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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문제점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사용되던 기술들은 클

라우드 플랫폼이나 멀티코어 하드웨어 또는 확장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시도되고 있

다[1]. 그 기술 중 하나가 확장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환경

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잠금 기법이다. 잠금 기법은 데이터

베이스에서 수행되는 트랜잭션의 동시성 제어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확장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도 트랜잭

션의 동시성 제어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확장 가능한 시

스템의 대표적인 예는 클라우드 환경이다. 클라우드 환경

은 필요에 의해 시스템의 확장과 축소가 가능하다.

이 논문에서는 확장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잠

금을 사용할 때, 다양한 잠금 단위와 범위 질의의 필요성

에 대하여 고찰하고, 효율적인 범위 잠금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동시성 제어를 위해 전형적으

로 사용되는 잠금 기법은 동시에 수행되는 트랜잭션의 독

립성(Isolation)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트랜잭션을 구

성하는 연산에 따라 공유 잠금이나 배타적 잠금을 사용한

다[2].

잠금의 단위로는 레코드, 파티션, 테이블 등이 사용가능

하며, 잠금의 단위가 클수록 동시성 수준은 낮아진다. 잠

금 단위와 함께 고려할 사항은 범위 질의이다. 범위 질의

의 예는 다음과 같다.

Update Employee Set Salary = Salary * 1.2

Where EID >=100 and EID <=150

위의 질의는 EID의 범위가 [100, 150]인 모든 레코드에

대해 배타적 잠금을 요구한다. 위의 질의를 레코드 각각에

키 잠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 "팬텀

(phantom)" 레코드가 생성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3].

즉, 위의 질의를 수행하는 트랜잭션 T가 완료하기 전에,

T'이 그 범위 사이의 레코드를 삽입하는 질의를 수행한다

면 그 레코드는 팬텀이 된다. 범위 잠금을 사용하면 잠금

요청을 위한 메시지 수를 줄일 수 있고, 팬텀 레코드 생성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에서는 트랜잭션 관리자와

데이터 관리자가 분리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테이블의 일

부분인 파티션 단위의 잠금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우수함

을 보였다.

확장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범위 잠금을 사용

할 때는 배타적 잠금이 보유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범위 잠금으로 다수의 레코드에 잠금이 설정되면 개

별 잠금에 비해 동시성이 저하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트랜

잭션의 지연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결론 및 향후 연구

이 논문에서는 확장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다

양한 잠금의 단위와 범위 질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술하

였다. 범위 질의를 사용하면 팬텀 레코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잠금 설정을 위한 메시지 교환을 줄일 수 있으

나, 동시성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잠금 설정 시간을 최소

화해야 한다.

향후 연구를 통하여 범위 질의를 수행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배타적 잠금의 설정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

을 구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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