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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기기의 성능 향상과 활용 분야가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모바일 기기에서 데이터

베이스 엔진을 사용하는 응용 분야도 보편화되고 있다.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하는 응용은 모바일 서버용 

데이터베이스, 에지 컴퓨팅, 포그 컴퓨팅 등이 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는 

SQLite3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SQLite3의 파일 시스템 별 갱신 성능을 테스트하고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모바일 환

경에서 파일 시스템에 따른 갱신 성능은 제한된 H/W 환경에서 중요한 성능 요인으로 작용한다. 비교 파일 시스템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FAT, Ext2, 그리고 NTFS로 선정하였다. 동일한 조건에서 각 파일 시스템들의 갱신 성능 

및 특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로부터 각 데이터베이스 갱신 패턴에 따른 파일 시스템 별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improving performance and utilizing application fields of mobile devices are getting bigger and wider. With this 
trend, applications that use database engines on mobile devices are also becoming common. Applications requiring mobile 
databases include mobile server databases, edge computing, fog computing, and the like. By the way, the most 
representative and widely used mobile database is SQLite3. In this paper, we test and compare the update performance 
of SQLite3 by some file systems. The update performance of the file systems in the mobile environment is an important 
performance factor in the limited H/W environment. The comparison file system was chosen as FAT, Ext2, and NTFS. 
Under the same conditions, experiments with each file system to test update performance and characteristics were 
processed.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we could analyz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file system for each 
database updat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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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T 디바이스 제조 기술 발전과 통신 기술의 진화에 따

라 최근 모바일 디바이스를 서버로 활용하는 사례가 보

편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데이터

베이스를 설치하고 운용할 필요성이 대폭 증가하고 있

다. 즉, 모바일 디바이스가 이제 단순히 단말 장치에 그

치지 않고 제한적이나마 서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거

나 적어도 미들웨어 정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보편화되

고 있다.
IT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Device의 성능 향상과 디자

인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 5G와 같은 통신 능력의 획기

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IT 환경은 큰 변화를 겪

고 있는데 최근 가장 주목받는 변화 중 한 가지 사례는 

대용량 실시간 발생 데이터의 처리 방법이다. 데이터가 

생성되는 환경 때문에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데이터 처

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응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실

시간 고속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모바일 데이터베이스

로 처리되고 저장되어야 한다. 저장된 데이터는 필요에 

따라 가공되고 요약되어 특정 서버로 전송된다.
이렇게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몇가지 있다. 첫째, 이전에 실현할 수 없

었던 응용 분야가 새롭게 확대될 수 있어서 가용성이 커

진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다. 둘째, 1차 수집된 민감한 

row data(예를 들어 개인 생체 정보)는 모바일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하고, 요약하거나 가공한 덜 민감한 정보만

을 필요로 하는 서버로 전송함으로서 보안적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데이터 발생 소스로

부터 동시 다발적 데이터를 한 서버에서 처리하거나 복

수 개의 서버를 도입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런데 로컬 모바일 디바이스들을 활용하면 모바일 데

이터베이스를 통한 다운사이징이 가능하다. 이것은 데

이터 수집에 비용적 측면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에서 관심 사항은 데이터베이스

의 성능일 것이다.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는 SQLite가 

2000년에 발표되었고 최근까지 SQLite3로 최신 버전이 

계속 발표되며 다양한 모바일 응용에 사용되고 있다. 
2014년에는 Realm이 새롭게 발표되었는데 몇 가지 측

면에서 SQLite3와 차별화되는데, 3가지 버전의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하며, SQL을 몰라도 개발에 적용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최근 모바일 장치에서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 저장을 지원하는 Machbase의 Edge 모바

일 데이터베이스가 발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바일 데이터베이스 제품들은 적용되는 플랫

폼이 상이하고 동일한 환경에서 성능 분석하기에 객관

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모바일 디바이스는 플래시 메모리를 데이

터 저장장치로 사용한다. 플래시 메모리는 다양한 파일 

시스템으로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데이터베이

스는 여러 종류의 파일 시스템에서 작동될 수 있다. 그
렇다면 같은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라 하더라도 설치된 

파일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성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하나의 모바일 데이터베이스가 파일 

시스템별 어떤 성능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는 해당 분야의 선두인 

SQLite3로 한다. 이후 다른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로 비

교 분석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 파일 시스템들은 아직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FAT 계열 파일 시스템 중 FAT, 리눅스 파일 시스템인 

Ext 기반 파일 시스템 중 Ext2, 그리고 MS-Windows 계
열 OS에서 사용되는 NTFS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비교 

대상을 EFAT이나 Ext4 등으로 다양화해서 성능 테스트

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실험 중 

갱신 성능에 한정하여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즉, 갱
신 유형별 파일 시스템에 따른 성능을 측정하고 분석한

다. 그 결과로서 각 파일 시스템의 장단점과 특성을 파

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 연구[1]에서는 단일 파일 시스템에서 SQLite3의 

갱신 성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Oracle 데이터베이스(Oracle 11g)에 대하여 비

교 분석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3종류의 

파일 시스템에서 동일한 조건의 갱신 SQL에 대한 성능

을 테스트하고 비교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제이다.

Ⅱ. 관련 연구

모바일 디바이스는 플래시 메모리를 저장장치로 사

용한다. 과거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는 모바일 디바이스

의 파일 시스템을 대체하여 정보 저장의 효율적인 또 다

른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모바일 디바이스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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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미들웨어(Middleware)로 확대되거나 아예 서버로 

작동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 모바일 데이

터베이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모바일 센스를 이용하여 수집되는 데이터가 실시간 

대용량이면 모바일 디바이스의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 

저장하였다가 적절한 시점에 서버와 동기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응용의 예가 모바일 에지 컴퓨팅(Mobile Edge 
Computing)[2][3]이다. 또한 센스에 감지되는 대단위 데

이터를 근처 모바일 디바이스에 우선 저장하고 추후 분

석 및 선별 작업을 수행하는 포그 컴퓨팅(Fog Computing) 
[4]도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모바일 디바이스가 모바

일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미들웨어의 위치에서 활

용되는 응용에서 발전하여 아예 서버로 활용되는 사례

도 많아지고 있다.[5]
대표적인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인 SQLite[6]는 2000

년에 발표되어 가장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Open Source SW이며 현재 V3.32.2 버전까지 발표되었

다. Realm[7]은 2014년 등장하였으며 서버, 에지, 그리

고 메모리 DB로 3가지 버전의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며 SQLite와 경쟁하고 있다. 또한 얼마전 국내 기

업인 Machbase에서 발표한 제품인 Edge 모바일 데이터

베이스[8]가 등장했다. 이 Edge는 IoT Gateway 장비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센싱에 의해 발생하는 대용

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저장하는 데 적합하다.
[9]에서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비교 연구가 

있었지만 이 논문에서 연구 대상으로 하는 파일 시스템에 

따른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성능 비교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논문에서 대표적인 모바일 데

이터베이스인 SQLite3를 대상으로 갱신 SQL문에서 서

로 다른 파일 시스템(FAT, Ext2, NTFS)에서 어떠한 성능 

차이를 보이는지 실험하고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Ⅲ. 실험을 위한 갱신 쿼리 유형

갱신 성능을 실험으로 테스트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갱신 유형을 포함하도록 구성하였다. 실험

하는 갱신 쿼리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Insert Query
  1) 한 레코드씩 insert, 100회 반복, 평균 속도 평가

2. Update Query
  1) Point Update
  2) Range Update
  3) Full Table Update
3. Delete Query
  1) Point Delete
  2) Range Delete
  3) Full Table Delete

‘Point’ 쿼리는 키(Key) 값을 조건으로 한 레코드를 

검색하여 Update하거나 Delete하는 쿼리를 말한다. 
‘Range’ 쿼리는 일정 범위안의 순차 데이터를 검색하여 

Update하거나 Delete하는 쿼리를 말한다. ‘Full Table’
은 테이블 내 모든 레코드를 Update하거나 Delete하는 

쿼리를 말한다.
Range 쿼리에서 갱신 범위는 100개, 500개, 1,000개, 

5,000개, 10,000개, 50,000개, 100,000개, 500,000개, 
750,000개, 그리고 전체 테이블 갱신에서 1,000,000개
이다.

갱신 성능 실험을 위한 데이터로 1,000,000개의 레코

드를 가진 테이블을 사용하였다. 전형적인 비즈니스 데

이터를 가정하였고 레코드 크기는 88바이트이며 8개의 

필드들로 구성하였다. 각 레코드는 키를 제외한 필드들

에 랜덤(Random) 스트링과 숫자를 입력하여 생성하였

고 1,000,000개의 임의 레코드를 생성하여 저장하였다. 
키가 아닌 필드들은 동일한 값들을 최대 20%까지만 가

지도록 조정하여 최대한 고른 분포를 가진 테이블을 생

성하여 사용하였다.

Ⅳ. 실험 결과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다.

1. 리눅스: CentOS 6.0, Kernel 2.6.32, 64bit
2. 실험 컴퓨터: CPU Intel Core i5-2400S, 2.50GHz, 

4Gb Memory
3. SQLite: SQLite3 V3.28 for Linux 64bit, ESQL/C
4. File System: 각각 2Gb의 FAT, Ext2, 그리고 NTFS 플

래시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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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위한 프로그램 구현은 ESQL/C로 진행하였

다. 컴파일은 SQLite3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gcc 
V4.4.4로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그래프에서 X축은 각 갱신 SQL에 따른 측

정 방법의 종류를, Y축은 수행 시간(초)을 표시한다. 
Insert 쿼리에서 X축은 실행 회수를 표시한다. Update 
쿼리와 Delete 쿼리에서 Point 쿼리에 대한 실험 결과 그

래프의 X축도 실행 회수를 표시하지만, Range 쿼리의 

실험 결과 그래프에서 X축은 Range의 범위에 따른 실

험 종류를 나타낸다. 
실험 결과 Insert 쿼리는 그림 1에서와 같이 파일 시스

템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일정 시간 간격으로 큰 지연 

현상을 보였다. 이는 버퍼가 다 찬 경우 Flush 처리를 위

한 지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Insert 쿼리 성능에서 

Ext2의 처리 성능이 월등히 좋았다. FAT의 Insert 쿼리 

처리 평균 시간이 0.16sec이며 Ext2는 0.05sec로 약 3배
의 성능 차이를 보였다. 

Fig. 1 Performance of Insert Query

SQLite3의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파일로 구성되기 

때문에 Insert 쿼리는 파일 사이즈 확장 처리에 해당된

다. Ext2의 경우 free-block bitmap에서 빈 블록을 찾아 

기존 i-node에 기록하는 작업으로 간단히 처리가 가능

하다. 그러나 FAT의 경우 FAT 목록을 뒤져 빈 블록을 

찾고 다시 해당 파일의 디렉터리로부터 FAT 체인을 찾

아 체인 추가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시간 지연이 발생

하게 된다. NTFS의 경우 시간 지연이 비교할 수 없이 커

서 그림 1의 왼쪽 그래프에 같이 표현할 수 없었다. 이는 

NTFS의 파일 확장 처리 절차가 복잡하며 복구 처리와 

암호화 기법 등 추가 기능 처리 오버헤드 때문으로 설명

된다.

Fig. 2 Performance of Update Query: Point

Update SQL의 Point 쿼리는 그림 2와 같은 성능을 보

였다. FAT과 Ext2는 Point Update 쿼리에서 모두 비슷

한 성능을 보이며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Index를 이용한 Point 검색에 이어 읽어온 버

퍼에서의 수정 작업이 두 파일 시스템에서 특별한 메카

니즘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1,000,000개의 레코

드 중에서 수정할 버퍼를 찾아 읽어오는 처리는 검색 성

능에 해당된다. 따라서 두 파일 시스템의 Point 검색 쿼

리 성능이 거의 유사할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NTFS는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파일 시스템으

로 사용하기에 상당한 양의 공간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

에 적은 볼륨의 저장 공간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추가 처리 오버헤드가 크다는 단점이 존재하는 파일 시

스템으로 SQLite3와 같은 모바일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3 Performance of Update Query: Range

그림 3은 Range Update 쿼리의 실험 결과를 보였다. 
X축 번호가 커질수록 Range가 커지며, 각각 랜덤한 시

작점에서 해당 개수의 연속 Update 처리를 수행한다. 1
번 실험은 100개 범위, 2는 500개, 3은 1,000개, 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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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개, 5는 10,000개, 6은 50,000개, 7은 100,000개, 8
은 500,000개, 9는 750,000개, 그리고 10은 전체 테이블 

갱신으로 1,000,000개를 Update하는 실험이다. 이 실험

에서 NTFS는 너무 큰 성능 격차를 보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여기서 6번 실험까지 FAT이 우수하다가 7
번 실험에서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인 후 더 큰 범위에

서 Ext2가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SQLite3에서 Range Update 쿼리는 B+ tree를 이용한

다. FAT에서 한 파일의 연속된 블록 접근은 FAT 목록

의 체인을 따라 수행된다. 그런데 순차 접근해야 할 FAT 
목록이 커지면 체인을 따라가는 데 추가 디스크 접근이 

필요하다. 더구나 체인이 클러스트링 상태가 아니라면 

반복해서 같은 페이지를 읽는 thrashing이 발생할 수 있

다. 하지만 Ext2의 경우 i-node의 i-block(소유 블록 리스

트) 구조만 탐색하면 되므로 접근 블록의 수가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진다. 간접 블록 접근이 필요해도 클러스터

링 되어있기에 추가 성능 저하 요소는 없는 것으로 분석

된다.

Fig. 4 Performance of Delete Query: Point

그림 4에서 Delete SQL의 Point 쿼리도 NTFS를 제외

하고 FAT과 Ext2 모두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 사실 

Point 쿼리에서 Delete SQL은 Update SQL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그림 4의 실험 결과는 그림 2의 결과와 거

의 유사하다. 다만 SQLite3의 Delete SQL은 삭제 표시

만 하고 실제 레코드의 변경이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

는다. 따라서 Update SQL에 비해 Delete SQL 처리 성능

이 조금 우수하다. 그림 5에서 각 파일 시스템에서 

Delete SQL이 조금씩 우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리고 FAT 보다는 Ext2에서 모두 조금씩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Fig. 5 Average Performance Point Query

Fig. 6 Performance of Delete Query: Range

Delete SQL의 Range 쿼리도 Update Range 쿼리와 

아주 비슷한 성능 양상을 보였다. 그림 6에서 FAT과 

Ext2 파일 시스템이 7번 실험 이전까지는 유사하게 성

능을 보이다가 그 이후부터 Ext2가 약간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Fig. 7 Average Performance Point Query

그림 7에서 각 파일 시스템에서 Delete SQL이 조금

씩 우수한 성능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FAT보

다는 Ext2에서 모두 조금씩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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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이 논문에서는 SQLite3 데이터베이스의 파일 시스템

별 갱신 쿼리 처리 성능을 실험하고 분석해 보였다. 실
험 결과의 평가는 각 파일 시스템의 구조와 작동 방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SQLite3는 Insert에서 Ext2가 우수한 성능

을 보였다. FAT에 비하여 평균 약 3배의 성능 차이를 나

타내었다. 이는 FAT과 Ext2의 구조적 차이에 의해 파일 

크기 확장 메카니즘이 다른 이유로 파악되었다. 즉, free 
block bitmap의 유지와 i-node에서 인덱스 방식으로 블

록을 관리하는 방식이 FAT 목록의 체인 유지 방식보다 

우수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Update SQL과 Delete SQL에서는 FAT과 Ext2의 성

능이 대등한 결과를 보였다. 그런데 Range 쿼리에서는 

Ext2의 성능이 조금 더 우수하였다. 이는 Ext2의 경우 

i-node의 i-block 구조의 특성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FAT의 경우 순차 접근해야 할 데이터가 많아지면 체인

을 따라가는 데 추가 디스크 접근이 필요하므로 성능이 

떨어졌다. 
SQLite3와 같은 모바일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NTFS는 오버헤드가 커서 갱신 처리 성능이 급격히 떨

어지는 단점을 보였다. 이 실험을 통해 NTFS는 해당 환

경에 접합하지 않은 파일 시스템으로 파악되었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Android 환경에서 Realm, 

Core Data 등 새로운 경쟁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와의 성

능 실험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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