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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데이터베이스 백업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보존 및 복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필수 기법이

다.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에서는 백업 기능을 수행

하는 응용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백업 응용은 기존 HDD 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및 구현 

되어있기 때문에 최근 주로 사용되고 있는 저장장치인 SSD 에서는 SSD 의 성능을 최대한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백업 응용에서는 단일 스레드가 백업을 위한 데이터를 순차

적으로 접근하고 풀 스캔 방식으로 백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SD 의 병렬적 특성

을 활용하여 백업 응용의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병렬 인

덱스 스캔 기법을 제시한다. 제안한 기법은 기존 백업 기법과 달리 멀티 스레드를 활용하여 인

덱스 스캔을 수행하고 병렬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하여 백업을 수행한다. 해당 기법은 기존 기법

에 비해 최대 2.5배 성능을 향상시켰다.  

 

 

1. 서론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이며 시스템 오류 및 하드웨어 

고장으로 인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는 

필수적이다[1]. 이러한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atabase Management 

System)에서는 백업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백업 응용은 기존 

하드디스크 (HDD)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및 

구현되었기 때문에 최근 주로 사용되고 있는 고성능 

저장장치 (SSD)에서는 기대만큼의 백업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성능 저장장치 (SSD)의 병렬적 

특성을 활용하여 백업 응용의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병렬 인덱스 

스캔 기법을 제시한다. 해당 기법은 멀티 스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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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법을 활용하여 스레드별로 스캔할 인덱스를 

할당해준다. 그 후 각각의 스레드는 병렬적으로 

인덱스 스캔을 수행하고 인덱스에 해당되는 백업에 

접근한다. 특히, 해당 기법은 row 단위로 병렬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의 테이블에서도 효용성이 있다.  

본 논문은 해당 기법을 구현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MySQL 의 mysqldump[2]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기법은 기존 기법 대비 최대 

2.5 배 성능을 향상시켰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 장은 본 논문과 관련된 

배경에 대해 논하고, 3 장에서는 제안된 기법을 

설명하고 4 장에서는 실험결과를 보이고, 5 장에서는 

이를 통한 결론을 맺는다. 

 
2. 배경 

2.1 저장매체 

저장매체의 속도가 컴퓨터 매체 중 가장 느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컴퓨터 시스템들의 병목은 

저장매체에 있었다 [3]. 또한 이러한 병목을 

해소하고자 HDD 기반 응용들은 HDD 특성을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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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인 접근을 통한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최근 주로 사용되고 있는 SSD 의 경우에는 

여러 채널들을 통해 병렬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 

병렬적으로 입출력을 수행했을 때 성능이 극대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SSD 의 병렬성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4][5]. 본 논문은 병렬성이 높은 SSD 

기반에서 데이터베이스 백업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기법을 제시한다. 

 

2.2 B+ tree와 인덱스 스캔 

B+ tree 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널리 쓰이는 

자료구조로 트리를 구성하는 모든 노드(node)들은 

키와 링크를 가지고 있으며, 최하단 노드를 제외한 

노드(index node)들은 링크들이 자식 노드를 

가리키며, 최하단 노드(leaf node)들은 노드의 

마지막 링크가 다음 최하단 노드를 가리키도록 

구성되어 있다 [6]. 이는 B-Tree 를 확장하여 자식 

노드의 마지막 링크를 동일한 트리 레벨의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함으로써 데이터를 특정 인덱스의 

값부터 순차적으로 읽는 연산에 적합한 

자료구조이다. 그림 1 은 B+-Tree 의 개략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1) B+-Tree 자료구조 

그림 1 에서의 각 노드의 내부 숫자는 키를 나타내며, 

화살표는 링크를 나타낸다. 이러한 자료구조를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일부 노드에만 

접근하여 조건 질의를 빠른 속도로 처리한다. 이렇게 

특정한 키를 통한 질의문을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을 

인덱스 스캔이라한다 [7]. 

 

2.4 데이터베이스 덤퍼(Database Dumper)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및 

장애 대처를 위한 백업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백업 

응용을 지원한다. 최근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인 MySQL 은 mysqldump 라는 

백업 응용을 제공한다. 해당 응용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를 유지하며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로서 동작한다[8]. 즉, 해당 

응용은 질의문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새롭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수 있는 삽입문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는 

단일 스레드로 동작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파일을 

인덱스 사용 없이 순차적으로 읽는 풀 스캔을 

수행한다. 이는 SSD 의 병렬성과 질의문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구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3. 제안된 기법 

3.1 기본 아이디어 

2.1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병렬성을 제공하는 SSD 와 

같은 저장장치에서는 단일 스레드로 순차적 접근을 

수행하는 풀 스캔은 최적의 성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풀 스캔이 아닌 

인덱스 스캔을 통한 멀티 스레드 기법을 제시한다.  

 

3.2 설계 및 구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서버-클라이언트 구조로 

인해서, 백업 응용은 백업하고자 하는 대상 테이블의 

인덱스 구조에 대해서 알 수 없다. 또한 만약 이러한 

구조를 파악하더라도 여러 개의 질의문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 다중 연결을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변경에는 한계가 있어 본 

논문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자체의 풀 스캔처리 

로직을 병렬적으로 설계 및 구현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풀 스캔 처리에 대해서 

테이블 데이터 파일 전체를 순차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인덱스 스캔을 활용하여 병렬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본 논문은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접근하는 접근 스레드와 백업 응용과 

데이터베이스 서버 연결을 유지하며 데이터를 

보내주는 서버에서 응용으로 전송하는 스레드로 

나누어서 백업 처리를 수행한다.  

 

(그림 2)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멀티 스레드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백업 

그림 2 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멀티 스레드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백업 기법을 나타낸다. 그림과 

같이 백업 응용인 덤퍼는 테이블 풀 스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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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요청한다 (①). 그 후 요청을 

받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접근 스레드풀과 전송 

스레드를 구성한다 (②). 접근 스레드 (worker)는 

인덱스 트리에서 각자 처리해야 할 인덱스를 

읽어온다 (③). 접근 스레드는 각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읽고 처리한다 (④). 그 후 접근 스레드는 

읽어온 데이터를 전송할 데이터 형태로 구성한 후 

전송 큐에 넣어준다 (⑤). 마지막으로 전송 스레드는 

전송큐에서 데이터를 읽어온 후 해당 데이터를 

응용으로 전송한다 (⑥). 

  

4.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논문은 실험 평가를 위해 Intel® Xeon® CPU 

E7-8867 v4 @ 2.4GHz (18core * 4), 16G Memory, 

Intel P3700 를 구성하였다. 또한 백업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sysbench 를 사용하여 데이터 (30G) 

생성한 후 백업(덤프)을 수행하였다.  

 

 

(그림 3) 기존 응용과 제안한 응용의 백업 수행시간  

그림 3 는 기존 백업 응용과 제안한 백업 응용의 

백업 수행 시간을 보여준다. 그림과 같이 1 스레드 

에서는 제안된 기법은 인덱스를 읽는 연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응용에 비해 

성능이 3.8%만큼 하락한다. 제안된 응용은 기존 

응용에 비해 4 스레드 일 때 최대 성능을 보여주며 

2.1배의 성능을 보인다.  
 

 

(그림 4) 기존 응용과 제안한 응용의 백업 입출력 

처리량 

그림 4 은 기존 백업 응용과 제안한 백업 응용에서 

백업 수행 시 발생되는 입출력 처리량을 보여준다. 

그림과 같이 제안한 백업 응용에서 스레드 개수가 

1 개일 때는 인덱스를 읽는 오버헤드로 인하여 

입출력 처리량이 감소한다. 반면에 스레드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안한 응용은 기존 응용 대비 입출력 

처리량이 증가하며 스레드 개수가 4 개일 때 최대 

2.5 배만큼 성능이 증가하였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연구에서는 SSD 의 병렬적 특성을 활용하여 

백업 응용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병렬 인덱스 

스캔 기법을 제시하였다. 제안한 기법은 기존 백업 

기법과 달리 멀티 스레드를 활용하여 인덱스 스캔을 

수행하고 병렬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하여 백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제안한 기법은 기존 기법 대비 

최대 2.5배 성능을 향상시켰다.  

향후 연구로는 스레드 수의 증가에 따른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해당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버퍼 관리자 오버헤드 및 동시성을 

감소시키는 락킹 (locking) 문제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내부 구조를 

추가적으로 연구하여 스레드 수의 증가에 따른 

확장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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