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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시스템에서의 SQL 분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성능 향상 방안

Methods for improving Database Performance through SQL Analysis in 
the Course Registration System

김희완*

Kim Hee Wan*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운영되는 수강신청 시스템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SQL문 분석을

하였다. 수강신청 업무와 관련된 트랜잭션들에서 사용 중인 SQL문장들을 실행계획을 통하여 현행 데이터베이스 성능

을 측정하였으며, SQL 분석을 통하여 보완한 SQL문장들이 성능이 향상된 결과를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실행계획

분석을 통하여 수강신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수강신청 SQL 의 일부 개선방법을 시험결과로

보였다. 개선된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튜닝 작업을 통하여 수강신청과 관련된 테이블들과 인덱스 테이블들을 재조정하

고, SQL의 기능을 활용함으로서 성능이 향상된 수강신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진화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제안된 방법으로 재조정된 수강신청 시스템은 이전에 운영하던 수강신청시스템에 비하여 성능적 측

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통합 성능 시험 결과 1.8배 ~ 18배의 응답시간 단축을 가져왔다.

주요어 : 수강신청, 데이터베이스 성능, SQL 분석, 실행계획, 인덱스 테이블

Abstract In this paper, SQL statements are analyzed to improve database performance in the current course 
registration system. The performance of the current database was measured through the execution plan of the 
SQL statements used in the transactions related to the course registration. Through the SQL analysis, the 
complemented SQL statements confirmed the improved performance. Overall, the performance of the course 
registration database system was improv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xecution plan, and some improvement 
methods of the course registration SQL were shown as test results. The improved method is to reorganize the 
tables and index tables related to the course registration through database tuning, and utilize the SQL function 
to implement an optimized system that has evolved into a course database system with improved performance. 
The enrollment system re-adjusted by the proposed method showed excellent results in terms of performance 
compared to the previous enrollment system, and the integrated performance test result reduced the response 
time by 1.8 to 18 times.

Key words :  course registration, database performance, SQL analysis, execution plan, index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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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강신청 서비스는 대학에서 운영되는 학사정보시스

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학생들이 민감한 서비스이

다. 일부 대학에서는 일년에 학기 초에 실시하는 수강

신청을 위하여 수강신청용 고사양의 시스템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고사양의 서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모

든 대학에 고사양의 시스템을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들은 수강신청 장애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하고

자 노력하였다. 동일한 시스템을 여러 서버에 구축하여

로드 밸런싱(Load Balancing)을 통하여 서버의 부하를

분산시켜 서비스의 장애를 방지하거나, 서비스 폭주 장

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트래픽을 분석 및 제어하거나,

수강신청용 MMDBMS를 별도로 구축하여 수강신청 서

비스를 안정화하는 방안들이 적용되었다[1].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운영되는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의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SQL 분석

을 통한 성능저하의 원인을 분석하여 미진하게 운영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여 성능이 향상된 수강신청 시스

템을 고도화하였다. 또한, 실행계획 분석을 통하여 실행

계획을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수강신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개선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튜닝 작업을 통하여 수강

신청과 관련된 테이블들과 인덱스 테이블들을 재조정

하고, SQL의 기능을 활용함으로서 성능이 향상된 수강

신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진화하여 수강신청 데

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최적화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으로 재조정된 수강신청 시스

템은 이전에 운영하던 수강신청시스템에 비하여 성능

적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Ⅱ. 관련 연구

수강신청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된 방법으로 서버

트래픽 폭주를 방지, 스위치를 사용한 로드 밸런싱 그

리고 DB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강신청용

MMDBMS 구축 등이 있다. 서버 트래픽 폭주를 방지

하는 방법은 Web서버 영역에 진입하는 트래픽을 분석

및 제어하여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여 원활한 서비스

가 제공 되도록 한다[1]. 이 방법은 수강신청 접속인원

이 과부화 상태일 때 순번대기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편

리성을 제공한다[2]. 스위치(Switching)를 사용하여 로

드 밸런싱(Load Balancing)하는 방법은 서버 한대에서

처리할 작업을 여러 대의 서버를 이용한 분산처리를 통

해 한 대의 서버만으로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하

증가, 속도저하, 서버다운의 문제를 해결한다[3].

MMDBMS는 RDMBS의 물리적 저장 영역인 디스크

I/O 속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데이터를 메

모리에 상주시켜 동작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이

다. 이는 메모리 내의 데이터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매우 간단하며 CPU의 시간을 최소화하여

시스템의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별도의 수

강신청용 MMDBMS를 구축해야 하는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4]. 또 다른 방식의 접근방법은 여러 대학교의 개

선된 수강신청 제도들을 프로그래밍으로 시뮬레이션

해 보고, 기존의 선착순 제도와의 효율성을 비교하여

다른 대학교에서 실제로 변경된 수강신청 시스템을 도

입하기 전에 참고할 수 있는 정량적인 수치를 제공하

여, 더 나은 수강신청 시스템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

한 연구도 있다[5].

최근의 연구로는 UML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시스

템을 설계하고 개선안을 제안한 논문[6]으로 구체적인

구현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 밖의 수강신청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7-11]이 있지만, 데이터 모델링을

통한 정규화된 수강신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의

성능 향상과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Ⅲ. 수강신청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성능

향상 방법

수강신청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성능 향상 방법을 설

명하기 위하여 서울 S대학교의 차세대 시스템에서 운

영 중인 수강신청 시스템을 대상으로 SQL 튜닝 작업

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관련된 기술들과 현행 수강신청

데이터 모델을 구성하였다.

1. 현행 수강신청 데이터 모델

현행 수강신청과 관련된 테이블들은 주로 7개의 테

이블들이 데이터 모델링[12]을 통하여 정규화하여 구축

된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SQL 튜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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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은 제3정규형을 만족하는 데이터 모델로서 이론

적으로 이상현상이 없이 수강신청 서비스를 지원하도

록 설계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 SQL 성능 분석

SQL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실행 가능한 소스코드로

변환되어야 하는데, 이 소스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실행 계획이라 한다. 옵티마이저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SQL을 관계 대수 형태로 변환하고 개별

연산자의 알고리즘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해 이들

을 트리 형태로 표현한다. 실행 계획이 수립되면 최적

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실행 계획이 선택되지만 옵티마

이저의 지능적 한계로 인해 최종 선택된 실행 계획이

항상 최적의 실행 계획이 아닐 수 있게 된다.

실행 계획 분석이란, 이러한 옵티마이저의 한계를 인

식하고 옵티마이저가 최적화된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인덱스만 액세스하여 처리

인덱스는 최초의 row를 찾을 때만 랜덤 액세스를 실

행하게 된다. 그 다음부터는 스캔을 하게 되지만, 테이

블을 액세스 할 때는 항상 랜덤 액세스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행속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테이블 랜

덤 액세스를 하지 않고, 인덱스로만 처리를 하게 된다

면 훨씬 향상된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림 2> 의 SQL은 먼저 힌트를 통해서 인덱스를

다르게 액세스 하도록 하였다. 위쪽 SQL의 CMPN

INDEX는 CMPN_ID로 한 개의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래쪽 SQL은 CMPN2의 INDEX를 사용하고 이

는 CMPN_ID + CMPN_PROC_CD로 구성되어 있다.

SELECT CMPN_ID, SUM(CMPN_PROC_CD)를 요청

하였고 <그림 3>은 이의 실행계획이다. 첫 번째 SQL

은 CMPN_ID만 인덱싱된 CMPN을 사용하였고 이는

4298 로우의 테이블을 액세스하였다. 원래 인덱스는

ROWID와 컬럼 값의 결합으로 구성이 되므로, 첫 번째

SQL의 경우에는 CMPN_ID의 인덱스 스캔을 통해서

알아낸 ROWID로 테이블을 직접 스캔하여 해당 로우

를 추출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그림 3>의 아래쪽 SQL의 실행계획을 보면

테이블 액세스가 없는 부분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는

같은 SQL이지만, CMPN_ID + CMPN_PROC_CD 로

구성되어진 CMPN2의 인덱스를 액세스하였기 때문이

다. 즉, 인덱스에 해당하는 두 컬럼의 값이 모두 존재하

기 때문에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 없이도 같은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실행 시간을 비교해 보면 CMPN2만 액

세스를 한 SQL이 74%정도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그림 2. 인덱스 액세스 차이 SQL
Figure 2. Index Access of SQL

그림 3. SQL 실행계획 및 분석
Figure 3. SQL execution plan and analysis

그림 1. 수강신청 데이터베이스 구조
Figure 1. Course registration databas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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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부분 범위 처리를 위해서는 자주 사용하는

SQL에 가장 알맞은 인덱스의 생성이 중요하다[13].

4. ROWNUM을 이용한 부분범위 처리

ROWNUM은 물리적으로 저장되어진 컬럼이 아니라

모든 SQL에 삽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 컬럼이다.

이 값은 SQL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번호

이므로 SQL 수행 시 같은 로우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ROWNUM을 가질 수 있다.

<그림 4>를 보면 좌측 SQL과 우측 SQL의 실행 결

과는 모두 같다. 그렇지만 좌측 SQL과 우측 SQL을 비

교하면 WHERE절에 ROWNUM =1 이 다른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좌측의 SQL은 모든 로우를 스캔한 뒤 그

값으로 IF 문으로 비교하여 사용한다. 이는 IF문에서

한 번에 카운트만 이루어져도 비교가 가능하지만, 필요

없는 스캔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측의 SQL

처럼 ROWNUM =1 을 사용한다면 최초의 만족하는 값

을 발견하면 SQL이 종료되어 IF문 비교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최초에 조건에 만족하는 로우가 액세스 될 때

까지 의 부분만 액세스 되므로 이를 이용한 부분범위

처리가 가능하다. 이 SQL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부분범

위 처리로 액세스하여 ROWNUM을 COUNT 하다가

주어진 ROWNUM 조건에 도달하면 멈춤(STOPKEY)

을 하게 된다[13].

5. Nested Loop 조인

조인 연산은 두 집합을 카티션 프로덕트 형태로 모

든 튜플을 열거한 다음, 조인에 만족하지 않는 튜플 을

제거하는 두 가지 기본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Nested-Loop 조인은 이러한 기본개념만 가지고

구성되었기 때문에 인덱스를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어떠한 조인 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조인 알

고리즘이다. 그러나 조인을 수행하기 위해 두 집합의

모든 튜플을 카티션 프로덕트 형태로 검사하므로 비용

이 매우 많이 든다. 예를 들어, 사원과 부서 테이블이

Nested-Loop 조인을 수행한다고 가정해 보자. 사원 테

이블은 10,000개의 로우를 가지고 있고 부서 테이블은

200개의 로우를 가지고 있다면 이 조인에서 액세스되어

야 하는 튜플의 개수는 10,000 * 200 이다. 즉, 모든 사

원이 모든 부서를 스캔해야 한다. 이처럼 처리해야 하

는 대상 집합이 커지면 탐침해야 하는 처리량도 급속하

게 증가해 수행 속도가 저하된다. 그리고 Outer 집합에

추출된 로우의 수만큼 Inner 집합을 반복적으로 액세스

하므로 Inner 집합을 메모리로 읽어 들인 횟수가 증가

할수록 수행 속도는 더욱더 저하된다[14].

그러나 Inner 집합에 조인 조건으로 기술된 속성에

인덱스가 존재한다면 옵티마이저는 테이블 스캔을 하

지 않고 인덱스를 통해 조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튜플을

얻어낸다. 이러한 조인 기법을 Indexed Nested-Loop

조인이라 하며, 이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덱스를 사

용할 수도 있고 조인을 위해 인덱스를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

다음은 Indexed Nested-Loop 조인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5>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다음과 같다.

사원(사원번호, 사원명, 직책, 입사일, 부서번호)
부서(부서번호, 부서명, 부서위치)

CASE 1의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을 하

게 된다.

① 드라이빙 테이블인 사원 테이블은 주어진 조건

중에서 사용 가능한 인덱스가 없으므로 테이블 FULL

그림 4 ROWNUM 부분처리의 원리
Figure 4. Principle of ROWNUM partial processing

그림 5. Indexed Nest-loop 조인
Figure 5. Indexed Nest-loop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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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으로 전체 데이터를 검색한다.

② 사원 테이블에서 추출되는 로우의 수만큼 반복해

부서.부서코드 인덱스를 탐침한다. 부서.부서코드는 부

서 테이블의 PK이므로 탐침 시에는 인덱스 Unique

scan을 한다.

③ 부서 테이블의 ROWID를 이용해 부서 테이블을

액세스한다.

④ 부서 테이블에서 SELECT-LIST에 포함된 속성

을 추출하여 결과 집합을 완성한다.

⑤ 완성된 결과 집합을 일정한 크기로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Indexed nested-loop 조인으로 수행되려면 Inner 테

이블에 조인 조건으로 사용된 칼럼에 반드시 인덱스가

존재해야만 한다. Inner 테이블에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Outer 테이블에서 추출된 로우의 수만큼

Inner 테이블을 반복해서 테이블 스캔하게 된다. 조인

에서 결과 집합이 출력되는 순서는 드라이빙 테이블을

액세스한 순서와 동일하다. 즉, 드라이빙 테이블을 Full

Scan했다면 드라이빙 테이블의 데이터 저장 순서로 출

력되고, 드라이빙 테이블 액세스 시에 인덱스를 이용했

다면 이용한 인덱스의 순서로 결과 집합이 출력된다.

따라서, CASE 1인 경우 사원 테이블에 데이터가 저장

된 순서로, CASE 2인 경우는 사원.직급 인덱스 순서

로, CASE 3인 경우는 부서.지역 순서로 출력된다.

옵티마이저는 조인 시에 먼저 드라이빙 테이블을 결

정하고 나머지 집합의 조인 순서를 결정한다. 드라이빙

테이블은 드라이빙의 범위가 가장 작은 집합, 즉 가장

작은 작업량을 가지고 드라이빙할 수 있는 집합을 선정

하고 조인의 순서를 정할 때에는 조인의 효율이 좋은

집합을 먼저 조인에 참여시키려고 노력한다. 여기에서

조인의 효율이 좋다는 의미는 조인의 결과로 출력하는

로우의 수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Nested

Loop 조인의 경우 선행 집합의 결과가 다음 집합을 액

세스 하는 작업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CASE 3과 같이 사원.부서 코드에 인덱스가 있다면

옵티마이저는 사원을 드라이빙 테이블로 선정 할 수도

있다. 그리고 SQL문의 조건절에 부서.지역=.제주’ AND

사원.직급 LIKE ‘A%’가 추가 된 경우는 CASE 2나

CASE 3로 실행 계획이 작성될 수 있다.

CASE 2 인 경우 : 사원.직급이 ‘A’로 시작되는 사원

을 검색하고 검색된 결과 집합으로 부서 테이블을 탐침

한다. 직급이 ‘A’로 시작되는 사원 100명이 검색되었다

면 100명을 대상으로 부서를 탐침하게 되고, 이들 중

부서.지역이 ‘제주’인 대상을 최종 결과 집합으로 출력

하게 된다.

CASE 3 인 경우 : 부서.지역이 ‘제주’인 부서를 검색

하고 검색된 결과 집합으로 사원 테이블을 탐침한다.

만약, 2개의 부서가 검색되었다면 2개의 부서를 대상으

로 모든 사원을 탐침하면서 사원.직급이 ‘A’로 시작되는

사원을 최종 결과 집합으로 출력하게 된다. 위에서 언

급한 것처럼 Nested-Loop 조인은 드라이빙 테이블의

선정과 조인 순서가 작업과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친

다. 그리고 응답 시간에 대한 성능은 다음과 같은 규칙

을 가지고 있다. 드라이빙 조건의 범위가 좁은 경우는

항상 성능이 양호하다. 드라이빙 조건의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체크 조건도 검색 범위가 넓어야 성능이 양호하

다[14].

IV. 성능 시험 결과

1. 개설강좌정보 update시 인덱스 누락으로 인한 성

능 저하

<그림 6>은 AC_TLSN_DTLS(수강신청내역)의

Access Path에 적합한인덱스가없어서세션별로 PK인덱

스 전체를 반복 Scan함으로써 Buffer I/O와 CPU의 부

하 증가로 수행결과의 반환시간이 길어졌으며, update 대

상인 AC_OPEN_LECT_INFO(개설강좌정보)에 ‘enq: TX

– row lock contention’ 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AC_TLSN_DTLS(수강신청내역)의 Access Path에필요

한 인덱스를 생성하여 인덱스 Access만으로 수강신청

결과를 반환할 있도록 수정한 결과, <그림 7>과 같이

Index 생성 전의 Buffer I/O가 10,117 회를 Index 생성후

3 회로감소시켜서 3,372배의 Buffer I/O 감소를가져왔다.

그림 6. 여러 컬럼들에 대한 인덱스 부족 현상
Figure 6. Insufficient index for multiple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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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신청 로직의 조건추가로 성능 향상

<그림 8>에서는 SP_PL04_30050407_M_I01의 수강

신청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Check 로직 구현시 Count

함수로 전체 데이터 Access하여 Full Scan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개선하여 Count 함수와 Rownum 조건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Access 제거하여 성능 향상을 가져

왔다.

즉, SP_PL04_30050407_M_I01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있는 Select 문에서 where 절에 Rownum = 1;을 OR

조건으로 추가함으로 검색하고자 하는 테이블의 Full

Scan하지 않고 첫 번째 조건이 맞는 row만 검색이 되

면 종료하도록 하여 성능향상을 가져왔다.

3. PK 인덱스 생성으로 성능 향상

<그림 9>는 PK 인덱스의선두컬럼이조건에없기때

문에 INDEX SKIP SCAN으로 실행되었으나 PK의 선두

컬럼인 LECT_NO은 전체 2,200건 중 2088개의 유일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를 통한 ACCESS가 불리하였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PK 인덱스를 생성하였다.

<그림 10>은 인덱스 생성 전후의 Buffer I/O 결과이

다. Index AC_TLSN_OPEN_LECT_INFO_IDX99 테이

블을 생성 후 같은 SQL을 실행한 결과 Random I/O 감

소로 인해 Buffer Cache I/O를 약 1/20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INDEX를 생성하기 전의 INDEX SKIP SCAN

방식을 INDEX 생성 후 INDEX RANGE SCAN 방식

으로 DBMS의 실행계획이 변경함으로 989회의 Buffer

I/O를 59회로 감소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dex 테이블을 데이터모델링에서 생성하지 못한 이

유는 데이터모델링에서는 수강신청 관련 주요 7개의 테

이블들이 기본키(PK)와 외래키(FK)로 연결되어 제3정

규형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설계 당시에는 여

러 조건들을 만족하는 속성들로 인덱스를 생성할 수 없

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로 SQL 튜닝할 동안에 발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림 7. 인덱스 생성 전,후 Buffer I/O 결과
Figure 7. Buffer I/O result before and after index creation

그림 8. 조건절 추가로 불필요한 Access 제거
Figure 8. Removal of unnecessary access by adding conditional
clauses

그림 9. PK 선두 컬럼 조건이 없는 경우의 SQL
Figure 9. SQL without PK leading column condition

그림 10. 인덱스 생성 전,후 Buffer I/O 결과
Figure 10. Buffer I/O result before and after index creation

CREATE INDEX AC_TLSN_OPEN_LECT_INFO_IDX99 ON
AC_TLSN_OPEN_LECT_INFO ( OPEN_YY, SHTM_CD,
ORGN_CD2, EDUCUR_CORS_SHYS_CD, FCLT_GSCH_DIV_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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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인에서 INDEX 생성 후의 성능 향상

<그림 11>은 수강신청 관련 7개의 테이블들이 조인

연산을 통하여 개설년도, 개설학기코드, 교과과정번호,

강좌번호, 교수번호, 조직명, 학년코드, 학번, 성명을 검

색하는 기 작성된 SQL을 실행하면 오라클 옵티마이저

의 실행계획은 AC_TLSN_DTLS(수강내역) 테이블을

FULL ACCESS하여 AC_OPEN_LECT_INFO(개설강좌

정보) 테이블, AC_EDUCUR_CORS_BASIC(교과과정기

본) 테이블, AR_SCHREG_BASIC(학적기본) 테이블 및

CA_ORGN_BASIC_UPORGN(공통조직) 테이블을 PK

로 INDEX UNIQUE SCAN한다. 다음으로는

AR_HDCP_STD_INFO(장애학생정보) 테이블은 수강내

역 테이블과 1:다의 관계이기 때문에 INDEX RANGE

SCAN을 하게 되고, AC_OPEN_LECT_INFO(개설강좌

정보) 테이블을 통하여 AC_LT_PROF_INFO(강의교수

정보) 테이블을 INDEX RANGE SCAN을 하게 된다.

수강내역 테이블을 위와 같이 인덱스를 생성한 후의

작성된 SQL을 실행하게 되면 오라클 옵티마이저의

실행계획은 먼저 AC_OPEN_LECT_INFO(개설강좌정

보)를 FULL ACCESS하지 않고 <그림 13>과 같이

INDEX RANGE SCAN하게 되어 Buffer I/O를 14회로

줄였다. <그림 12>는 인덱스 테이블 생성 전의 SQL

문 실행 결과로 수강내역(AC_TLSN_DTLS)의 FULL

ACCESS하는데 필요한 Buffer I/O가 16,228회였다. 따

라서, 인덱스 생성 후 SQL 문장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

로 실행하면 AC_OPEN_LECT_INFO(개설강좌정보)를

INDEX RANGE SCAN한 후, AC_TLSN_DTLS(수강

내역) 테이블을 NDEX RANGE SCAN한다. 같은 방법

으로 AC_EDUCUR_CORS_BASIC(교과과정기본) 테이

블, AR_SCHREG_BASIC(학적기본) 테이블을 INDEX

RANGE SCAN한 후, CA_ORGN_BASIC_UPORGN(공

통조직) 테이블, AC_LT_PROF_INFO(강의교수정보)를

차례로 INDEX UNIQUE SCAN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

로 AR_HDCP_STD_INFO(장애학생정보) 테이블을

INDEX RANGE SCAN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적으

로 최대 Buffer I/O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INDEX 생성

전의 최대 Buffer I/O는 <그림 12>와 같이 97,037회인

반면에, 생성 후의 최대 Buffer I/O는 <그림 13>과 같

이 445회로 약 1/20의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

5. 수강신청 서비스 성능 시험 결과

SQL 튜닝을 통한 수강신청 서비스의 단위시험 결과

는 <표 1> 과 같이 나타났으며, 통합 성능 시험 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수강신청 서비스

에서 트랜잭션의 응답시간 단축과 데이터베이스 처리

능력의 향상으로 1.8 ~ 18배의 응답시간 단축을 가져왔

다.

그림 11. 수강 테이블들 JOIN SQL
Figure 11. Course tables JOIN SQL

그림 12. SQL 문 실행계획 결과
Figure 12. Result of SQL statement execution plan

그림 13. 인덱스 테이블 생성 후의 실행계획
Figure 13. Execution plan after index table creation

CREATE INDEX AC_TLSN_DTLS_IDX01 ON
AC_TLSN_DTLS( YY, SHTM_CD, EDUCUR_CORS_NO,
LECT_NO, TLSN_DISU_DIV_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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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무 목표TPS 측정TPS 응답시간

조회 390 388 0.254

신청 160 151 0.54

취소 160 151 0.73

표 1. 수강신청 서비스 단위시험 결과
Table 1. Results of course registration service unit test

대상업무
평균응답시
간

최대응답시
간

비 고

조회 0.18 0.55 1.8배 단축

신청 0.12 1.5 14배 단축

취소 0.13 1.6 18배 단축

표 2. 수강신청 서비스 통합 성능 시험 결과
Table 2. Results of course registration service integrated test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운영되는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의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SQL 분석

을 통한 성능저하의 원인을 분석하여 인덱스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조건절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여 SQL을

보완하였다. 수강신청 업무와 관련된 트랜잭션들에서

사용 중인 SQL을 실행계획을 통하여 현행 데이터베이

스 성능을 측정하였으며, SQL 분석을 통하여 보완한

SQL을 실행계획으로 성능이 향상된 결과를 확인하였

다. 전반적으로 실행계획 분석을 통하여 SQL 튜닝 작

업을 거쳐서 수강신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수강신청 SQL 의 일부 개선방법을 보였

다. 개선된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튜닝 작업을 통하여

수강신청과 관련된 테이블들과 인덱스 테이블들을 재

조정하고, SQL의 기능을 활용함으로서 성능이 향상된

수강신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진화하여 수강신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최적화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

다. 제안된 방법으로 재조정된 수강신청 시스템은 이전

에 운영하던 수강신청시스템에 비하여 성능적 측면에

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통합 성능 시험 결과

1.8배 ~ 18배의 응답시간 단축을 가져왔다.

수강신청 서비스는 학기 초나 학기 말에 수강신청

시작과 동시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접속하게 되므로, 현

재의 안정적인 운영이 계속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수

강신청과 관련된 끊임없는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관리

를 통하여 수강신청 서비스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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