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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성능 차이가 발생한다. 
데이터베이스에 한 여러 가지 기능에 한 이해가 부족하여 많은 성능 하 문제를 유발하는데, 그 

에 조인 성능문제가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아주 드문 경우가 아니라면 부분의 데이터 처리는 

하나 이상의 테이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인을 정확하게 사용하면 성능 개선에 큰 이 을 가져 올 

수 있다. 본 연구는 계형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가장 기본 인 조인방식인 Nested Loops Join 방식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한 조인순서 선정  인덱스 구성에 한 연구를 하 다. 연구 결과를 평가하

기 해서 SQL Trace을 추출한 후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선정된 조인순서가 효율 인 것을 입증하

다. 한 기존의 응답시간을 기 으로 성능평가방법보다 액세스한 데이터 블록 수를 기 으로 한 성능

평가방법이 더 근본 으로 조인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음을 증명하 다. 차후에는 더 복잡한 조인 형태 

 다른 조인방식의 성능개선 방법에 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1. 서론

  오늘날 데이터의 양이 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성

능에 한 요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

다. 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한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

나고 있지만 아직도 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시장에서 높

은 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새로운 기술들보다 많

은 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제 로 사용한다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도 량의 데이터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지만 아직도 

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제 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분의 데이터 처리는 두 개 이상

의 테이블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인성능에 한 연구는 

필수 이다. 조인을 정확하게 사용한다면 성능 개선에 큰 

이 을 가져 올 수 있다. 한 조인을 효율 으로 수행하

기 해서는 한 조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인 방식에 따라 한 인덱스를 구성하는 것도 필연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인의 성능을 개선하기 해

서 여러 가지 조인방식  Nested Loops Join에 을 맞

추어 조인 순서의 선정  해당 조인순서에 한 한 

인덱스를 구성하는 방법에 한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2. 련 연구

2.1 Nested Loops Join

  Nested Loops Join(이하 간단히 NL조인)은 모든 계

형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한다. 조인을 하는 개발자들이 

가장 처음 듣는 용어가 아마도 NL조인일 것이다. 여러 가

지 조인 방식 에 가장 먼  소개된 방식이며 그 만큼 

효용 가치가 있는 조인 방식이다. 한 조인은 데이터베이

스 안에서 항상 사용되며 OLTP(On-Line Transaction 

Processing)시스템에서 조인을 튜닝할 때에도 일차 으로 

NL조인부터 고려한다. 왜냐하면 NL조인이 가장 기본 인 

조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만약 NL조인으로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없으면 다른 조인 방식을 고려하게 된다.

  NL조인을 정확하게 사용하려면 먼  조인이 이루어지

는 과정을 숙지해야 한다. NL조인은 조인할 두 집합 에

서 선행 집합(Outer Table)을 선정하고 선행 집합을 기

으로 각 Row들을 순차 으로 읽으면서 후행 집합(Inner 

Table)의 모든 데이터와 비교해서 결합시킨다. 이런 과정 

에서 성능 하를 유발하는 부하지 이 3가지 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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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Outer Table에서 해당 필터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검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둘째, 연결고리 컬럼의 인

덱스를 통해서 조인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검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셋째, Inner Table에서 조인조건을 만

족하고 해당 필터조건도 만족하는 데이터의 조인 가능여

부를 체크한 후 조인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 세 가지 

부하지 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합치면 NL조인의 총비용

이 된다. 한 Outer Table을 검색하는 비용은 SQL문장

을 실행할 때 INDEX로 스캔하는지 Full Table Scan방식

으로 스캔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두 가지 방식 에 비용

이 작은 방식을 선택한다. 구체 인 계산방법은 본 연구에

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표 1> NL조인 방식의 수행 구조

for(i=o; i<100; i++)

{  --Outer Loop

for(j=0; j<100; j++)

{  --Inner Loop

//Do Anything...

}

}

 

  NL조인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표 1>과 같은 수행구

조를 가지기 때문에 선행 집합(Outer Loop)의 크기가 조인

의 효율을 결정하는 데 많은 향을 미친다. 한 반드시 

연결고리이상이 없어야 한다. 만약 연결고리가 이상하다면 

선행 집합의 건수만큼 후행 집합을 Full Table Scan 해야 

하기 때문에 성능 하를 가져온다.

2.2 인덱스 구성 략

  인덱스는 책의 색인과 같이 어떤 자료를 빨리 찾기 

한 목 으로 사용하고 있다. 업에서 더 좋은 성능을 

하여 인덱스를 섣불리 사용함으로써 성능 하  인덱스 

리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 기 때문에 인덱스를 정확

하고 략 으로 구성해서 사용해야 한다.

  인덱스를 설계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를 들어 인덱스 Column의 분포도, Clustering Factor, 

결합인덱스 구성 Column 순서 등이 있다. 이런 요소들은 

인덱스를 통해서 액세스할 때의 효율을 결정한다. 한 인

덱스를 생성한 후 유지 보수하는데 투자비용도 인덱스 구

성 략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덱스를 생

성한 후 테이블에 데이터를 Insert, Update, Delete할 때 

인덱스까지 변경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덱스 구성 략

을 세울 때 업무나 개별SQL를 모두 고려해야 할 뿐만 아

니라 인덱스의 수량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은 NL조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NL

조인의 과정 에 인덱스를 어떻게 이용해서 보다 더 나

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지에 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설계된 인덱스들은 추후 인덱스 구성 략을 세

우는 기반이 된다. 

2.3 성능 평가의 방법

  일반 으로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평가할 때 SQL문장의 

실행시간을 가지고 단한다. 실행시간은 SQL문장을 실

행할 때마다 다를 수도 있고 병렬처리를 사용했는지 등 

많은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를 들어 조인할 때 병

렬처리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사용자에게 최종결과를 

보여  수 있지만 처리하는 과정이 비효율 일 수 있다. 

속도가 빠른 것은 보다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 다는 것

이다. 만약 빠른 속도를 얻기 해서 모든 처리가 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수행과정 에서 비효율을 제거해 주

지 않는다면 시스템 자원 경쟁 때문에 큰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체 성능이 떨어진다. 그 기 때문에 실

제 액세스하는 과정  액세스하는 블록 개수를 기 으로 

조인의 처리  비효율이 존재하는지 체크하고 제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실제 액세스하는 데이터 블록 수를 기 으

로 성능을 단하 다. 한 기존 성능 평가 방법  응답

시간만 기 으로 평가하는 것과 비교하여 테스트하 다. 

본 연구는 응답시간이 비슷하더라도 처리과정 에서 성

능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  것이다.

3. 본론

3.1 용어 정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조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값의 비교를 통해 매핑할 수 있는 컬럼이 존재하기 때문

이다. 조인이 이루어질 때 테이블들의 연결 컬럼들을 연결

고리라고 한다. 

 NL조인에서 선행 테이블을 Outer Table 는 Driving 

Table이라하고 후행 테이블을 Inner Table 는 Driven 

Table이라 한다. Inner Table 측에 있는 연결고리 컬럼에 

인덱스가 없다면 Outer Table의 값을 상속시켜 Inner 

Table에서 테이블 체를 스캔하게 된다. 이 때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Inner Table의 연결고리 컬럼에 인

덱스가 없어서 유발되는 성능 하 문제를 연결고리이상이

라고 한다.

  조인할 때 SQL문장의 WHERE 에서 여러 가지 조건

이 있을 것이다. WHERE 의 조건들은 연결을 한  조

건도 있고, 조건에 맞는 값을 체크하여 여과시키는 조건도 

있다. 값을 체크하여 여과시키는 조건을 필터조건이라고 

한다. 조인을 수행하여 나온 최종결과는 필터조건을 만족

하는 데이터들로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 조인할 때 필터조

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들을 조인참여집합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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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결고리이상 유무에 따른 성능 비교

3.2 NL조인의 순서 선정  인덱스 구성

  본 연구에서 NL조인을 한 조인순서 선정  인덱스 

구성에 한 연구를 해서 세 단계의 테스트를 하 다. 

첫 번째 단계는 연결고리이상 유무에 따른 성능 비교이다. 

두 번째 단계는 NL조인의 조인순서를 선정, 변경할 후

의 성능비교이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성능을 해 결합인

덱스를 이용한 개선 방법에 한 테스트를 하 다. 

3.2.1 연결고리이상 유무에 따른 성능 비교

(그림 1) 연결고리이상 유무에 따른 성능 

테스트 ERD 

  (그림 1)의 ERD 모델의 테이블을 NL조인할 때 조인 

순서에는 두 가지가 있다. EMLOYEES 테이블을 Outer 

Table로 선정하고 DEPARTMENTS 테이블을 Inner 

Table로 선정하거나 이와 반  방향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림 1)의 모델과 같이 무결성을 수하여 

제약조건을 정확하게 생성하면 DEPARTMENTS 

테이블을 Outer Table로 선정할 때만 연결고리이상 

상이 발생한다. 만약 제약조건이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연결고리이상 상이 어느 방향이든 나타나게 

된다. (그림 1) 모델과 같은 경우에 EMPLOYEES 

테이블이 DEPARTMENTS에게 상속받은 FK인 

DEPARTMENT_ID 컬럼을 포함하는 인덱스를 만들어 

주면 연결고리이상 상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림 2)를 

보면 두 개 테이블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조인할 때 

연결고리 유무에 따른 성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NL조인을 할 때 연결고리이상이 없다면 보다 

더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NL조인을 할 때 가

장 먼  단해야 할 요소는 연결고리이상 유무이다. 만약 

연결고리이상 상태라면 한 인덱스를 구성하여 연결고

리이상을 제거해야 한다.

3.2.2 NL조인의 조인순서 선정

  본 연구에서는 연결고리이상이 없다고 가정하고 테스트

를 진행한다. 연결고리이상이 없을 때 먼  고려해야 할 

것은 조인참여집합의 크기이다. 한 조인 SQL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조인 조건이 “=”인 경

우로 국한한다. 필터조건이 없을 때, 한 쪽만 필터조건이 

있을 때, 그리고 양 쪽 다 필터조건이 있을 경우 총 세 가

지를 나 어서 테스트를 진행하 다. 각 SQL마다 NL방식

으로 조인 순서를 바꾸며 테스트하 고 SQL Trace를 통

해서 실제 SQL을 실행했을 때의 실행 계획  통계정보

를 수집한 후 액세스한 데이터 블록 수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NL조인 순서 변경 후 성능 비교

  (그림 3)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작은 집합을 

Outer Table로 선정할 때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3.2.3 결합인덱스를 이용한 NL조인성능 개선

  NL조인을 할 때 Inner Table에 필터조건이 있고 이 필

터조건 컬럼에 단일 컬럼 인덱스가 있거나 인덱스가 없는 

경우에는 Outer Table을 읽고 난 후 Inner Table에 조인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검색하고 조인시킨다. 그 후 조인된 

모든 데이터들에 필터 조건을 용하여 필터링 작업이 진

행되고 필터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데이터들은 최종 결과 

집합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과정 에서 Inner Table의 필

터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데이터까지 조인했기 때문에 불

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Inner Table의 필터조

건을 만족하지 않은 데이터들을 조인하기 에 미리 제외

시키고 필터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조인하게 되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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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때 Inner Table의 연결고리 컬

럼과 필터조건 컬럼의 조합으로 결합 인덱스를 생성하면 

Outer Table과 Inner Table이 조인하기 에 결합 인덱스

내부에서 체크하면서 필터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데이터들

을 제외시킨다. 결합인덱스를 생성하고 테스트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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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결합인덱스 유무에 따른 NL조인 성능 비교

  (그림 4)에서 Inner Table에 필터 조건이 있을 때 결합 

인덱스를 생성하지 않으면 작은 집합을 Outer Table로 선

정했지만 큰 집합을 Outer Table로 선정하는 것보다 성능

이 더 나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결합 인덱스

를 생성해 주면 작은 집합을 Outer Table로 선정하는 것

이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 액세스한 데이터 블록 수 기 으로 한 성능 평가 방법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능 평가방법들은  

응답시간을 이용하여 성능을 평가하 다. 그러나 조인 

SQL을 튜닝 할 때 응답시간도 요하지만 실제 조인 진

행하는 과정  비효율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림 5) 응답시간을 기 으로 한 성능 평가방법  

액세스한 데이터블록 수 평가방법 비교 

  (그림 5)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조인 SQL 튜닝 

방법을 사용하여 각 단계별로 응답시간과 액세스한 데이

더 블록 수를 비교하 다. 한 이런 단계에 따라서 실제

으로 처리하고 있는 데이터 블록 수가 차 어든 것

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세 가지 조인 방식 

에 NL조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능을 개선할 수 있

는 방법에 한 연구를 하 다. NL조인할 때 조인순서를 

선정하는 방법은 첫째, 연결고리이상을 제거해야 한다. 둘

째, 작은 집합을 Outer Table로 선정하는 것이 효율 인 

NL조인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Inner Table의 연결고리 

컬럼과 필터조건 컬럼을 결합인덱스로 생성하면 더 나은 

성능을 보장한다. 한 조인 SQL을 튜닝 할 때 응답시간

보다 실제 액세스하는 데이터 블록 수가 더 요한 평가

기 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NL조인 성능에 한 테스트

를 두 개의 테이블을 상으로 진행하 고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인 경우는 언 하지 않았다. 한 세 가지 조인 방

식 에 Sort Merge Join  Hash Join 방식의 성능개선 

방법에 한 연구는 진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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