 경우 Shared lock을 요

청하고 있는 모든 트랜잭션에 종속되어있는 트랜잭션의 

개수에서 모든 트랜잭션이 전부 종료되는 예상시간을 나

눈 값을 종속성의 크기로 정의한다. 종료되는 예상시간

은 근사함수를 활용하여 결정한다. 

[그림 3] shared lock과 exclusive lock의 종속성 그래프

[그림 3]의 경우 Shared lock의 종속성의 크기는 트랜

잭션 t1,t2,t3 에 종속되어있는 모든 트랜잭션의 합인 8에

서 트랜잭션이 종료되는 예상시간을 나눈다. 근사함수 

f(3)의 값을 2라고 가정하면 트랜잭션 t1,t2,t3의 종속성의 

크기는 8 / 2 = 4 가 된다. 트랜잭션 t4의 종속성의 크기

는 5이므로 CATS는 트랜잭션 t4가 컨텐션이 높다고 판

단하여 트랜잭션 t4에게 lock을 부여한다.

3. 성능평가 및 분석
본 논문에서는 MySQL 8.0 소스 코드를 수정하여 락 

스케줄링 기법을 FIFO로 설정하였고, Linkbench 벤치마

크 [4]를 통해 CATS 기법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벤치마

크에 사용한 워크로드는 읽기와 쓰기의 비율이 7:3인 읽

기 위주의 워크로드이다. 쓰레드 별 리퀘스트 횟수는 

50,000이며, 버퍼 크기는 5GB로 설정하였고, 데이터베이

스 크기는 3GB이다. 로그 디바이스는 각각 Samsung SSD 

850 PRO와 Netlist NVvault DDR4 NVDIMM을 사용하였

고, 자세한 실험 환경은 [표 1] 과 같다.  

운영체제 Ubuntu 16.04.2 LTS

프로세서
Intel® Xeon E5-2640 2.60GHz

(32 Core)
메모리(RAM) 32GB
저장장치 Samsung SSD 850 Pro 256GB
NVDIMM Netlist NVvault DDR4 16GB
벤치마크 Linkbench

[표 1] 실험환경

본 성능 평가에서는 동시성 제어 기법의 성능 차이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MySQL의 로깅 및 DWB (Double 

Write Buffer) 등 서버 환경 설정을 동일하게 기본 값으

로 설정하였고, 동시성 제어 기법만 달리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다. 또한, 컨텐션을 조절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개

수를 32부터 512까지 설정하여 CATS와 FIFO 기법의 성

능 차이를 확인하였다. 

성능 측정 결과, 로그 디바이스를 NVDIMM으로 설정했

을 때 초당 리퀘스트 횟수 (Requests/Sec)가 높게 나왔으

며,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128 클라이언트일 때, 

CATS 기법의 성능이 FIFO 기법보다 최대 1.6배 성능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컨텐션이 낮은 경우에도 

최대 1.4배 성능의 차이가 있었으며, 컨텐션이 높은 512 

클라이언트일 때도 최대 1.3배 성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NVDIMM을 로그 디바이스로 사용하였을 경우

초당 리퀘스트 횟수

 



[그림 5] SSD를 로그 디바이스로 사용하였을 경우

초당 리퀘스트 횟수

반면, 로그 디바이스를 SSD로 설정하였을 경우 [그림5]

에서 볼 수 있듯이,  CATS 기법과 FIFO 기법의 성능차

이는 없었다. 컨텐션이 적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FIFO 기

법보다 성능이 감소했다. 왜냐하면 CATS 기법에서 락 스

케줄링 기법에 사용되는 근사함수 계산의 오버헤드가 

FIFO 기법보다 크기 때문이다. 컨텐션이 높은 경우, 

NVDIMM을 로그디바이스로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FIFO 

기법보다 성능향상이 있었지만, SSD에서는 FIFO기법과 

동일하게 성능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로그 디바이스를 NVDIMM과 SSD로 설

정 하여 로그 디바이스 종류에 따른 FIFO와 CATS 락 스

케줄링 기법의 성능을 비교 하였다. 실험 결과, 로그 디

바이스가 NVDIMM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최대 1.5배까지 

성능 차이가 있으며 컨텐션이 높은 경우에도 1.3배 까지 

성능 차이가 있었다. 반면, SSD를 로그 디바이스로 설정

할 경우, FIFO 기법과 큰 성능 차이가 없었다. 

NVDIMM을 로그 디바이스로 설정하여 로깅 오버헤드

가 줄어든 경우, 동시성 제어 기법의 차이가 전체 트랜

잭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 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NVDIMM이 장착된 컴퓨팅 환경에서 효

율적인 동시성 제어 기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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