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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에 대하여

안내서의 대상
®

본 안내서는 Tibero (이하 Tibero) APM(Automatic Performance Monitoring)을 사용하여 성능 문제를 진
단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Tibero의 원활한 동작을 보장하려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Database Administrator,
이하 DBA)를 대상으로 기술한다.

안내서의 전제 조건
본 안내서는 Tibero에서 제공하는 APM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성능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한 안내서이다.
따라서 본 안내서를 원활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의 이해
● RDBMS의 이해
● 운영체제 및 시스템 환경의 이해
● UNIX 계열(Linux 포함)의 기본 지식

안내서의 제한 조건
본 안내서는 Tibero를 실무에 적용하거나 운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설
치, 환경설정 등 운용 및 관리에 대해서는 각 제품 안내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
Tibero의 설치 및 환경설정에 관한 내용은 "Tibero 설치 안내서"를 참고한다.

안내서에 대하여 ix

안내서 구성
Tibero APM 안내서는 총 3개의 장과 Appendix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Tibero APM 소개
Tibero의 성능 진단을 위해서 제공되는 Automatic Performance Monitoring의 특징, 사용법, APM 리포
트 구성 항목들에 대해 설명한다.
● 제2장: Tibero APM 리포트 분석
Automatic Performance Monitoring에 대해 설명하고 리포트의 각 항목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 제3장: Tibero APM 분석 방법론
Automatic Performance Monitoring 리포트를 이용한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 Appendix A.: Tibero APM Reports Stats, Events, Locks Descriptions
Tibero APM 리포트의 Stats, Events, Locks에 대해서 설명한다.
● Appendix B.: 초기화 파라미터
분석 대상 시스템에 대한 기본 정보, 리포트 생성 정보, 파라미터 정보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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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규약
표기

의미

<AaBbCc123>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파일명, 디렉터리

<Ctrl>+C

Ctrl과 C를 동시에 누름

[Button]

GUI의 버튼 또는 메뉴 이름

진하게

강조

" "(따옴표)

다른 관련 안내서 또는 안내서 내의 다른 장 및 절 언급

'입력항목'

화면 UI에서 입력 항목에 대한 설명

하이퍼링크

메일계정, 웹 사이트

>

메뉴의 진행 순서

+----

하위 디렉터리 또는 파일 있음

|----

하위 디렉터리 또는 파일 없음
참고

참고 또는 주의사항

[그림 1.1]

그림 이름

[표 1.1]

표 이름

AaBbCc123

명령어, 명령어 수행 후 화면에 출력된 결과물, 예제코드

{}

필수 인수 값

[]

옵션 인수 값

|

선택 인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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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사용 환경
요구 사항
Platform

HP-UX 11i (PA-RISC, ia64)
Solaris (SPARC 9/Solaris 9)
AIX (PPC 5L/AIX 5.3)
GNU (X86, 64, IA64)
Linux kernel 2.6 이상
Windows(x86) 32bit/64bit

Hardware

최소 1.5GB 하드디스크 공간
512MB 이상 메모리 공간

Compiler

PSM (C99 지원 필요)
tbESQL/C (C99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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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내서
안내서

설명

Tibero

설치 시 필요한 시스템 요구사항과 설치 및 제거 방법을 기술한 안내서이

설치 안내서
Tibero
tbCLI 안내서
Tibero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안내서
Tibero
External Procedure 안내서
Tibero
JDBC 개발자 안내서
Tibero
tbESQL/C 안내서
Tibero
tbESQL/COBOL 안내서
Tibero
tbPSM 안내서

다.

Call Level Interface인 tbCLI의 개념과 구성요소, 프로그램 구조를 소개하
고 tbCLI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타입, 함수, 에러 메시지
를 기술한 안내서이다.
각종 애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
발하는 방법을 기술한 안내서이다.

External Procedure를 소개하고 이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기술한
안내서이다.

Tibero에서 제공하는 JDBC 기능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을 기술한 안내서이다.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수행하는 각종 애플리
케이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기술한 안내서이다.

COBOL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수행하는 각종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기술한 안내서이다.

저장 프러시저 모듈인 tbPSM의 개념과 문법, 구성요소를 소개하고, tbPSM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제어 구조, 복합 타입, 서브 프로그램, 패
키지와 SQL 문장을 실행하고 에러를 처리하는 방법을 기술한 안내서이
다.

Tibero
tbPSM 참조 안내서
Tibero
관리자 안내서
Tibero
tbAdmin 안내서

저장 프러시저 모듈인 tbPSM의 패키지를 소개하고, 이러한 패키지에 포
함된 각 프러시저와 함수의 프로토타입, 파라미터, 예제 등을 기술한 참조
안내서이다.
Tibero의 동작과 주요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DBA가 알아
야 할 관리 방법을 논리적 또는 물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관리를 지원하
는 각종 도구를 기술한 안내서이다.
SQL/PSM 처리와 DBA를 위한 시스템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GUI 기반의
툴인 tbAdmin을 소개하고, 설치 및 사용 방법을 기술한 안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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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설명

Tibero

Tibero의 Geometry 타입에 대한 설명과 Tibero Spatial 기능 관련 프러시

Spatial 참조 안내서
Tibero
TEXT 참조 안내서
Tibero
유틸리티 안내서
Tibero
에러 참조 안내서
Tibero
참조 안내서
Tibero
SQL 참조 안내서

저 함수 목록 및 사용 방법 등 Tibero Spatial 기능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
안내서이다.
Tibero에서 제공하는 Text Index를 소개하고, Text Index를 생성하고 사용
하는 방법을 기술하는 안내서이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유틸리티의 설치
및 환경설정, 사용 방법을 기술한 안내서이다.

Tibero를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에러의 원인과 해결 방법
을 기술한 안내서이다.

Tibero의 동작과 사용에 필요한 초기화 파라미터와 데이터 사전, 정적 뷰,
동적 뷰를 기술한 참조 안내서이다.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수행하거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필
요한 SQL 문장을 기술한 참조 안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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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Tibero APM 소개

본 장에서는 Tibero의 성능 진단을 위해서 제공되는 Automatic Performance Monitoring(이하 APM)의 특
징, 사용법, APM 리포트 구성 항목들에 대해 설명한다.

1.1. APM 개요
Tibero APM은 통계 정보를 주기적으로 자동 수집하고 수집한 통계 자료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 리포트 출
력 기능을 제공하여 성능 문제 진단 및 시스템 부하 분석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다. DBA는 통계 수집을 위
한 별도 작업이 필요 없고 자동 수집되는 APM을 통하여 다양한 종류의 통계 정보 및 성능 문제를 진단하
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PM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APM은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한다.
– APM의 내용은 스냅샷 수행에 의해 저장되며 세부 설정은 파라미터값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Tibero 생성 후 별도의 APM 설치작업 없이 자동으로 수행되며, 1번 워킹 프로세스(tbsvr_WT001)에 속
한 워킹 스레드에 의해 데이터가 수집되어 _APM_TS 테이블스페이스에 저장된다.
– 기본 수행 주기는 60분, 보관은 7일간이며 수집 및 보관 주기는 변경이 가능하다.
– APM 데이터는 _APM_*테이블에 저장되며 수행주기별 스냅샷 ID는 _APM_SNAPSH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APM의 스냅샷 저장 기능과 세션 상태 저장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 스냅샷 저장 기능
스냅샷 저장 기능은 _vt_jcntstat, v$system_event, v$sqlstats, v$sgastat 등 Tibero의 각종 성능 통계 정
보를 주기적(기본값: 1시간)으로 테이블에 저장하는 기능이다. 이 정보를 스냅샷이라고 하며 저장된 스
냅샷 정보를 이용하여 성능 분석 리포트를 만드는 기능을 제공한다. DBA는 특정 구간을 지정하여 리포
트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해 DB의 성능 문제를 진단할 수 있다.
● 세션 상태 저장 기능
세션 상태 저장 기능은 1초(기본값: 1초)에 한번씩 현재 RUNNING 상태인 세션들의 ID와 대기 중인 이
벤트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저장해 놓은 정보는 v$active_session_history 뷰로
조회할 수 있고, 이 뷰를 이용해 DB의 성능 문제를 보다 세밀하게 진단할 수 있다. 단, 짧은 주기의 세션
상태 저장 기능은 부하 상황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환경에 따라 저장 주기를 늘리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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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PM 사용법
1.2.1. tip 설정
스냅샷 저장 기능을 사용하려면 tip 파일에 'AUTOMATIC_PERFORMANCE_MONITORING=Y'로 설정하
고, 세션 상태 저장 기능을 사용하려면 'ACTIVE_SESSION_HISTORY=Y'로 설정하면 된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스냅샷 저장 및 세션 상태 저장 기능으로 수집된 통계 정보를 이용한 분석 및 활용이
가능하며, 그 밖의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를 조절하면 된다.
파라미터

설명

AUTOMATIC_PERFOR

'Y'로 설정하면 스냅샷 저장 기능 활성화한다. (기본값: Y)

MANCE_MONITORING
APM_SNAPSHOT_SAM

스냅샷을 추출하는 주기를 설정한다. (기본값: 60, 단위: 분)

PLING_INTERVAL
APM_SNAPSHOT_RETENTION 스냅샷을 최대 저장할 기간을 설정한다. (기본값: 7, 단위: 일)
APM_SNAP

리포트에 출력할 상위 SQL 개수를 설정한다. (기본값: 5, 단위: 개)

SHOT_TOP_SQL_CNT
ACTIVE_SESSION_HISTORY

'Y'로 설정하면 세션 상태 저장 기능 활성화한다. (기본값: N)

_ACTIVE_SESSION_HISTO

세션 상태 저장 주기를 설정한다. (기본값: 1초, 단위: 초)

RY_SAMPLING_INTERVAL

1.2.2. 관련 테이블과 뷰
다음은 저장된 스냅샷과 세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된 테이블과 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7일이 지난
스냅샷과 세션 상태는 테이블에서 삭제된다.
● 스냅샷 저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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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설명

_APM_SNAPSHOT

저장된 스냅샷의 ID와 시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이다.

_APM_JCNTSTAT

_VT_JCNTSTAT 뷰의 스냅샷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이다.

_APM_SQLSTATS

V$SQLSTATS 뷰의 스냅샷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이다.

_APM_LATCH

V$LATCH 뷰의 스냅샷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이다.

_APM_SYSTEM_EVENT

V$SYSTEM_EVENT 뷰의 스냅샷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이다.

_APM_SGASTAT

V$SGASTAT 뷰의 스냅샷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이다.

_APM_LIBRARYCACHE

V$LIBRARYCACHE 뷰의 스냅샷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이다.

_APM_SQLTEXT

V$SQLTEXT 뷰의 스냅샷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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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설명

_APM_SQL_PLAN

V$SQL_PLAN 뷰의 스냅샷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이다.

_APM_SQL_PLAN_STAT

V$SQL_PLAN_STATISTICS 뷰의 스냅샷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
이다.

_APM_SQLWA_HIST

V$SQL_WORKAREA_HISTOGRAM 뷰의 스냅샷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이다.

_APM_FILESTAT

V$FILESTAT 뷰의 스냅샷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이다.

_APM_PROCESS

V$PROCESS 뷰의 스냅샷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이다.

_APM_UNDOSTAT

V$UNDOSTAT 뷰의 스냅샷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이다.

_APM_MISC

세션 수와 같은 기타 정보의 스냅샷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이다.

다음은 저장된 스냅샷의 ID와 시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_APM_SNAPSHOT' 테이블 정보이다.
TABLE '_APM_SNAPSHOT'
------------------------------------------------------------COLUMN_NAME

TYPE

CONSTRAINT

--------------------------------- ---------------- ---------SNAP_ID

NUMBER

THREAD#

NUMBER

INSTANCE_NUMBER

NUMBER

BEGIN_INTERVAL_TIME

DATE

END_INTERVAL_TIME

DATE

● 세션 상태 저장 기능
다음과 같은 테이블과 뷰는 세션 상태 저장 주기에 활동 중인 세션들의 정보를 저장한다.
테이블

설명

_APM_ACTIVE_SESSION_HIS 활동 중인 세션 상태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이다.
TORY
V$ACTIVE_SESSION_HISTORY 최근 1시간 동안의 세션 상태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이다.
다음은 최근 1시간 동안의 세션 상태 정보를 관리하는 'V$ACTIVE_SESSION_HISTORY' 테이블 정보
이다.
VIEW 'V$ACTIVE_SESSION_HISTORY'
---------------------------------------------------------COLUMN_NAME

TYPE

CONSTRAINT

------------------------------- -------------- ----------SAMPLE_ID

NUMBER

SAMPLE_TIME

DATE

SID

NUMBER

SESS_SERIAL_NO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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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_NO

NUMBER

WAIT_EVENT

NUMBER

TIME_WAITED

NUMBER

SQL_ID

NUMBER

CURR_HASHVAL

NUMBER

MODULE_NAME

VARCHAR(64)

ACTION_NAME

VARCHAR(64)

CLIENT_INFO_NAME

VARCHAR(64)

SQL_EXEC_START

DATE

SQL_EXEC_ID

NUMBER

SQL_PLAN_LINE_ID

NUMBER

1.2.3. 수동 스냅샷 생성 기능
APM을 설정하면 정해진 주기에 자동으로 스냅샷이 생성되지만 원하는 경우 현재 시점의 스냅샷을 남길
수 있다.
다음은 현재 시점의 스냅샷을 저장하는 예이다.
SQL> exec dbms_apm.create_snapshot();

1.2.4. 리포트 작성 기능
저장된 스냅샷과 세션 상태는 테이블과 뷰를 통해 직접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저장된 스냅샷
을 이용한 APM 리포트를 생성하여 성능 분석에 사용한다. 현재 저장된 스냅샷 정보를 분석해 성능 분석
리포트를 생성하는 기능은 제공하고 있으나 저장된 세션 상태 정보를 분석해 성능 분석 리포트를 만드는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 스냅샷을 이용한 성능 분석 리포트 작성
_APM_SNAPSHOT 테이블을 조회하여 원하는 기간에 대한 시작, 종료 시각을 확인한다.
다음은 원하는 기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각각 begin_date, end_date라고 설정한 경우 tbsql에서 다음
과 같이 입력하여 성능 분석 리포트를 작성하는 예이다. _APM_SNAPSHOT 테이블의 BEGIN_INTER
VAL_TIME이 begin_date과 end_date 사이에 포함되는 모든 스냅샷들이 리포트로 출력된다.
/* exec dbms_apm.report_text(begin_date, end_date) */
SQL> exec dbms_apm.report_text('2013-01-01 13:00:00', '2013-01-01 14:59:00');

성능 분석 리포트는 다음의 경로에 파일로 생성된다.
$TB_HOME/instance/$TB_SID/apm_report.{db_name}.{current_time}.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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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PM 리포트의 구성
Tibero의 APM 리포트는 분석 대상 시스템에 대한 기본 정보, 리포트 생성 정보, 성능 진단을 위한 수치 정
보를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제공하고 있다.

1.3.1. Database Instance, Report 생성 정보
Database Instance, Report 생성 정보 부분에는 분석 대상의 시스템 CPU, Revision 등 데이터베이스에 대
한 기본 정보, APM 리포트 분석 구간 및 시간, 생성 시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예 1.1] Database Instance, Report 생성 정보
DB Name : APMDEMO
TAC : YES
Instance Cnt : 3
Release : 5

r81799

HOST CPUs : 32 (cores: 8, sockets: 2)
Interval condition : 2014-03-22 01:00:00 ~ 2014-03-22 02:00:00 (#=18 reported)
Report Snapshot Range : 2014-03-22 01:00:01 ~ 2014-03-22 02:00:01
Report Instance Cnt : 3 (from Instance NO. 'ALL')
Elapsed Time : 180.00 (mins)
DB Time : 8,057.07 (mins)
Avg. Session # : 2,408.67

다음은 Database Instance, Report 생성 정보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1.1] Database Instance, Report 생성 정보 항목
항목

설명

DB Name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다.

TAC

TAC의 사용 여부이다.

Instance Cnt

TAC를 구성하는 인스턴스 개수이다.

Release

Tibero의 버전이다.

HOST CPUs

Host 머신의 CPU 정보이다.

Interval condition

입력한 APM 리포트를 생성하는 조건이다. (시간, 스냅샷 ID 등)

Report Snapshot Range 입력한 조건에 해당하는 스냅샷의 실제 기록된 시간 범위이다.
Report Instance Cnt

리포트에 포함된 인스턴스의 개수이다.
(from Instance No.)는 인스턴스를 지정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며 기본값은
'ALL'이다.

Elapsed Time

리포트에 출력되는 스냅샷의 시작 시간부터 종료 시간까지의 경과 시간이다.
(단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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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DB Time

실제 DB가 일한 시간이다. (단위: 분)
모든 WTHR의 수행 시간이 더해지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세션이 일하게 되
면 실제 경과 시간인 Elapsed Time보다 많이 나온다.

Avg. Session #

해당 구간의 스냅샷들의 평균 세션 개수이다. (단, 스냅샷을 남길 때 세션 개
수의 평균이기 때문에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

1.3.2. Report Overview와 Report Detail
APM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 되는 성능 진단을 위한 수치 정보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상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는 Report Overview 부분과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Report Detail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다. 또한 수치 정보들은 크게 System, Workload, Instance, SQL의 4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기술되어 있으
며, Report Overview, Detail에서는 이 4가지의 관점을 각각 Overview 섹션과 Detail 섹션으로 나누어 제공
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Overview 섹션을 통해 대략적인 문제의 윤곽을 판단한 후, Detail 섹션을 통해 좀 더 정확
한 문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
Report Overview와 Report Detail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Report Overview
– System Overview 섹션
– Workload Overview 섹션
– Instance Overview 섹션
– SQL Overview 섹션
● Report Detail
– System Detail 섹션
– Workload Detail 섹션
– Instance Detail 섹션
– SQL Detail 섹션
– Etc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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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Tibero APM 리포트 분석

본 장에서는 Automatic Performance Monitoring(이하 APM)에 대해 설명하고 리포트의 각 항목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2.1. System 영역
System 영역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져 있다.
● CPU 사용량 분석
총 DB CPU 사용 비율, 백그라운드 작업의 DB CPU 사용 비율, Host CPU 사용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 메모리 사용량 분석
DB가 사용한 OS 물리적 메모리 크기, 공유 메모리 크기, 버퍼 Cache 크기, 평균 Shared Pool 크기, 평
균 DD Cache 크기, 평균, PP Cache 크기, DB 블록 크기, Redo 로그 버퍼 크기로 구성되어 있다.
● OS 통계, 메모리 통계, Shared Pool 통계를 통하여 세부 수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1.1. CPU 사용량 분석
CPU Usage는 데이터베이스가 각 인스턴스에서 사용한 DB CPU 사용량 비율, 백그라운드 작업의 CPU
사용량 비율 및 세부 CPU 사용량을 비율로 나타낸다.
다음은 APM의 CPU 사용량 예와 그 세부 수치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다. 이때 Total DB CPU Usage(%)는
총 DB Time 중 DB CPU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Host CPU Usage(%)는 데이터베이스가 실행되고
있는 OS 플랫폼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참고
CPU 사용률은 sorting, 과도한 functions 사용 또는 long parse time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 2.1] CPU Usage
Total

B/G

Host CPU Usage(%)

DB CPU

DB CPU

INSTANCE#

Usage(%)

Usage(%)

---------------------------------Busy

User

Sys

Idle

IOwait

-----------

--------

--------

-----

-----

-----

-----

------

0

46.1

0.0

72.6

59.1

13.5

27.4

0.0

1

47.4

0.0

74.3

61.2

13.1

25.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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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CPU Usage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1] CPU Usage 항목
항목

설명

Instance#

Tibero가 구동하는 인스턴스 ID이다.

Total DB CPU Usage(%) 해당 인스턴스 CPU 사용량 중 Tibero의 CPU 사용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B/G DB CPU Usage(%) 해당 인스턴스 CPU 사용량 중 Tibero 백그라운드 작업의 CPU 사용이 차지
하는 비중이다.
Busy

해당 인스턴스 CPU 사용량 중 작업을 수행하여 소모된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User

해당 인스턴스 CPU 사용량 중 User 작업을 수행하여 소모된 사용량이 차지
하는 비중이다.

Sys

해당 인스턴스 CPU 사용량 중 System 작업을 수행하여 소모된 사용량이 차
지하는 비중이다.

Idle

해당 인스턴스 CPU 사용량 중 작업으로 소모되지 않은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IOWait

해당 인스턴스 CPU 사용량 중 IO 작업 완료를 기다리는 동안 소모된 사용량
의 비중이다.

2.1.2. 메모리 사용량 분석
Memory Usage는 데이터베이스가 사용한 여러 메모리 정보 및 그 세부 수치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다.
공유 메모리 크기는 정적으로 관리되므로 메모리를 구성하는 각 영역의 크기 변화를 추적하여 공유 메모
리 성능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
메모리 구성 영역은 다음과 같다.
[표 2.2] 메모리 구성 영역
항목

설명

Shared Memory

Tibero를 설치할 때 Shared Memory의 최소 크기는 Memory Target = 1G,
total_shared memory = 512M이다.
메모리 크기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Shared Memory = Fixed Memory + Shared Pool Memory

다음은 Fixed Memory와 Shared Pool Memory에 대한 설명이다.
– Fixed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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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Fixed Memory는 Buffer Cache(Database Buffer), Log Buffer, 그 외 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DB가 부팅할 때 파라미터 값을 바탕으로 설정된다.
단, 운영 중에는 변경할 수 없다.
– Shared Pool Memory
Shared Pool Memory는 DD Cache, PP Cache(Library Cache) 그리고 그
외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SGASTAT를 조회하면 알 수 있다.
메모리 크기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Shared Pool Memory = Shared Memory - Fixed Memory

Buffer Cache(Database Fixed Memory에 포함된다.
Buffer)

메모리 크기는 Shared Memory 크기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산정 방법은 클러
스터 환경일 경우 Shared Memory 크기의 1/2, 그 외 환경은 Shared Memory
크기의 1/3이다.
Fixed Memory에 포함된다.

Log Buffer

기본 크기는 10MB이며, 파라미터에서 설정할 수 있다.

다음은 메모리 사용량 예와 그 세부 수치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다.
[예 2.2] Memory Usage
HOST Mem Size :

193,672M

Total SHM Size :

97,280M

Buffer Cache Size :

48,640M

Avg. Shared Pool Size :

3,356M

Avg. DD Cache Size :

1,322M (Max 14,592.00M)

Avg. PP Cache Size :

111M (Max 14,592.00M)

DB Block Size :

8K

Log Buffer Size :

500M

다음은 Memory Usage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3] Memory Usage 항목
항목

설명

HOST Mem Size

Tibero가 구동하는 OS의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 크기이다.

Total SHM Size

Tibero가 사용하는 전체 공유 메모리 크기이다.
Total SHM Size = Fixed Memory + Shared Pool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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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Buffer Cache Size

Total SHM Size 중 버퍼 Cache로 사용한 크기이다.

Avg. Shared Pool Size

Total SHM Size에서 Buffer Cache Size를 뺀 나머지 중 Shared Pool로 사용
한 크기의 평균이다.
이때 "Shared Pool Size = Total SHM Size - Fixed Memory"이다.

Avg. DD Cache Size

DD Cache로 사용한 크기이다. (Shared Pool에 포함)

Avg. PP Cache Size

PP Cache로 사용한 크기이다. (Shared Pool에 포함)

DB Block Size

하나의 데이터 블록 크기이다.

Log Buffer Size

Redo 로그 버퍼 크기이다.

2.1.3. OS 및 메모리 통계 Statistics
2.1.3.1. OS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가 운영 중인 OS 플랫폼에 따라 달라지며 OS의 전반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예 2.3] OS Statistics
================================================================================
10. OS Statistics
================================================================================
INSTANCE# : 0
Statistic
------------------------

Value
--------------------

USER_TIME

2,210,303

NICE_TIME

0

IDLE_TIME

5,285,828

IOWAIT_TIME

3,312,359

BUSY_TIME

2,652,494

BG_CPU_TIME

329,720

DB_CPU_TIME

2,657,672

SYS_TIME

442,191

CLOCK_TICK

100

CPUS
CPU_CORES

8

CPU_SOCKETS

2

PHYSICAL_MEMORY_BYTE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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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79,761,920
Total

B/G

DB CPU

DB CPU

Host CPU Usage(%)
------------------------------

Interval

Usage(%)

Usage(%)

Busy

User

Sys

Idle

IOwait

-------------------------------

--------

--------

----

----

----

----

------

03/22 01:00:01 ~ 03/22 01:10:01

33.0

4.2

33.0

27.4

5.6

67.0

41.9

03/22 01:10:01 ~ 03/22 01:20:02

34.3

4.3

34.2

28.4

5.7

65.8

43.1

03/22 01:20:02 ~ 03/22 01:30:01

33.3

4.2

33.2

27.6

5.6

66.8

42.7

03/22 01:30:01 ~ 03/22 01:40:02

33.1

4.1

33.0

27.5

5.5

67.0

41.2

03/22 01:40:02 ~ 03/22 01:50:01

33.4

4.1

33.3

27.8

5.5

66.7

40.8

03/22 01:50:01 ~ 03/22 02:00:01

33.9

4.1

33.8

28.3

5.5

66.2

40.7

다음은 OS Statistics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4] OS Statistics 항목
항목

설명

USER_TIME

OS 전체 프로세스가 소비한 CPU 시간 중 USER 시간이다. (단위: tick)

NICE_TIME

OS 전체 프로세스가 소비한 CPU 시간 중 NICE 시간이다. (단위: tick)

IDLE_TIME

OS 전체 CPU의 IDLE 시간이다. (단위: tick)

IOWAIT_TIME

OS 전체 CPU의 I/O Wait 시간이다. (단위: tick)

BUSY_TIME

OS 전체 프로세스의 BUSY 시간이다. (단위: tick)
BUSY_TIME = USER_TIME + NICE_TIME + SYS_TIME

BG_CPU_TIME

DB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들이 소비한 CPU 시간이다. (단위: tick)

DB_CPU_TIME

DB 전체 프로세스들이 소비한 CPU 시간이다. (단위: tick)

SYS_TIME

OS 커널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한 총 시간이다.

CLOCK_TICK

HOST 머신의 초(second) 당 tick 수이다.

CPUS

HOST 머신의 CPU 개수이다.

CPU_CORES

HOST 머신의 CPU 코어 개수이다.

CPU_SOCKETS

HOST 머신의 CPU 소켓 개수이다.

PHYSICAL_MEMO

HOST 머신의 실제 메모리 크기이다.

RY_BYTES

2.1.3.2. 메모리 통계 Reports
Memory Summary
[예 2.4] Memory Summary
=========================================================================
1. Memory Summ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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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 Mem Size :

193,672M

Total SHM Size :

97,280M

Buffer Cache Size :

48,640M

Avg. Shared Pool Size :

3,356M

Avg. DD Cache Size :

1,321.75M (Max 14,592.00M)

Avg. PP Cache Size :

110.90M (Max 14,592.00M)

DB Block Size :

8K

Log Buffer Size :

500M

다음은 Memory Summary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5] Memory Summary 항목
항목

설명

HOST Mem Size

Tibero가 구동하는 OS의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 크기이다.

Total SHM Size

Tibero가 사용하는 전체 공유 메모리 크기이다.
Total SHM Size = Fixed Memory + Shared Pool Memory

이때 "Fixed Memory = Buffer Case(Database Buffer) + Log Buffer + Alpha"이
다.
Buffer Cache Size

Total SHM Size 중 버퍼 Cache로 사용한 크기이다.

Avg. Shared Pool Size

Total SHM Size에서 Buffer Cache Size를 뺀 나머지 중 Shared Pool로 사용
한 크기의 평균이다.
이때 "Shared Pool Size = Total SHM Size - Fixed Memory"이다.

Avg. DD Cache Size

DD Cache로 사용한 크기이다. (Shared Pool에 포함)

Avg. PP Cache Size

PP Cache로 사용한 크기이다. (Shared Pool에 포함)

DB Block Size

하나의 데이터 블록 크기이다.

Log Buffer Size

Redo 로그 버퍼 크기이다.

Shared Pool Statistics
[예 2.5] Shared Pool Statistics
================================================================================
1.1 Shared Pool Statistics
================================================================================
Instance 0 (snap_id : 4363 ~ 4368)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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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Mb)

End(Mb)

Diff %

Max(Mb)

Min(Mb)

------------------

------------------

--------

---------

---------

Free Space

21,340.99 (63.59%)

21,336.03 (63.58%)

-0.02%

21,340.99

21,336.03

CCC_RSB_CHUNK

7,179.40 (21.39%)

7,179.40 (21.39%)

+0.00%

7,179.40

7,179.40

CCC_LKBSET

1,634.34 ( 4.87%)

1,635.99 ( 4.88%)

+0.10%

1,635.99

1,634.34

SLAB_BLOCK

1,550.64 ( 4.62%)

1,550.80 ( 4.62%)

+0.01%

1,550.80

1,550.64

DD_CACHE

1,337.31 ( 3.99%)

1,337.31 ( 3.99%)

+0.00%

1,337.31

1,337.31

DML_STAT

229.16 ( 0.68%)

229.16 ( 0.68%)

+0.00%

229.16

229.16

LIBRARY_CACHE

118.81 ( 0.35%)

119.11 ( 0.35%)

+0.25%

119.11

118.81

FDPOOL

31.94 ( 0.10%)

32.03 ( 0.10%)

+0.30%

32.03

31.94

SLAB_ALLOCATOR

26.35 ( 0.08%)

26.35 ( 0.08%)

+0.00%

26.35

26.35

CF_BLOCK

21.18 ( 0.06%)

21.18 ( 0.06%)

+0.00%

21.18

21.18

TF_WLIST

19.36 ( 0.06%)

19.36 ( 0.06%)

+0.00%

19.36

19.36

TFUNIT_USED

19.15 ( 0.06%)

19.15 ( 0.06%)

+0.00%

19.15

19.15

USGMT_UINFO

14.65 ( 0.04%)

14.65 ( 0.04%)

+0.00%

14.65

14.65

INSERT_HINT

9.54 ( 0.03%)

9.54 ( 0.03%)

-0.00%

9.54

9.54

CWS_RSB_CHUNK

9.11 ( 0.03%)

9.18 ( 0.03%)

+0.81%

9.18

9.11

ACF_MTX

3.05 ( 0.01%)

3.05 ( 0.01%)

+0.00%

3.05

3.05

CWS_LKBSET

2.02 ( 0.01%)

2.03 ( 0.01%)

+0.42%

2.03

2.02

ACF_TASK

1.40 ( 0.00%)

1.40 ( 0.00%)

+0.00%

1.40

1.40

SSGMT

0.68 ( 0.00%)

1.34 ( 0.00%)

+98.98%

1.34

0.68

INC_MSG

1.34 ( 0.00%)

1.34 ( 0.00%)

+0.00%

1.34

1.34

ALLOCATOR

1.30 ( 0.00%)

1.30 ( 0.00%)

-0.37%

1.30

1.30

EXTLIST

0.64 ( 0.00%)

1.27 ( 0.00%)

+99.08%

1.27

0.64

TLOB

0.60 ( 0.00%)

1.20 ( 0.00%)

+99.17%

1.20

0.60

TX_L1CG

1.13 ( 0.00%)

1.13 ( 0.00%)

+0.00%

1.13

1.13

TX_L1CL

1.08 ( 0.00%)

1.08 ( 0.00%)

+0.00%

1.08

1.08

MT_PROF

0.23 ( 0.00%)

1.02 ( 0.00%)

+335.20%

3.12

0.10

TCSTAT_FILE

0.99 ( 0.00%)

0.99 ( 0.00%)

+0.00%

0.99

0.99

CACHE_CTSN

0.90 ( 0.00%)

0.90 ( 0.00%)

+0.00%

0.90

0.90

TFUNIT_POOL

0.31 ( 0.00%)

0.31 ( 0.00%)

+0.00%

0.31

0.31

SESS_MARKER

0.19 ( 0.00%)

0.19 ( 0.00%)

+0.00%

0.19

0.19

TTBL_LOCK

0.17 ( 0.00%)

0.17 ( 0.00%)

+0.00%

0.17

0.17

CONN_MARKER

0.17 ( 0.00%)

0.17 ( 0.00%)

+0.00%

0.17

0.17

DD_CACHE Max

14,592.00 (43.48%)

14,592.00 (43.48%)

+0.00%

LIBRARY_CACHE Max

14,592.00 (43.48%)

14,592.00 (43.48%)

+0.00%

다음은 Shared Pool Statistics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6] Shared Pool Statistics 항목
항목

설명

Begin(Mb)

스냅샷 시작 시간에 사용 중인 크기이다. (단위: MB)

End(Mb)

스냅샷 종료 시간에 사용 중인 크기이다. (단위: MB)

Diff %

스냅샷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사이에 사용량 변화율이다.

Max(Mb)

스냅샷들 중 최대 사용량이다. (단위: MB)

Min(Mb)

스냅샷들 중 최소 사용량이다. (단위: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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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Workload 영역
Workload 영역은 APM 스냅샷 구간 내에서 인스턴스가 실제로 수행한 Workload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다음은 Workload 영역의 각 섹션에 대한 설명이다.
● Workload Summary 섹션
Workload와 관련한 다양한 지표인 Redo 생성량, Logical Reads, Physical Reads/Writes, Parse, Executes,
Transaction 등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데이터를 보여준다.
● Workload Stats 섹션
APM 스냅샷 구간 동안 사용자의 요청을 실제로 처리하는데 있어 인스턴스가 어떤 구간에서 얼마만큼
의 시간을 소비했는지를 항목별로 점층적으로 분류하여 보여준다.

2.2.1. Workload Summary
Workload Summary는 스냅샷 구간 내에서 DB에 발생한 부하 정보를 나타낸다.
[예 2.6] Workload Summary

Total

Per Second

Per TX

Per Exec

Per Call

-------------

------------

---------------

----------

----------

DB Time(s):

XXX.XX

153.06

3,175.97

0.00

0.00

Redo Size:

XXX.XX

7,356.84

152,654.50

0.11

0.11

Logical Reads:

XXX.XX

209,082.47

4,338,461.25

3.00

3.00

Block Changes:

XXX.XX

48.11

998.25

0.00

0.00

Physical Reads:

XXX.XX

0.01

0.25

0.00

0.00

Physical Writes:

XXX.XX

1.86

38.50

0.00

0.00

User Calls:

XXX.XX

69,664.83

1,445,545.25

1.00

1.00

Parses:

XXX.XX

3.63

75.25

0.00

0.00

Hard Parses:

XXX.XX

0.00

0.00

0.00

0.00

Logons:

XXX.XX

3.61

75.00

0.00

0.00

Executes:

XXX.XX

69,664.82

1,445,545.00

1.00

1.00

Rollbacks:

XXX.XX

0.00

0.00

0.00

0.00

Transactions:

XXX.XX

0.05

1.00

0.00

0.00

다음은 Workload Summary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7] Workload Summary 항목
항목

설명

DB Time(s)

실제 DB가 일한 시간으로 모든 WTHR가 사용자로부터 요청을 받고 응답을
할 때까지 시간을 모두 더한 시간이다. (단위: 초)
단, 동시에 WTHR가 일을 하는 경우 경과 시간보다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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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Redo Size

발생한 Redo 로그 크기이다. (단위: 바이트)

Logical Reads

버퍼 Cache에 요청한 DB 블록 개수이다.

Block Changes

읽은 블록 중 블록이 수정된 횟수이다.

Physical Reads

Logical Reads 중 디스크에서 읽은 블록 개수이다.

Physical Writes

DB writer가 디스크에 쓴 블록 개수이다.

User Calls

사용자의 요청(message) 개수이다.

Parses

SQL 하드 파스 및 소프트 파스 발생 횟수이다.

Hard Parses

SQL 하드 파스 발생 횟수이다.

Logons

사용자 로그온 횟수이다.

Executes

SQL 수행 횟수이다.

Rollback

사용자가 rollback을 요청한 횟수이다.

Transactions

완료(commit + rollback)된 트랜잭션 수이다.

2.2.2. Workload Stats
Workload Stats는 인스턴스가 어떤 구간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비했는지를 항목별로 점층적으로 분
류하여 보여준다.
[예 2.7] Workload Stats
DB

DB

Category

Stat

Time(ms)

Time(%)

--------------------

-----------------------------------

--------------

--------

Request Service Time

-----------------------------------

1,766

99.05

SQL processing time

1,729

96.98

reply msg etc time

19

1.05

SQL Processing

msg commit time

6

0.36

SQL processing (batchupdate) time

6

0.34

msg lob time

5

0.29

msg long read time

0

0.02

msg rollback time

0

0.00

msg xa time

0

0.00

msg dpl time

0

0.00

msg dblink 2pc time

0

0.00

msg tsam time

0

0.00

-----------------------------------

1,416

79.43

optimizer time

428

24.02

csr fetch insert time

276

15.46

csr fetch select time

194

10.86

csr fetch delete time

191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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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Insert

Update

Delete

parse time elapsed

186

10.42

cursor close time

58

3.23

ppc search time

28

1.56

csr fetch update time

27

1.49

total times to begin tx

13

0.74

sql dml lock acquire time

9

0.50

sql dd lock acquire time

7

0.40

csr fetch merge time

0

0.00

csr fetch direct path insert time

0

0.00

-----------------------------------

109

6.12

table full scan time

100

5.58

sort time

9

0.51

hash join time

0

0.03

-----------------------------------

104

5.86

tdd insert row time

88

4.96

tdi insert key time

16

0.89

tdd mi total time

0

0.01

tdi mi total time

0

0.00

-----------------------------------

2

0.13

tdd update row time

2

0.13

tdd update rp time

0

0.00

tdd mu total time

0

0.00

idx update nonkey time

0

0.00

-----------------------------------

60

3.35

tdd delete row time

57

3.17

tdi md total time

3

0.18

tdd delete rp time

0

0.00

tdd md total time

0

0.00

다음은 Category별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 Request Service Time(DB Time. 즉, 실제 Working 스레드가 일한 시간의 총합)
[표 2.8] Request Service Time 항목
항목

설명

SQL processing time

워킹 스레드가 클라이언트의 요청 메시지 중에 TBMSG_PREPARE,
TBMSG_EXECUTE, TBMSG_EXECDIR, TBMSG_PREPARE_EXECUTE,
TBMSG_EXECUTE_UDT, TBMSG_PREPARE_EXECUTE_UDT 타입의 메
시지를 처리할 때 수행한 시간을 나타낸다.
– TBMSG_PREPARE: Parse & Optimize를 수행한 시간이다.
– TBMSG_EXECUTE: Execute를 수행한 시간이다.
– TBMSG_EXECDIR: TBMSG_PREPARE와 TBMSG_EXECUTE를 수행하
지만 두 메시지의 수행 횟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TBMSG_EXECDIR가 독
립적으로 수행한 횟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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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reply msg etc time

워킹 스레드가 클라이언트의 요청 메시지를 처리한 후 reply msg를 보내는
작업을 수행한 시간이다.

msg commit time

워킹 스레드가 클라이언트의 요청 메시지 중에 TBMSG_COMMIT(commit
요청)을 처리하는데 작업을 수행한 시간이다.

SQL processing

워킹 스레드가 클라이언트의 요청 메시지 중에 TBMSG_BATCH_UPDATE,

(batchupdate) time

TBMSG_PREPARE_BATCHUPDATE 타입의 메시지를 처리할 때 수행한 시
간을 나타낸다.
TBMSG_BATCH_UPDATE와 TBMSG_PREPARE_BATCHUPDATE는 모두
배치 관련 작업을 수행한다.

msg lob time

워킹 스레드가 클라이언트의 요청 메시지 중에 LOB READ/WRITE 등 LOB
과 관련한 요청을 처리하는데 작업을 수행한 시간이다.

msg rollback time

워킹 스레드가 클라이언트의 요청 메시지 중에 TBMSG_ROLLBACK(rollback
요청)을 처리하는데 작업을 수행한 시간이다

● SQL Processing
[표 2.9] SQL Processing 항목
항목

설명

optimizer time

Hard parsing 시간 중 optimizing(logical plan을 physical plan으로 변환하는
과정) 단계에서 소요된 시간이다.

csr fetch insert time

INSERT 문을 처리하는 데 걸린 전체 시간이다.

csr fetch select time

SELECT 쿼리를 수행하는 데 걸린 전체 시간이다.

csr fetch delete time

DELETE 문을 처리하는 데 걸린 전체 시간이다.

parse time elapsed

수행하려는 쿼리의 문법과 구문을 분석하고 오류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만약 오류없이 해석이 끝나면 쿼리는 Data Dictionary 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한 Parse Tree로 변경된다.

cursor close time

cursor는 서버 내에서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다
양한 데이터나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구조체이다.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서 cursor 구조체를 만들고 초기화하는 작업을 open
이라고 하고, 클라이언트 요청을 마치고 cursor 구조체 내 데이터를 정리하고
해제하는 작업을 close라고 한다. 이때 cursor close time는 cursor를 닫은 작
업을 수행한 시간이다.

ppc search time

physical plan cache에서 저장된 physical plan을 찾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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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성공적으로 찾은 경우에는 physical plan을 활용하여 수행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parsing과 optimizing 단계를 거쳐 수행된다.

csr fetch update time

UPDATAE 문을 처리하는 데 걸린 전체 시간이다.

total times to begin tx

transaction begin(idle undo segment search, undo segment header의 slot
할당 및 tx 정보 alloc 등) 누적 수행 시간이다.

sql dml lock acquire time DML을 수행하기 위해 DML Lock 을 획득한 시간이다.
sql dd lock acquire time SQL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Object들에 대한 DD Lock을 획득하는 시간이다.
csr fetch merge time

MERGE 문을 처리하는 데 걸린 전체 시간이다.

csr fetch direct path in

DPI 문을 처리하는 데 걸린 전체 시간이다.

sert time

2.2.2.1. Workload Stats 분석
Workload Stats 분석은 APM 스냅샷 구간 동안 인스턴스가 수행한 Workload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
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Workload Stats 분석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Workload 형태 파악
DB의 Workload 패턴은 query(Select)와 tx(DML) 단 두가지 뿐(DDL도 있지만 예외로 함)이며, 항상 이 두
가지 조합으로 나타난다.
query와 tx는 APM의 Instance Activity Stats (Time-based) 항목에서 다음의 값으로 나타난다.
● query: csr fetch select time
● tx: transactions total time
Workload 형태 파악의 기본은 query와 tx의 비율이 어느 정도이고, 그 하위 동작 중에 어디에서 시간이 가
장 많이 걸리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다음은 query와 tx의 세부 동작 및 APM의 Instance Activity Stats (Time-based)에 표현되는 세부 항목의
이름(괄호 안)이다.
● query(csr fetch select time)
– full table scan(table full scan time)
– rowid scan
– index scan
– join/sort/ag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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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ransactions total time)
– tx begin(total times to begin tx)
– insert(csr fetch insert time)
• search space(sgmt search - request time)
• table row insert
• index key insert(tdi insert key time, tdi mi total time)
– update(csr fetch update time)
• table row update
• index key delete/insert
– delete(csr fetch delete time)
• table row delete
• index key delete
– commit/rollback(msg commit time)
각 세부 항목이 상위 항목 대비 수행 시간 비율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서 Workload 중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인지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 Select
csr fetch select time 대비 하위 항목들의 비율을 확인한다.
● DML
transactions total time 대비 insert/update/delete의 비율을 확인한다.
DML 수행의 방해요소가 table인지 index인지 확인하기 위해 insert/update/delete 각각에 대해서 해당
항목 대비 하위 항목의 비율을 확인한다.

Optimizer에서 확인할 사항
optimizer time이 SQL processing time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SQL을 수행할 때 매번 optimize를 수행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adhoc SQL이나 literal SQL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증상을 동반한
다.
● Memory Summary의 Avg. PP Cache Size가 max 대비 50% 이상 사용된다.
● Spinlock(Latch) Statistics의 SPIN_PPC_BUCKET이 상위에 올라온다.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경우 tip 파일에 "CURSOR_SHARING=FORCE"를 설정해서 literal SQL을 매번
optimize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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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에서 확인할 사항
● full table scan
full table scan은 부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table full scan time이 csr fetch select time의 대부
분을 차지한다면 full table scan을 타는 SQL을 찾아서 튜닝한다.
● sort/group by
2pass로 빠지는지 확인한다. 만약 2pass로 빠지고 TAC라면 Wait Events by Wait Time의 temp granule
get wait 항목이 상위에 올라오지 않는지 확인한다.
또한 SQL 튜닝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 join
SQL 튜닝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DML에서 확인해야할 사항
transactions total time 대비 아래 하위 항목들의 시간 비율을 파악하고 그 중에 가장 큰 시간을 차지하는
항목부터 검토한다. 단, transactions total time은 DML 등으로 트랜잭션이 시작한 이후에 commit/rollback
으로 트랜잭션이 없어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의 합이다.
예를 들어 insert SQL을 수행하고 10시간 후 commit을 했다면 transactions total time에 10시간이 추가되
는데 transactions total time이 req service time보다 크다면 tx 수행 중간에 클라이언트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포함되어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tx begin/commit
transactions total time 대비 total times to begin tx 항목의 비율이 높다면 짧은 tx를 빈번하게 수행하는
Workload이다.
tx begin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usgmt의 최대 개수가 세션 개수 대비 작아서 usgmt 하나를 여러 tx가 공유한다.
– usgmt cache의 contention 분산이 제대로 되지않아 spinlock에서 contention이 걸린다.

usgmt의 최대 개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v$undostat을 조회했을 때 max_concurrent 항목이 1보다 큰 값이 자주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2. tip 파일에 _USGMT_ONLINE_MAX 값을 (MAX_SESSION_COUNT * TAC 노드 수)의 1.5배 이상으
로 잡아준다.

usgmt cache의 contention 문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APM 리포트의 Spinlock(Latch) Statistics에서 SPIN_USGMT_CACHE 항목이 상위에 올라와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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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ip 파일에 _USGMT_HASH_CNT=(CPU 개수 * 2) 정도로 늘려준다.
3. default 32인 경우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cpu와 세션 수가 많은 경우에는 64나 128로 설정이 필
요하다.
● insert
transactions total time 대비 csr fetch insert time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다음의 하위 항목을 찾아
어디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확인한다.
– insert할 빈 블록을 찾기 위한 search space(sgmt search - request time)
해당 항목이 높게 나타난다면 extent 할당을 위한 format이 오래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_TX_SGMT_ALLOC_SIZE=8192로 한번에 extent를 크게 할당한다.
– table row insert(tdd insert row time)
table row insert 자체는 Workload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index key insert(tdi insert key time)
index key insert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특정 key 순으로 insert되면서 특정 leaf block에 contention
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reverse key index 또는 파티션 table 등 schema 변경을 검토한다.
– insert into select
table/index insert의 시간은 작지만 전체 insert 시간이 큰 경우에는 하위 select 쪽 쿼리에서 플랜 문제
가 있을 수 있다.
● update
다수 노드의 다수 세션에서 특정 row에 update가 집중되거나 index의 특정 key 값에 update가 집중되
는 Workload 형태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transactions total time 대비 csr fetch update time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
– Wait Events by Wait Time의 wthr wait for CCC AST CUR 항목(wthr가 update할 블록을 획득하기까
지 기다린 시간)의 avg wait(ms)가 수백~수천 ms 이상으로 높은 경우
모든 세션이 하나의 row만 update한다면 부하가 많이 발생할수 있다.
다수의 row이지만 row 크기가 작아 특정 몇몇 블록에 집중된 경우라면 pctfree를 크게 주거나 char(2000)
짜리 dummy column을 추가하여 한 블록에 하나의 row만 들어가도록 튜닝해서 블록간 contention을 줄
일 수 있다.
table row에서는 update할 때 contention이 없지만 index의 특정 key에서 contention이 걸린다면 해당
column을 포함한 index 자체를 튜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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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row를 contention없이 update하는 경우라면 transactions total time 대비 csr fetch update time
압도적으로 높더라도 wthr wait for CCC AST CUR의 avg wait가 수 ms로 잘 나온다. 이를 통해 문제없
는 케이스를 걸러낸다.
● delete
delete는 별다른 부하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2.2.3. Instance Activity Reports
2.2.3.1. Instance Activity Stats by Time
[예 2.8] Instance Activity Stats by Time
================================================================================
3.1 Instance Activity Stats (Time-based)
================================================================================
Stat

Time(ms)

Num

Size

-----------------------------------------

---------------

---------------

---------------

req service time

483,423,969

117,637,280

0

SQL processing time

482,646,549

110,727,843

0

csr fetch select time

442,982,886

97,560,384

0

block disk read time

393,771,043

46,384,627

0

isgmt get cr time

185,610,091

1,634,074,772

0

tdi fetch start time

183,953,785

403,436,033

153,976,139

isgmt get cr in lvl time

183,022,942

424,621,629

1,267,271,782

transactions total time

67,596,360

173,096

0

Total CR blocked time by CUR request

25,012,684

39,058,560

39,058,447

Total Round Trip Times to grant lock

24,279,234

36,704,041

0

csr fetch insert time

18,717,093

7,035,919

0

hash join time

7,920,811

45,328,358

0

hash join 1p hash table probing time

7,188,867

20,596,219

0

csr fetch update time

4,621,944

566,643

0

tdi fetch next time

3,882,860

493,888,416

366,779,074

tdi insert key time

3,654,806

4,623,228

4,364,816

tdi mi total time

3,627,072

12,720,966

0

tdi mi get lead time

3,522,356

3,142,731

0

table full scan time

3,148,493

0

0

tdi mi add time

2,998,122

4,364,827

1,938

sql dd lock acquire time

2,745,799

106,171,682

0

dd search time

2,480,897

737,741,753

0

다음은 Instance Activity Stats by Time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10] Instance Activity Stats by Time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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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Time(ms)

발생(경과) 시간이다. (단위: 밀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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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Num

발생 횟수이다.

Size

각 항목과 관련된 Size이다.
Size 정보는 “2.2.3.3. Instance Activity Stats by Size”를 참고한다.

2.2.3.2. Instance Activity Stats by Number
[예 2.9] Instance Activity Stats by Number
================================================================================
3.2 Instance Activity Stats (Number-based)
================================================================================
Stat

Num

Size

Time(ms)

-----------------------------------------

---------------

---------------

---------------

candidate bh scanned

3,101,872,067

5,904,594,326

0
0

consistent gets - no clone

2,930,345,928

0

fast examines for consistent block get

2,850,701,536

0

0

block unpin

2,639,267,327

0

19,187

block pin - not conflict

2,639,257,598

0

86,791

consistent block gets

2,093,670,962

0

0
185,610,091

isgmt get cr

1,634,074,772

0

Number of conflict DBA while scanning can

1,561,896,346

0

0

dd search count

737,741,753

0

2,480,897

rowid sort prefetch

586,365,253

0

0

tdi fetch next total

493,888,416

366,779,074

3,882,860

Number of times to search CWS RSB

446,650,626

446,243,321

0

isgmt get cr in lvl

424,621,629

1,267,271,782

183,022,942

tdi fetch start total

403,436,033

153,976,139

183,953,785

consistent block gets examine

380,495,253

0

0

Number of receiving INC packet

343,137,824

102,313,774,928

0

ex pga cr cache miss

309,468,169

0

0

ex pga cr cache hit

207,023,463

0

0

Number of sending INC packet

171,568,908

102,313,530,780

0

Number of CCC messages processed

169,705,958

0

1,737,554

CCC DLM msgs received

169,695,307

0

0

Number of times the send queue processed

125,241,192

171,568,499

0

memory tuner prof register

118,919,525

0

32,894

2.2.3.3. Instance Activity Stats by Size
[예 2.10] Instance Activity Stats by Size
================================================================================
3.3 Instance Activity Stats (Size-bas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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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

Size

Num

Time(ms)

-----------------------------------------

---------------

---------------

---------------

Number of bytes received INC packet

102,313,774,928

343,137,824

0

Number of bytes sent INC packet

102,313,530,780

171,568,908

0

sent message size (byte)

42,648,463,084

117,847,264

937,795

candidate bh scanned buffers

5,904,594,326

3,101,872,067

0

redo log size

2,939,821,239

10,355,875

0

isgmt get cr in lvl - get_cr call count

1,267,271,782

424,621,629

183,022,942

get multi block read count - block count

459,231,269

7,778,493

44,960

fscan fetched block count

459,224,778

10,797,446

1,719,570

consistent multi gets - blocks

459,224,057

10,797,481

1,616,772

Number of times CWS RSB found

446,243,321

446,650,626

0

tdi fetch next success

366,779,074

493,888,416

3,882,860

scan active CCC RSB count

309,577,728

604,644

0

scan inactive CCC RSB count

253,212,160

494,555

0

multi insert - flush size

241,852,332

488,053

146,082
0

sgmt search - requested space

206,601,020

89,205

Number of messages in the send queue

171,568,499

125,241,192

0

tdi fetch start success

153,976,139

403,436,033

183,953,785

move active CCC RSB count

121,290,392

604,644

0

move inactive CCC RSB count

53,633,226

494,555

0

equal tsn candidate bh failed for data bl

41,599,872

3,365,996

0

Number of blocks CR request blocked by CU

39,058,447

39,058,560

25,012,684

SCVR CCC RSB reclaim count

34,914,265

494,555

0

Number of CCC RSBs reclaimed

34,914,265

10,837

264,103

percentage of inactive RSBs in CCC WSs

34,181,297

693,568

0

SCNR CCC RSB reclaim count

32,745,608

32,745,608

0

Number of times CCC RSB found

31,468,775

99,126,980

0

percentage of active RSBs in CCC WSs

27,636,439

693,568

0

percentage of inactive RSBs in CWS WSs

24,698,259

690,752

0

percentage of active RSBs in CWS WSs

22,243,167

690,752

0

sorts (memory) size

22,116,692

22,116,867

0

percentage of free RSBs in CWS WSs

21,718,717

690,752

0

block consistent changes

21,397,913

41,807,137

0

consistent rollback - apply count

18,315,508

4,657,073

702,239

current block gets - exclusive mode

15,931,374

28,056,252

0

candidate bh scan stop at breakpoint:scan

10,168,562

3,813,248

0

loga archive block count

8,192,000

0

39,752

Number of blocks received from a remote C

6,684,675

6,684,599

2,286,474

2.3. Instance 영역
2.3.1. Instance Efficiency 분석
Database Cache Summary는 DB의 Cache 효율성에 대한 지표를 보여준다.
각 지표의 값이 100%일 때 가장 이상적인 효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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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11] Database Cache Summary
Value
-------Buffer Cache Hit %:

98.43

In-memory Sort %:

100.00

DD Hit %:

99.99

PP Hit %:

99.91

Latch Hit %:

99.86

다음은 Database Cache Summary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11] Database Cache Summary 항목
항목

설명

Buffer Cache Hit %

전체 블록 요청 중에서 로컬 버퍼 Cache 또는 글로벌 버퍼 Cache에서 찾은
비율을 나타낸다. (98% 이상 권장)
이 값이 100%가 되면 모든 블록 요청에 대해 디스크에서 읽어오지 않고 항상
로컬 Cache 또는 Remote Cache에서 읽어옴을 뜻한다.

DD Hit %

DD Cache 등 DB에서 사용하는 Object에 대한 Cache 효율을 나타낸다. (99%
이상 권장)

PP Hit %

SQL 수행을 위한 Physical Plan Cache의 효율을 나타낸다. (99% 이상 권장)
이 값이 100%가 되면 모든 SQL 수행에 대해 새로운 parsing이나 optimize 수
행 없이 메모리에 저장된 PP Cache만을 활용했음을 뜻한다.

Latch Hit %

spinlock을 요청할 때 wait없이 한 번에 획득한 비율을 나타낸다. (99% 이상
권장)
이 값이 100%가 되면 Tibero 내부의 공유 자원에 대해 세션간 경합 없이 한
번에 접근이 가능했음을 뜻한다.

다음은 항목별 효율 및 수치가 떨어지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 버퍼 Cache
버퍼 Cache 효율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 버퍼 Cache 크기에 비해 접근하는 데이터 크기가 매우 클 경우
주로 분석 DB 등 OLAP성 데이터에서 넓은 분포의 데이터를 일회성으로 접근할 때 버퍼 Cache 효율
이 떨어진다. 이 경우 데이터의 크기와 업무 구성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 SQL plan 이상으로 불필요한 full table scan을 많이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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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able scan이 불필요하게 많이 수행되면 버퍼 Cache에서 재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블록까지 Cache
out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같은 블록에 대해 다시 접근할 때 마다 디스크에서 읽어와야 하므
로 버퍼 Cache 효율이 떨어진다.
이때 SQL을 튜닝하여 가능한 full tablescan을 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full
table scan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full table scan 블록이 일정량을 넘어가면 버퍼 Cache에 올리지 않
고 PGA 메모리에 올리는 기능 사용을 검토한다.
해당 기능은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로 활성화한다.
_FSCAN_SMART_FETCH=Y

● PP Cache
PP Cache는 주로 literal SQL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 효율이 떨어진다.
bind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고 literal 형태로 값이 매번 바뀌는 SQL은 매번 parsing 및 optimize 과정을
거쳐 새로운 PP를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PP Cache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고 optimize 소요 시간도 크게
증가한다. SQL 사용 형태를 bind 파라미터 형태로 바꾸거나 cursor sharing 기능 사용을 검토한다.
해당 기능은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로 활성화한다.
CURSOR_SHARING=FORCE

● Latch Hit
Latch hit 수치는 spinlock 경합이 발생하여 wait time이 증가할 때 수치가 떨어진다. 개별 spinlock의 수
치는 “2.3.4.3. Lock Contention”의 Spinlock Statistic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경합이 많이 발생하는 spinlock에 대한 설명이다.
– SPIN_BUF_BUCKET
버퍼 Cache의 bucket을 보호하는 spinlock에서 경합이 발생하고 wait time이 증가한다면 대체로 hot
블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데이터 블록 또는 특정 인덱스 블록에 속한 row들에 select와 DML이 집중되면 해당 블록을 보호
하는 버퍼 Cache상의 bucket spinlock에 contention이 증가하고, 여러 버전의 블록이 생성되면서 블
록을 탐색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어 contention이 더욱 심해진다.
이 경우 wait event의 buf pin wait 수치와 TAC 관련해서 wthr wait for CCC AST CUR나 wthr wait for
CCC AST CR가 함께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SQL 튜닝을 통해 해당 블록에 access하는 빈도수를 줄
인다.
– SPIN_PPC_BUCKET
literal SQL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PP hit 수치가 나빠지면서 해당 spinlock의 wait time이 함께 증가하
는 경우가 많다.
literal SQL을 bind 파라미터 형태로 바꾸고 CURSOR_SHARING=FORCE 사용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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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N_SHP_ALLOC
다수의 세션에서 짧은 tx나 select를 반복하는 경우 TSM의 공유 메모리 할당 과정에서 spinlock con
tention이 발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shp는 _SHARED_POOL_ALLOC_CNT 개수만큼 나누어 사용하여 shp alloc에 대한
contention을 분산시키는데, 많이 나눌수록 contention은 줄어들지만 shp 사용에 대한 효율은 떨어질
수 있다. 기본값은 -1이며, 이 경우 1GB당 하나의 shp allocator가 할당된다. 만약 SPIN_SHP_ALLOC
에 대한 contention이 높게 나타나면 이 값을 조금씩 늘린다.
– SPIN_ROOT_ALLOC
프로세스당 wthr 개수(기본값: 10)를 크게 지정한 경우 해당 수치가 나빠질 수 있다. Tibero 각각의
Working 프로세스는 _SYSTEM_ROOT_ALLOCATOR_CNT 개수만큼의 PGA root allocator를 생성
하여 Working 프로세스내 wthr들의 PGA alloc에 대한 부하를 분산시킨다.
이때 _SYSTEM_ROOT_ALLOCATOR_CNT 값을 늘릴수록 PGA root alloc에 대한 contention은 줄
어들지만 PGA 메모리 사용량은 늘어난다.
_SYSTEM_ROOT_ALLOCATOR_CNT 기본값 =
2^n 꼴의 숫자 중 (_WTHR_PER_PROC / 10) 이상의 숫자 * 4

예를 들어 _WTHR_PER_PROC가 10인 경우 _SYSTEM_ROOT_ALLOCATOR_CNT는 4가 된다.
만약 SPIN_ROOT_ALLOC에 대한 contention이 높게 나타나면 _SYSTEM_ROOT_ALLOCATOR_CNT
값을 조금씩 늘려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Tibero 기술지원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참고]
Working 프로세스당 PGA 예약 크기 =
_SYSTEM_ROOT_ALLOCATOR_CNT * _SYSTEM_MEMORY_RESERVED_SIZE(4M)

– SPIN_CCC_RECL_WS,

SPIN_WLOCK,

SPIN_DD_CACHE_BUCKET,

SPIN_CCC_RSB,

SPIN_REDO_ALLOC, SPIN_TEMP_UNIT_POOL_TF

2.3.2. TAC Activity 분석
TAC Activity 분석 영영은 TAC 인스턴스간 블록 및 메시지 전송 횟수 시간을 나타내는 Cluster Cache Ac
tivity, TAC Global Cache 효율성을 나타내는 Cluster Buffer Cache Summary, TAC 노드간 공유 자원 사용
횟수 및 획득 시간을 나타내는 Cluster Cache and Wait Lock statistics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2.3.2.1. Cluster Cache Activity
인스턴스간에 블록 및 메시지 전송 횟수와 걸린 시간에 대한 통계이다.
각 세부 항목별로 초당(Per Second), 트랜잭션당(Per TX), SQL 수행당(Per Exec), 클라이언트 메시지당
(Per Call)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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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 Second: 초당 발생 횟수이다.
● Per TX: 트랜잭션당 발생 횟수이다.
● Per Exec: 매 SQL prepare 또는 execute 수행당 발생 횟수이다.
● Per Call: 사용자 요청당 발생 발생 횟수이다. select 쿼리에서 fetch 등이 수행될 때 하나의 call로 집계
된다.

[예 2.12] Cluster Cache Activity
Cluster Cache Activity
======================
Per Second

Per TX

Per Exec

Per Call

------------

-----------

-----------

-----------

Cluster Cache blocks received:

1,005.90

62.76

0.10

0.09

Cluster Cache blocks served:

1,005.90

62.76

0.10

0.09

INC messages received:

31,772.02

1,982.36

3.23

2.92

INC messages sent:

15,886.01

991.18

1.62

1.46

Interconnect traffic (KB):

18,946.97

다음은 Cluster Cache Activity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12] Cluster Cache Activity 항목
항목

설명

Cluster Cache blocks re 다른 노드의 글로벌 Cache에서 블록을 직접 수집한 횟수이다. 노드간 주고
ceived

받는 블록의 수가 많은 경우 수치가 높다.

Cluster Cachhe blocks

다른 인스턴스로 블록을 전송한 횟수이다.

served
INC messages received 블록 전송 이외에 블록에 대한 글로벌 lock 요청 및 응답 메시지, Cluster Wlock
Service(CWS) 요청 및 응답 메시지, 노드간 각종 동기화 메시지(예: TSN 동
기화), IIC(Inter instance call, 노드간 일반 메시지 전송) 및 글로벌 view 메시
지를 수신한 횟수이다.
INC messages sent

블록 전송 이외에 블록에 대한 글로벌 lock 요청 및 응답 메시지, Cluster Wlock
Service(CWS) 요청 및 응답 메시지, 노드간 각종 동기화 메시지(예: TSN 동
기화), IIC(Inter instance call, 노드간 일반 메시지 전송) 및 글로벌 view 메시
지를 전송한 횟수이다.

Interconnect traffic (KB) 노드간 주고받은 데이터의 총량을 KB단위로 나타낸다. 부하가 많은 상황에
서도 이 값이 초당 수MB 이내라면 interconnect 성능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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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Cluster Buffer Cache Summary
TAC 글로벌 Cache의 효율성을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전체 블록 요청 대비 Local hit와 Remote hit 및
Cache miss로 디스크에서 블록을 직접 읽어들인 횟수와 비율을 나타낸다.
[예 2.13] Cluster Buffer Cache Summary
Cluster Buffer Cache
====================
Buffer Gets

Percentage

----------------

----------

Total:

2,968,600,455

100.00

Local:

2,911,194,696

98.07

Remote:

10,863,683

0.37

Physical:

46,542,076

1.57

다음은 Cluster Buffer Cache Summary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13] Cluster Buffer Cache Summary 항목
항목

설명

Buffer Gets

버퍼 Cache에 블록 요청 횟수이다.

Total

전체 버퍼 Cache I/O 횟수 및 비율이다.

Local

전체 버퍼 Cache I/O 중 내 인스턴스에 있는 버퍼 Cache에서 블록을 가져온
횟수 및 비율이다.

Remote

전체 버퍼 Cache I/O 중 다른 인스턴스로부터 블록을 가져온 횟수 및 비율이
다.

Physical

전체 버퍼 Cache I/O 중 디스크에서 블록을 가져온 횟수 및 비율이다.

Buffer Gets는 다음과 같은 산정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Total Buffer Gets =
Local Buffer Gets + Remote Buffer Gets + Physical Read

Local Buffer Gets와 Remote Buffer Gets를 합쳐서 Buffer hit라고 하고 Physical Read를 Buffer miss로 본
다. 따라서 Buffer Cache hit ratio는 Local Buffer Gets와 Remote Buffer Gets의 비율을 합친 값이다.

2.3.2.3. Cluster Cache and Wait Lock Statistics
TAC 노드간 공유 자원 사용 횟수 및 공유 자원을 획득하는 데 걸린 시간을 나타낸다.
노드간 공유 자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 Cluster Cache Coherence(CCC)
● Cluster Waitlock Service(C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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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Cache Coherence(CCC)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 Current Block 전송 및 동기화
● Consistent Read(CR) Block 생성 및 전송
[예 2.14] Cluster Cache and Wait Lock Statistics
Cluster Cache and Wait Lock Statistics
======================================
Avg

Total

Total

Time(ms)

Time(ms)

Count

----------

----------

----------

CWS wait-lock get:

0.22

15

68

CCC CR block receive:

0.30

13

43

CCC current block receive:

1.96

104

53

CCC CR build:

0.02

220

9,901

CCC CR block send:

0.04

4

100

CCC current block send:

0.06

12

204

다음은 Cluster Cache and Wait Lock Statistics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14] Cluster Cache and Wait Lock Statistics 항목
항목

의미

CWS wait-lock get

Wait lock을 얻어오는 평균 시간과 전체 시간, 횟수를 나타낸다. 이 수치에 영
항을 줄 수 있는 부분은 interconnect 성능과 wait lock contention이다. (3ms
이하 권장)

CCC CR block receive

Consistent Read를 위한 블록을 요청하고 전송받을 때까지의 시간 및 횟수를
나타낸다. 주로 select 부하가 많은 경우 이 수치가 높아진다. (3ms 이하 권장)

CCC current block re

Current Block을 요청하고 전송받을 때까지의 시간 및 횟수를 나타낸다. (5ms

ceive

이하 권장)

CCC CR build

다른 노드의 요청에 의해 consistent read block을 생성하는 시간 및 횟수를
나타낸다. 이 수치가 높다면 다른 노드에서 CR 블록 요청이 많았음을 의미한
다. 주로 select 부하가 많을 때 이 수치가 높아진다. (3ms 이하 권장)

CCC CR block send

다른 인스턴스로 CR 블록을 전송할 때 걸린 시간 및 전체 시간, 횟수를 나타
낸다. (3ms 이하 권장)

CCC current block send 다른 인스턴스로 current 블록을 전송할 때 걸린 시간 및 전체 시간, 횟수를
나타낸다. (5ms 이하 권장)
send 시간은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전송 queue에 넣고 sender가 queue에서 읽어 send 콜이 성공할 때
까지의 시간으로 실제 메시지가 다른 인스턴스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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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Top Wait Event 분석
다음은 Top Wait Event 분석 예이다. 만약 Event 항목 중에서 DB Time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항목이 있
다면 중점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예 2.15] Top Wait Events

Time

Wait

Avg

Waits

DB

Event

Waits

-outs(%)

Time(s)

Wait(ms)

/TX

Time(%)

------------------------------

----------

--------

--------

---------

------------

--------

spinlock total wait

2,068,606

0.00

577.97

0.28

5.172E+07

4.55

spinlock: cache buffers chains

1,884,103

0.00

302.28

0.16

4.71E+07

2.38

spinlock: shared pool

158,648

0.00

7.89

0.05

3,966,200.00

0.06

Wait Event에서 주로 상위에 올라오는 항목과 각각에 대한 주요 점검 사항 및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buf pin wait
동일 블록에 접근하려는 세션이 많아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상위에 올라온다.
하나의 row를 다수의 세션이 update하는 Workload가 있는 경우는 부하가 많을 수 있으나 여러 row를
update하는 Workload의 경우 가능하면 row나 index key를 여러 블록으로 분산시키는 튜닝이 필요하다.
● block disk read time
디스크에서 블록을 읽어 버퍼 Cache에 올리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버퍼 Cache 크기에 비해 디스크의 데이터 크기가 월등히 크고 select가 많은 경우 상위에 올라오며 이
경우 부하가 크다. 또한 잘못된 full table scan을 자주 타는 경우 버퍼 Cache가 쓸데없이 더럽혀지고 효
율이 떨어져서 상위에 올라올 수 있다.
해당 Event가 상위에 올라오는 경우 대체로 Buffer Cache hit ratio가 98% 이하로 감소한다. full table
scan이 빈번해서 상위에 올라오는 경우는 SQL 튜닝으로 full table scan을 제거하거나 tip 파일에 _FS
CAN_SMART_FETCH=Y 설정으로 full table scan을 할 때 버퍼 Cache를 덜 쓰도록 하는 조치를 검토
해본다.
이 수치의 Avg Wait(ms)가 수십ms를 넘어간다면 평균적으로 블록을 디스크에서 읽는데 수십ms가 걸
렸다는 의미이므로 I/O 성능을 점검해야 한다.
● wthr wait for CCC AST CUR
TAC 환경에서 보이는 항목이며 대부분 이 항목이 상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Hot 블록이 있는
경우 다른 노드에서 해당 블록을 얻어오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wthr가 DML을 위한 블록을 획득하는데 대기한 시간이며 정확하게는 "interconnect 소요 시간 + 블록
contention 대기 시간"을 의미한다. Hot 블록이 없는 상황에서 이 수치의 Avg Wait(ms)가 10ms를 넘어
간다면 interconnect 성능을 점검해야 한다.
● wthr wait for CCC AST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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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에서 wthr가 select를 위한 블록을 획득하는데 대기한 시간이다. 정확하게는 "interconnect 소요 시
간 + 블록 CR 획득 시간"을 의미한다.
특정 블록에 대해 update와 함께 select가 빈번하게 수행된다면 이 수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는데 이 경
우 tip 파일에 다음과 같이 설정할 것을 권장한다.
_BUF_BUCKET_CR_SORT=Y

위 파라미터를 설정하면 select할 때 블록 탐색 알고리즘을 최적화하여 CR 블록 처리에 대한 성능을 높
일 수 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수치의 Avg Wait(ms)가 10ms를 넘어간다면 interconnect 성능을 점
검해야 한다.
● dbwr write time - OS
DML이 많은 경우 변경된 블록에 대한 디스크 write를 많이 수행하므로 이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이 수치가 높을 경우 먼저 Workload의 형태를 파악해서 정상 상황인지
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Avg Wait(ms)가 수십ms를 넘어간다면 블록을 디스크에 write하는데 수십ms가 걸렸다는 의미
이므로 I/O 성능을 점검해야 한다.
● redo write time
DML이 많은 경우 상위에 올라올 수 있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다.
단, Avg Wait(ms)가 수ms를 넘어간다면 Redo 로그 write에서 contention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므로
Redo 로그 버퍼 크기가 너무 작거나 Redo 로그 파일의 크기가 부하대비 적정한지 점검해야 한다.
Redo 로그 파일의 크기는 전체 로그 그룹을 합친 크기를 기준으로 부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크기로 설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 대량의 insert로 Redo 로그를 많이 사용하는 부하일 경우
버퍼 Cache 크기(DB_CACHE_SIZE)의 1.5~2배로 설정한다.
– DML과 select가 섞여있는 통상적인 부하일 경우
버퍼 Cache 크기(DB_CACHE_SIZE)의 0.5~1배로 설정한다.
– select 위주의 부하일 경우
버퍼 Cache 크기(DB_CACHE_SIZE)의 0.5배 이하로 설정한다.
● spinlock total wait
특정 spinlock에 contention이 몰리는 상황에서 이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 구체적인 spinlock 항목은 lock
contention 항목에서 확인한다.
● spinlock: cache buffers chains
spinlock 항목 중에서 버퍼 Cache의 bucket lock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시한다.
이 수치가 높다면 Hot 블록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buf pin wait 수치가 함께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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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블록은 업무적으로 튜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능하다면 소수의 블록에 DML이나
select가 집중되지 않도록 블록의 pctfree를 조절하거나 size가 큰 dummy 컬럼을 추가하여 row 분포를
바꾸는 방법도 검토한다.
● log flush wait for commit
짧은 트랜잭션이 대량으로 수행되면 이 수치가 올라올 수 있다. 또한 Redo 로그에 대한 I/O 성능에 문제
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
● ssgmt write time
2-pass sort나 hash join 등이 빈번하게 수행되면 해당 수치가 크게 올라온다.
SQL 튜닝 등으로 가능한 2-pass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temp granule get wait
TAC에서 2-pass sort/hash나 global temporary table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우 이 수치가 올라올 수 있
다.
특히 TAC 여러 노드에서 temp 테이블스페이스를 동시에 사용하면, 하나의 temp 파일을 여러 노드가
공유해서 사용하면서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우 temp 파일의 개수를 TAC 노드 개수의
배수개로 늘려 가능한 temp 파일을 노드별로 분산시키도록 한다.
● seq_get_nextval
sequence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우 올라올 수 있다.
create sequence할 때 Cache 및 no order 옵션을 설정한다.
● transaction
트랜잭션간 wait가 많은 경우 상위에 올라온다.
특정 트랜잭션이 고치고 있는 row를 commit하기 전에 다른 트랜잭션이 고치려고 하는 경우 주로 발생
한다. 같은 row를 동시에 여러 트랜잭션이 고치지 않도록 업무 로직을 수정한다.

2.3.4. Buffer Cache & Wait Event & Lock Contention & I/O Statistics
Instance 상세 분석 영역은 Buffer Cache Statistics, Wait Event Reports, Lock Contention, IO 분석으로 구
성되어있다.

2.3.4.1. Buffer Cache Statistics
각 버퍼 Cache의 영역별로 제공되는 정보들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각 버퍼 영역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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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16] Buffer Cache Statistics
=============================================================================================
4.1 Buffer Cache Statistics
=============================================================================================
Num of

DB Cache

Physical

Physical

Free Buf

Buffers

Hit %

Buffer Gets

Reads

Writes

Waits

Buf Busy
Waits

-----------

--------

--------------

-------------

-------------

---------

---------

6,225,920

98.43

2,968,600,455

46,542,076

4,368,935

0

125

다음은 Buffer Cache Statistics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15] Buffer Cache Statistics 항목
항목

설명

Num of Buffers

총 Cache 가능한 버퍼 블럭 수이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buffer cache size / db block size

DB Cache Hit %

버퍼 Cache 적중률이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100 * (buffer gets - physical read) / (buffer gets)

Buffer Gets

버퍼 Cache에 요청한 블럭 수이다. (버퍼 획득 횟수)

Physical Reads

버퍼 Cache에 요청한 블럭 중 디스크에서 읽은 블럭 수 이다. (읽기 디스크
I/O 발생 횟수)

Physical Writes

DB writer가 디스크에 쓴 블록 개수이다. (쓰기 디스크 I/O 발생 횟수)

Free Buf Waits

사용 가능한 버퍼 Cache가 없을 때 dirty 블록을 써서 가용 버퍼를 만들도록
요청한 횟수이다. (사용 가능한 버퍼 Cache의 부족으로 대기한 횟수)
free 버퍼가 없을때 dirty 버퍼들을 디스크에 내리고 프리 버퍼를 확보할 때까
지 대기 이벤트가 발생한다.
LRU에서 free 블록을 찾고, LRU에도 없을 때는 DBWR에 dirty 블록을 쓰도
록 요청하여 free 블록을 확보한다. 이때 발생하는 wait event로 해당 수치가
높을 때는 버퍼 Cache 크기를 키우거나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한다.
– 해당 이벤트가 발생하는 원인은 DBWR의 성능이 낮을 경우 발생할 수 있
다.
– APM 리포트의 Wait Events 항목인 "buf write wait" 수치가 높을 때는 DBWR
개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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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APM 리포트의 Spinlock Statistics 항목인
"SPIN_BUF_WS"를 참고한다.
– 디스크 성능을 개선한다.

Buf Busy Waits

체크포인트 중이거나 writing 중인 블록에 pin하기 위해 대기한 횟수이다. (사
용하려는 버퍼 Cache를 다른 세션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대기한 횟수)
같은 블록에 저장된 데이터를 동시에 조회 또는 변경하거나 조회와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발생하므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한다.
– 특정 블록에 부하가 몰리는 현상을 해소한다.
–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거나 파티션 등으로 적절히 분할하여 동시에 하나
의 블록에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 데이터 블록의 경우 PCTFREE를 크게 적용하여 하나의 블록에 들어가는
row 개수를 줄인다.
– 인덱스 블록의 경우 split 비율을 조절하여 한 블록에 들어가는 key 개수 줄
인다.
– reverse key index를 적용하여 split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을 억제한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2.3.3. Top Wait Event 분석”의 Wait Events 항목인
"buf pin wait"를 참고한다.

2.3.4.2. Wait Event Reports
Wait Event Summary
Wait Event Summary는 각 wait event 클래스별로 발생한 wait 관련 수치를 파악할 수 있어 전체적인 관점
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며, 대략적인 튜닝 포인트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USER_IO 항목이 높은 경우는 실행되고 있는 SQL 문장 중에 불필요한 full table scan이 있는지 확인이 필
요하며, SYSTEM_IO 항목이 높은 경우는 DBWR 등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서 발생시키는 IO가 높음을
의미하므로 DBWR 개수가 적정한지 또는 Redo 로그 크기와 개수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예 2.17] Wait Event Summary
================================================================================
6. Wait Event Summary (by Class)
================================================================================
Class
-----------------------------

Time

Wait

Waits

-out(%)

Time(s)

Wait(ms)

Avg

Time(%)

DB

---------------

--------

------------

------------

--------

STAT_CLASS_USER_IO

64,213,917

0.00

3.939E+08

6,134.34

814.83

STAT_CLASS_CLUSTER

47,797,805

0.00

2.904E+07

607.66

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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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_CLASS_SYSTEM_IO

2,357,206

0.00

1,148,010.41

487.02

2.37

STAT_CLASS_TAC

2,825,298

0.00

535,562.02

189.56

1.11

21,071,568

0.00

152,217.18

7.22

0.31

STAT_CLASS_COMMIT

151,754

0.00

69,006.86

454.73

0.14

STAT_CLASS_CONFIG

22,726

0.00

54,612.16

2,403.07

0.11

STAT_CLASS_CONCURRENCY

STAT_CLASS_APPLICATION

11,672,402

0.00

45,218.53

3.87

0.09

STAT_CLASS_OTHER

0

0.00

0.00

0.00

0.00

STAT_CLASS_ADMIN

0

0.00

0.00

0.00

0.00

다음은 Wait Event Summary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16] Wait Event Summary 항목
항목

설명

Class

wait event의 class 이름이다.

Waits

wait 발생 횟수이다.

Timeout(%)

wait 중 timeout 발생 비율이다. (백분율)

Wait Time(s)

wait 시간이다. (단위: 초)

Avg Wait(ms)

평균 wait 시간이다. (단위: 밀리초)

DB Time(%)

wait 시간의 db time에 대한 비율이다. (백분율)
DB Time은 WTHR의 일한 시간만 측정하지만 wait event는 백그라운드 작업
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DB Time(%)는 100%를 넘을 수 있다.

Wait Events by Wait Time
개별 Wait Evnent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wait event
동작들이 몇 번을 발생했는지, wait time은 얼마나 되는지, 전체 DB 동작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
는지 파악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지만 성능 문제 발생 부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각종 Summary Reports
를 통해 대략적인 분석 방향을 파악한 후 Instance Activity Reports와 함께 활용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진
단할 수 있다.
[예 2.18] Wait Events by Wait Time
================================================================================
6.1 Wait Events by Wait Time
================================================================================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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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t

Avg

Waits

DB

Event

Waits

-outs(%)

Time(s)

Wait(ms)

/TX

Time(%)

------------------------------

-------------

--------

------------

------------

------------

--------

block disk read time

46,383,281

0.00

3.938E+08

8,489.35

26,796.28

8.145E+0

wthr wait for CCC AST CR

43,789,188

0.00

2.711E+07

619.04

25,297.63

5,607.39

wthr wait for CCC AST CUR

3,763,520

0.00

1,809,447.63

480.79

2,174.24

374.30

dbwr write time - OS

1,875,726

0.00

867,990.54

462.75

1,083.63

179.55

Total blocked times by local t

2,824,295

0.00

535,488.75

189.60

1,631.64

110.77

redo write time

480,929

0.00

237,138.82

493.08

277.84

49.05

spinlock total wait

21,062,266

0.00

131,229.94

6.23

12,167.97

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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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hr wait for CWS AST

156,641

0.00

119,513.95

762.98

90.49

24.72

log flush wait for commit

151,741

0.00

66,720.62

439.70

87.66

13.80

wait until memory operation li

22,726

0.00

54,612.16

2,403.07

13.13

11.30

get multi block read count tim

6,967,664

0.00

44,974.26

6.45

4,025.32

9.30

loga write time

1

0.00

39,751.95

3.975E+07

0.00

8.22

spinlock: cache buffers chains

10,184,386

0.00

38,646.77

3.79

5,883.66

7.99

multi block read check on cach

10,796,380

0.00

38,076.34

3.53

6,237.22

7.88

ssgmt write time

54,686

0.00

37,839.02

691.93

31.59

7.83

multi block disk read time

8,456

0.00

23,347.58

2,761.07

4.89

4.83

buf pin wait

9,302

0.00

20,987.23

2,256.21

5.37

4.34

wthr wait for CCC AST MBR

88,414

0.00

7,380.87

83.48

51.08

1.53

spinlock: shared pool LRU

1,472,774

0.00

6,055.87

4.11

850.84

1.25

log flush wait for space

13

0.00

2,286.23

175,864.15

0.01

0.47

다음은 Wait Events by Wait Time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17] Wait Events by Wait Time 항목
항목

설명

Event

wait event 이름이다.

Waits

wait 발생 횟수이다.

Timeout(%)

wait 중 timeout 발생 비율이다. (백분율)

Wait Time(s)

wait 시간이다. (단위: 초)

Avg Wait(ms)

평균 wait 시간이다. (단위: 밀리초)

Waits / Tx

트랜잭션당 평균 wait 발생 횟수이다.

DB Time(%)

wait 시간의 db time에 대한 비율이다. (백분율)
DB Time은 WTHR의 일한 시간만 측정하지만 wait event는 백그라운드 작업
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DB Time(%)는 100%를 넘을 수 있다.

2.3.4.3. Lock Contention
Wlock Statistics
Wait Event 중 WLock 관련 wait만 조회된다.
데이터베이스 진단을 위한 구체적인 항목은 Wait Event Reports에도 표시되기 때문에 Wlock Stats 항목
대신 Wait Event Reports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 2.19] Wlock Statistics
================================================================================
7.1 Wlock Statistics
================================================================================
Time

Total

Avg

Waits

DB

Event

Waits

-outs(%)

Time(s)

Wait(ms)

/TX

Time(%)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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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clear/split

40

0.00

129.92

3,248.03

0.00

0.03

XA BCH

2

0.00

119.45

59,722.50

0.00

0.02

seq_get_nextval

40

0.00

3.35

83.75

0.00

0.00

XA hashtable bucket

193

0.00

2.41

12.50

0.00

0.00

다음은 Wlock Statistics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18] Wlock Statistics 항목
항목

설명

Event

wait event 중 wlock 관련 wait event 이름이다.

Waits

wait 발생 횟수이다.

Timeout(%)

wait 중 timeout 발생 비율이다. (백분율)

Wait Time(s)

wait 시간이다. (단위: 초)

Avg Wait(ms)

평균 wait 시간이다. (단위: 밀리초)

Waits / Tx

트랜잭션당 평균 wait 발생 횟수이다.

DB Time(%)

wait 시간의 db time에 대한 비율이다. (백분율)
DB Time은 WTHR의 일한 시간만 측정하지만 wait event는 백그라운드 작업
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DB Time(%)는 100%를 넘을 수 있다.

Spinlock Statistics
[예 2.20] Spinlock Statistics
================================================================================
7.2 Spinlock(Latch) Statistics
================================================================================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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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Avg.Slps

Wait

Nowait

Nowait

Name

Request

Miss(%)

/Miss

Time(s)

Request

Miss(%)

---------------------

---------------

--------

--------

----------

------------

--------

SPIN_BUF_BUCKET

5,900,143,814

0.23

0.01

38.65

146,835,987

0.00

SPIN_CCC_RSBTBL

5,104,550,465

0.00

0.02

17.73

0

0.00

SPIN_BITQ

2,434,763,949

0.18

0.07

10.09

0

0.00

SPIN_SPIN_WAITER_LIST

81,593

19.48

11.97

10.05

0

0.00

SPIN_ALLOC_LRU

1,784,178,153

0.31

0.02

6.06

20,064,450

0.22

SPIN_CCC_RECL_WS

149,972,893

0.03

31.45

5.89

32,957,826

0.65

SPIN_CWS_LCB

3,091,351,519

0.02

0.00

5.71

0

0.00

SPIN_WLOCK

2,121,806,792

0.17

0.01

5.25

0

0.00

SPIN_CCC_RSB

556,328,472

0.14

0.02

3.28

1.769E+09

2.29

SPIN_ACF_SCNR_SCANQ

311,154,315

1.90

0.05

2.59

0

0.00

SPIN_ACF_TIMEOUT

603,171,912

0.33

0.06

2.47

0

0.00

SPIN_DD_CACHE_BUCKET

737,729,679

0.50

0.02

2.36

0

0.00

SPIN_PPSTAT

898,701,758

0.02

0.01

2.22

0

0.00

SPIN_ROOT_ALLOC

1,159,620,781

0.00

0.00

1.90

1.16E+09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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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_PPC_BUCKET

200,235,641

0.23

0.76

1.87

0

SPIN_RECR_UNPIN

1,633,994,284

0.00

0.00

1.64

89,017,482

0.00
0.00

SPIN_CWS_RSBTBL

450,628,574

0.09

0.01

1.59

512,428

100.00

SPIN_CWS_RSB

450,696,250

0.33

0.02

1.56

675,571

20.89

SPIN_MEM_AUTO_TUNER

239,815,937

0.00

46.96

1.53

0

0.00

SPIN_ALLOC

864,468,742

0.01

4.16

1.25

0

0.00

SPIN_ACF_LKBTBL

274,278,621

0.00

0.00

1.24

0

0.00

SPIN_ACF_MSGQ_WS

296,799,891

0.54

0.01

0.95

0

0.00

SPIN_CWS_RECL_WS

447,677,055

0.01

0.56

0.85

140,922

0.44

SPIN_CL_CONN

373,245,552

0.00

0.00

0.76

0

0.00

SPIN_SESS_CSR_POOL

347,410,522

0.00

0.00

0.75

0

0.00

SPIN_FD_BUCKET

48,942,788

0.01

0.05

0.49

0

0.00

다음은 Spinlock Statistics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19] Spinlock Statistics 항목
항목

설명

Name

spinlock 이름이다.

Get Request

spinlock 요청 횟수이다.

Get Miss(%)

spinlock을 한 번에 획득하지 못한 비율이다. (백분율)

Avg. Slps/Miss

miss당 평균 sleep 횟수이다.

Wait Time(s)

spinlock을 잡기 위해 wait한 시간이다. (단위: 초)

Nowait Request

wait없이 spinlock 획득에 성공하거나 실패한 횟수이다.

Nowait Miss(%)

wait없이 splinlock 획득 시도에서 실패한 경우의 비율이다. (백분율)

Spinlock Sleep Statistics
[예 2.21] Spinlock Sleep Statistics
================================================================================
7.3 Spinlock(Latch) Sleep Statistics
================================================================================
Get

Get

Sleeps

Name

Request

Miss

Cnt

Spin
Get

--------------------

---------------

---------------

---------------

---------------

SPIN_BUF_BUCKET

5,900,143,814

13,390,048

1,641

13,388,449

SPIN_ACF_SCNR_SCANQ

311,154,315

5,898,582

2,764

5,895,818

SPIN_ALLOC_LRU

1,784,178,153

5,509,092

1,095

5,507,997

SPIN_BITQ

2,434,763,949

4,396,004

3,188

4,392,822

SPIN_WLOCK

2,121,806,792

3,681,911

324

3,681,587

SPIN_DD_CACHE_BUCKET

737,729,679

3,659,361

576

3,658,785

SPIN_ACF_TIMEOUT

603,171,912

2,003,496

1,196

2,002,300

SPIN_ACF_MSGQ_WS

296,799,891

1,598,639

166

1,598,473

SPIN_CWS_RSB

450,696,250

1,470,646

243

1,470,403

SPIN_CWS_LCB

3,091,351,519

763,466

12

7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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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_CCC_RSB

556,328,472

758,814

142

758,672

SPIN_SLAB_ALLOC

20,507,477

550,126

5

550,121

SPIN_PPC_BUCKET

200,235,641

456,171

3,471

455,322

SPIN_CWS_RSBTBL

450,628,574

399,168

24

399,144

SPIN_PPSTAT

898,701,758

209,473

21

209,452

SPIN_ALLOC

864,468,742

69,370

2,889

67,034

SPIN_CCC_RSBTBL

5,104,550,465

61,112

13

61,099

다음은 Spinlock Sleep Statistics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20] Spinlock Sleep Statistics 항목
항목

의미

Name

spinlock 이름이다.

Get Request

spinlock 요청 횟수이다.

Get Miss

spinlock을 한 번에 획득하지 못한 횟수이다.

Sleep Cnt

spinlock 획득에 실패하고 sleep을 한 횟수이다.

Spin Get

spinlock을 한 번에 획득하지는 못했지만(sleep 없이) spin 후 획득한 횟수이
다.

2.3.4.4. I/O
Tablespace IO Statistics
일반적으로 storage server 또는 디스크가 적절히 설정되어 있다면, 데이터가 저장되는 디스크 영역은 특
별히 튜닝할 요소가 없다.
평소 디스크 read/write 수치에 대한 추이를 파악하고 있다가 특정 테이블스페이스, 데이터 파일, 디스크,
볼륨 영역에 부하가 몰려 I/O contention이 심해져 I/O 응답 시간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
하다.
이때 특정 볼륨이나 파일로 부하가 몰리지 않도록 물리적인 I/O를 잘 배치해야 하며 디스크 mirroring,
striping 구성 상태에는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Undo table space의 경우에는 전체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갑자기 느려졌을 경우 I/O 응답 시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예 2.22] Tablespace IO Statistics
================================================================================
9.1 Tablespace IO Statistics
================================================================================
Tablespace
--------------R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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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g.

Avg.

Avg.

Reads/s

Read(ms)

Blks/Rd

Writes

Avg.

Avg.

Avg.

Write/s

Write(ms)

Blks/Wt

------------

--------

----------

--------

------------

--------

----------

--------

0

0.00

0.00

0.00

0

0.00

0.00

0.00

0

0.00

0.00

0.00

0

0.00

0.00

0.00

63,655

5.89

8.03

1.00

0

0.00

0.00

0.00

0

0.00

0.00

0.00

0

0.00

0.00

0.00

0

0.00

0.00

0.00

0

0.00

0.00

0.00

0

0.00

0.00

0.00

0

0.00

0.00

0.00

300,503

27.82

7.90

1.00

2,120

0.20

13.67

1.00

ONDMND

UNDO6

ZFINX

UNDO13

ZCSMX

UNDO19

ZOUTX

다음은 Tablespace IO Statistics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21] Tablespace IO Statistics 항목
항목

설명

Tablespace

테이블스페이스 이름이다.

Reads

디스크에 읽기 요청 횟수이다.

Avg. Reads/s

초당 평균 읽기 요청 횟수이다.

Avg. Read(ms)

평균 읽기 시간이다. (단위: 밀리초)

Avg. Blks/Rd

읽기 요청 한 번에 읽어온 평균 블록 수이다.

Writes

디스크에 쓰기 요청 횟수이다.

Avg. Write/s

초당 평균 쓰기 요청 횟수이다.

Avg. Write(ms)

평균 쓰기 시간이다. (단위: 밀리초)

Avg. Blks/Wt

쓰기 요청 한 번에 쓴 평균 블록 수이다.

File IO Statistics
Tablespace IO Stats과 File IO Stats 비교를 통해 특정 테이블스페이스에 속해 있는 파일 IO 수치가 높게
나타나면 디스크별, 볼륨별로 IO 분산을 하여 속도 향상이 가능하다.
[예 2.23] File IO Statistics
================================================================================
9.2 File IO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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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space

Filename

---------------

-----------------------------------------------------------Avg.

Avg.

Avg.

Avg.

Avg.

Reads

Reads/s

Read(ms)

Blks/Rd

Writes

Write/s

Write(ms)

Blks/Wt

------------

--------

----------

--------

------------

--------

----------

--------

0.00

0

0.00

0.00

0.00

0.00

0

0.00

0.00

0.00

0.00

0

0.00

0.00

0.00

0.00

0

0.00

0.00

0.00

0.00

0

0.00

0.00

0.00

0.00

0

0.00

0.00

0.00

CUBEONE

/dev/raw/raw9
0

MAS_TS

0.00

0.00

/dev/raw/raw10
0

ONDMND

0.00

0.00

/dev/raw/raw13
0

ONDMND

0.00

0.00

/dev/raw/raw11
0

ONDMND

0.00

0.00

/dev/raw/raw12
0

PATROL_TS

0.00

0.00

/dev/raw/raw14
0

0.00

0.00

다음은 File IO Statistics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22] File IO Statistics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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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g.

항목

설명

Tablespace

테이블스페이스 이름이다.

Filename

파일 경로 및 이름이다.

Reads

디스크에 읽기 요청 횟수이다.

Avg. Reads/s

초당 평균 읽기 요청 횟수이다.

Avg. Read(ms)

평균 읽기 시간이다. (단위: 밀리초)

Avg. Blks/Rd

읽기 요청 한 번에 읽어온 평균 블록 수이다.

Writes

디스크에 쓰기 요청 횟수이다.

Avg. Write/s

초당 평균 쓰기 요청 횟수이다.

Avg. Write(ms)

평균 쓰기 시간이다. (단위: 밀리초)

Avg. Blks/Wt

쓰기 요청 한 번에 쓴 평균 블록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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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o Statistics
Undo table space의 경우에는 전체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트랜잭션양에 맞는 충
분한 공간이 undo로 할당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snapshot too old error가 발생할 경우 값을 확
인하여 undo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undo segment 자동 확장 후 자동 축소되었을 때 갑자기 부하가 몰리면 다시 undo 확장을 하면서 응
답 시간이 느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Wait Event Reports에서 Undo Stats Report와 함께 분석해야 할 wait event는 다음과 같다.
[예 2.24] Undo Statistics
================================================================================
9.3 Undo Statistics
================================================================================
Undo Segment Summary
====================
Max Con-

Snap too

Nospace

Active

Unexpired

Expired

TS#

Undoblks

TX count

currency

old cnt

errcnt

(avg) blks

(avg) blks

(avg) blks

--------

----------

----------

----------

----------

----------

----------

----------

----------

1

102,620

115,771

3

0

0

22,602

3,373,884

71,292,444

5

88,758

103,112

3

0

0

24,393

3,379,685

71,286,729

4

87,912

96,673

3

0

0

21,494

3,378,064

71,288,349

Undo Segment Stats
==================
Max Con-

Snap too

Nospace

Active

End Time

Undoblks

TX count

currency

old cnt

errcnt

blks

Unexpired

Expired

-----

--------------

--------

--------

--------

--------

-------

-------

----------

----------

1

03/22 02:00:06

6,669

7,692

3

0

1

03/22 01:53:05

9,784

10,951

3

0

0

27,634

3,550,962

71,115,451

0

17,399

3,513,089

1

03/22 01:50:05

6,784

7,644

3

71,153,324

0

0

24,563

3,494,664

1

03/22 01:43:07

9,626

10,976

71,171,749

3

0

0

18,423

3,449,627

1

03/22 01:40:06

6,732

71,216,786

7,675

3

0

0

27,636

3,426,085

1

03/22 01:33:10

71,240,328

9,450

10,711

2

0

0

20,470

3,381,051

1

71,285,362

03/22 01:30:06

6,540

7,451

2

0

0

26,612

3,357,509

71,308,904

1

03/22 01:23:13

11,077

12,249

2

0

0

24,558

3,314,519

71,351,894

1

03/22 01:20:06

7,894

8,640

2

0

0

22,518

3,293,024

71,373,389

1

03/22 01:13:14

10,466

11,864

2

0

0

19,448

3,255,150

71,411,263

1

03/22 01:10:05

7,100

8,126

2

0

0

26,611

3,240,819

71,425,594

1

03/22 01:03:17

10,498

11,792

2

0

0

15,350

3,210,108

71,455,281

4

03/22 02:00:06

5,470

6,012

3

0

0

20,465

3,550,962

71,115,451

4

03/22 01:54:50

10,316

11,158

2

0

0

15,355

3,521,278

71,145,135

4

03/22 01:50:06

5,405

5,832

2

0

0

23,539

3,494,664

71,171,749

4

03/22 01:44:55

10,100

11,132

2

0

0

19,448

3,456,792

71,209,621

4

03/22 01:40:06

5,246

5,765

2

0

0

29,683

3,426,085

71,240,328

4

03/22 01:35:01

10,201

11,122

2

0

0

16,377

3,391,287

71,275,126

4

03/22 01:30:06

5,206

5,634

2

0

0

25,589

3,357,509

71,308,904

4

03/22 01:25:06

8,687

10,074

2

0

0

22,515

3,327,826

71,338,587

4

03/22 01:20:06

4,066

4,807

2

0

0

18,424

3,293,024

71,373,389

4

03/22 01:15:11

9,027

9,925

2

0

0

16,376

3,265,386

71,401,027

4

03/22 01:10:06

4,720

5,028

2

0

0

28,659

3,240,819

71,425,594

4

03/22 01:05:17

9,468

10,184

3

0

0

21,492

3,211,134

71,455,279

5

03/22 02:00:07

4,836

5,530

2

0

0

23,536

3,550,962

71,115,451

TS#

blks

제2장 Tibero APM 리포트 분석 43

다음은 Undo Segment Summary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23] Undo Segment Summary항목
항목

설명

TS#

Undo 테이블스페이스 번호이다.

Undoblks

사용한 Undo 블록 개수이다.

Tx count

시작한 트랜잭션 개수이다.

Max Concurrency

동시에 수행된 트랜잭션 개수 중 최댓값이다.

Snap Too old cnt

너무 오래된 데이터를 읽기 시도해서 실패한 횟수이다.

Nospace errcnt

Undo 공간 부족으로 undo segment extend 실패한 에러 개수이다.

Active (avg) blks

사용중인 Undo 블록 평균 개수이다.

Unexpired (avg) blks

재사용할 수 없는 Undo 블록 개수이다.

Expired (avg) blks

재사용 가능한 Undo 블록 개수이다.

2.4. SQL Execution Work Area
SQL Execution Work Area는 다른 워킹 프로세스 및 워킹 스레드와 공유되지 않은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
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세션 정보 영역
로그온 및 세션 관련 정보
● 커서 정보 영역(SQL 영역)
SQL 문 처리할 때 필요한 메모리 공간
● SQL Work 영역(SQL 작업 영역)
Sort, hash-Join, Bitmap 생성 및 Merge(병합) 작업할 때 사용되는 메모리 영역

2.4.1. SQL Execution Work Area Reports
SQL 실행 작업 영역 할당을 위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인 온라인 업무처리 환경
가용 메모리(OS 및 다른 서비스 사용 영역 제외)의 80%를 공유 메모리, 20%를 SQL 실행 작업 영역으
로 설정한다.
● 데이터 분석 업무
50%를 공유 메모리, 50%를 SQL 실행 작업 영역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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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SQL Execution Work Area report를 활용하여 가용 메모리 한계 내에서 최적의 작업 영역을 지정
하여 디스크 I/O를 줄이고 SQL의 수행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절하기 위해서이다.

2.4.1.1. SQL Execution Work Area Summay
SQL Execution Work Area Summary 리포트는 스냅 구간 중 SQL 실행 작업 영역의 메모리 사용 효율을
보여준다.
[예 2.25] SQL Execution Work Area Summay
========================================================================
5. SQL Execution Work Area Summary
========================================================================
Optimal Exec %

W/A Mem Used (MB)

Extra W/A IO (MB)

--------------

-----------------

-----------------

100.00

1298316.94

0.00

다음은 SQL Execution Work Area Summay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24] SQL Execution Work Area Summay 항목
항목

설명

Optimal Exec %

SQL 작업을 메모리만으로 처리한 비율이다. 이 비율은 SQL 수행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비율이 높을수록 SQL 수행할 때 디스크 I/O가 줄어들어 SQL
수행속도를 높여준다.
따라서 수치가 100%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이며, 일반적인 경우 온라인 업무
를 처리할 때는 90% 이상, 데이터 분석 업무를 처리할 때는 80% 이상의 적중
률을 권장한다.

W/A mem used (MB)

SQL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메모리 크기이다. 이 값은 누적값이므로
메모리 크기와는 무관하다.

Extra W/A IO (MB)

SQL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임시 세그먼트 크기이다. 이 값이 0보다
큰 경우 SQL 실행 작업 영역에서 디스크 I/O를 유발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
으므로 SQL Execution Work Area Histogram 리포트를 분석하여 현재 SQL
실행 작업 영역의 크기가 적당한지 살펴본다.

2.4.1.2. SQL Execution Work Area Statistics
SQL Execution Work Area Statistics 리포트는 스냅샷의 시작과 끝 시점 및 스냅 구간의 최소, 최대, 평균
SQL 실행 작업 영역 사용 정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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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26] SQL Execution Work Area Statistics
================================================================================
5.1 SQL Execution Work Area Statistics
================================================================================
Name
-------------------------------------Ex memory soft limit

Begin(MB)

End(MB)

Min(MB)

Max(MB)

Avg(MB)

----------

----------

----------

----------

----------

34710.10

34429.45

34429.45

34710.10

34585.96

Ex memory operation limit

2048.00

2048.00

2048.00

2048.00

2048.00

Total ex memory allocated

252.15

386.91

249.13

386.91

330.14

Total ex memory allocated (max)

642.06

515.58

359.59

678.86

539.44

5103.64

5103.64

5103.64

5103.64

5103.64

26577.93

26846.19

26577.93

26846.19

26693.15

1399.23

1756.89

1399.23

1756.89

1538.75

1918651.99

2736279.54

1741485.14

3039802.08

2323897.29

0.00

0.00

0.00

0.00

0.00

FIXED pga memory
ALLOCATED pga memory
USED pga memory (from ALLOCATED)
Total sort/hash memory used
Total sort/hash temporary segment used

다음은 SQL Execution Work Area Statistics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25] SQL Execution Work Area Statistics 항목
항목

설명

Begin(MB)

스냅샷들 중 가장 오래된 스냅샷의 시작 시점의 값이다. (단위: MB)

End(MB)

스냅샷들 중 가장 최근의 스냅샷의 종료 시점의 값이다. (단위: MB)

Min(MB)

스냅샷들 중 최솟값이다. (단위: MB)

Max(MB)

스냅샷들 중 최댓값이다. (단위: MB)

Avg(MB)

스냅샷들의 평균값이다. (단위: MB)

다음은 SQL Execution Work Area Statistics의 Name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26] SQL Execution Work Area Statistics의 Name 항목
항목

설명

Ex memory soft limit

executor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로 대략 (MEMORY_TARGET
- TOTAL_SHM_SIZE) 정도이다.

Ex memory operation limit

하나의 단위 작업당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로 대략 (MEMORY_TAR
GET - TOTAL_SHM_SIZE) * (EX_MEMORY_OPERATION_LIMIT /
100000) 이다.
만약 SQL Execution Work Area Summary 리포트에서 필요한 적중률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MEMORY_TARGET 값을 늘리거나 EX_MEMO
RY_OPERATION_LIMIT 값을 늘림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단, 이 두가
지 파라미터는 모든 세션에서 공통적으로 참조하는 값이므로 물리적인
메모리 크기에 대한 고려없이 무작정 늘릴 경우 동시에 메모리 사용량
이 많은 SQL이 실행될 때 메모리가 폭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Total ex memory al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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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샷 생성 당시 executor에서 사용한 메모리 양을 나타낸다.

항목

설명

Total ex memory allocated

스냅샷 구간에서의 executor에서 사용한 순간 최대 메모리 양을 나타낸

(max)

다.

FIXED pga memory

전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고정 메모리로 부팅할 때 결정되며 그 이후
엔 거의 변화가 없다.

ALLOCATED pga memory

전체 시스템에서 스냅샷 생성 당시에 할당된 총 메모리를 나타낸다.

USED pga memory (from AL ALLOCATED pga memory 값 중에서 실제로 사용 중인 메모리를 나타
낸다.

LOCATED)

Total sort/hash memory used 정렬이나 해시, 버퍼 등 SQL 실행 작업 영역에 의해 사용된 누적 메모리
양을 나타낸다.
Total sort/hash temporary

정렬이나 해시, 버퍼 등 SQL 실행 작업 영역에 의해 사용된 누적 임시

segment used

세그먼트 크기를 나타낸다.

2.4.1.3. SQL Execution Work Area Histogram
SQL Execution Work Area Histogram 리포트는 스냅 구간에서 각 실행 영역 크기별 실행 횟수를 보여준
다.
[예 2.27] SQL Execution Work Area Histogram
================================================================================
5.2 SQL Execution Work Area Histogram
================================================================================
Low

High

Optimal

One-Pass

Multi-Pass

Total

Optimal

Optimal

Executions

Executions

Executions

Executions

------------

------------

------------

------------

------------

------------

0

1K

23,730,222

0

0

23,730,258

1K

2K

10,227,076

0

0

10,227,040

2K

4K

5,733,026

0

0

5,733,034

4K

8K

2

0

0

2

8K

16K

3,196,111

0

0

3,196,140

16K

32K

0

0

0

0

32K

64K

0

0

0

0

64K

128K

622,058

0

0

622,059

128K

256K

9,128,735

0

0

9,128,748

256K

512K

124,971

0

0

124,971

512K

1M

103,618

0

0

103,618

1M

2M

780,863

0

0

780,863

2M

4M

88,443

0

0

88,443

4M

8M

0

0

0

0

8M

16M

49,391

0

0

49,391

16M

32M

18

0

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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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M

64M

0

0

0

0

64M

128M

0

0

0

0

128M

256M

18

0

0

18

256M

512M

0

0

0

0

512M

1G

0

0

0

0

1G

2G

0

0

0

0

2G

4G

0

1

0

1

다음은 SQL Execution Work Area Histogram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27] SQL Execution Work Area Histogram 항목
항목

설명

Low Optimal

SQL 실행 작업 영역의 최솟값이다. (단위: KB)

High Optimal

SQL 실행 작업 영역의 최댓값이다. (단위: KB)

Optimal Executions

SQL 실행 작업 영역을 최적 크기로 수행한 횟수이다.

One-Pass Executions

SQL 실행 작업 영역을 단일 패스로 수행한 횟수이다.

Multi-Pass Executions

SQL 실행 작업 영역을 다중 패스로 수행한 횟수이다.

Total Executions

SQL 실행 작업 영역이 각 'Low Optimal'과 'High Optimal' 사이에서 수행된 전
체 횟수이다.

[예 2.27]을 보면 1K~2K 구간은 10,227,076번의 수행이 이뤄졌고 모든 작업이 최적의 크기로 처리되었음
을 알 수 있다. 반면에 2G~4G 구간은 단일 패스 처리가 1번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예제 시스템의 경
우 대부분의 작업이 16M 이하에서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SQL Execution Work Area Statistics 리포
트와 연계하여 Ex memory operation limit 값이 2G이므로 현재 메모리 설정은 최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만약 단일 패스 처리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MEMORY_TARGET이나
EX_MEMORY_OPERATION_LIMIT 값을 늘려서 최적 패스 처리 비율을 높여야 한다. V$SQL_WORKAREA
뷰를 참조하면 ESTIMATED_OPTIMAL_SIZE 컬럼을 통해 최적 패스 수행을 위해 필요한 메모리 크기를
알 수 있다.
또한 다중 패스 처리가 있는 경우에는 대량의 디스크 I/O를 유발하여 SQL 수행 속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
치므로 V$SQL_WORKAREA 뷰의 ESTIMATED_ONEPASS_SIZE 컬럼값을 참조하여 단일 패스로 수행
하기 위해 필요한 메모리를 확인하고, 메모리 파라미터값을 조절하여 다중 패스 처리를 최대한 제거하도
록 한다.
이처럼 SQL Execution Work Area Histogram 리포트는 메모리 크기에 따른 단위 구간별 실행 영역의 사
용 현황을 알려준다. 만약 단일 패스 처리나 다중 패스 처리가 많은 경우에는 메모리에서 처리되지 못한
작업이 많음을 나타낸다. 이는 곧 임시 세그먼트 사용량이 많아 SQL 수행 속도의 저하를 의미하므로 메모
리 파라미터를 조정하거나 물리적 메모리 증설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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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SQL Reports
SQL Reports는 수행 시간, 실행 횟수, 버퍼 요청 횟수, 디스크 읽기 횟수, 임시 세그먼트 사용량, CPU 사
용량, 쿼리 파싱 횟수 등의 기준에 따라 실행된 SQL 문과 실행 계획을 출력한다.
SQL Reports를 이용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SQL 문을 찾아 목표 응답 시간을 충족하거나 CPU 등의 자원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적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특정 SQL별로 수행 시간, 버퍼 요청 횟수, 임
시 세그먼트 사용량 등의 추이를 분석하여 데이터 변화나 블럭 단편화 등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각 단위 리포트는 각 n개의 상위 SQL들을 정렬해서 보여준다. 이때 n은 APM_SNAPSHOT_TOP_SQL_CNT
파라미터값이다.

2.4.2.1. SQL Ordered by Elapsed Time
SQL Ordered by Elspaed Time 리포트는 스냅 구간 중 수행 시간이 긴 SQL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보여준다.
[예 2.28] SQL Ordered by Elapsed Time
================================================================================
8.1 SQL Ordered by Elapsed Time
================================================================================
=== SQL #1 ===
OVERALL STAT
============
Elapsed

Elap

DB

Time(s)

Exec

/Exec(s)

Time(%)

------------

--------

--------

--------

SQL ID
------------------

SQL HASH VALUE
------------------

19,809.64

46,392

0.43

4.10

2390

454153648

SQL TEXT
========
SELECT …..
Execution Plan
==============
ID OUTPUT_ROWS ELAP(us) CR_GETS PLAN
-- ----------- -------- ------- ----------------------------------------------------------1

1.00

174

2

7.07

0

139.16 BUFF TRANSFORMATION (Cost:409, %%CPU:0, Rows:1)
0.00

3

7.43

0

0.00

4

7.43

45

7.36

5

7.43

18

33.33

6

7.07

0

0.00

7

7.07

47

7.07

8

7.07

38

29.57

9

1.00

0

0.00

10

1.00

0

0.00

11

6.00

0

0.00

12

4.00

0

0.00

INDEX JOIN

(Cost:64, %%CPU:0, Rows:20)

PARTITION RANGE (ALL PART) (Cost:24, %%CPU:0, Rows:20) (PS:1, PE:10)
TABLE ACCESS (ROWID) LOCAL: A (Cost:24, %%CPU:0, Rows:20)
INDEX (RANGE SCAN): A_N1 (Cost:4, %%CPU:0, Rows:20)
PARTITION RANGE (SINGLE PART) (Cost:5, %%CPU:0, Rows:1) (PS:KEY, PE:KEY)
TABLE ACCESS (ROWID) LOCAL: B (Cost:5, %%CPU:0, Rows:1)
INDEX (UNIQUE SCAN): B_PK (Cost:4, %%CPU:0, Rows:1)
COLUMN PROJECTION (Cost:409, %%CPU:0, Rows:1)
SORT AGGR (Cost:409, %%CPU:0, Rows:1)
UNION ALL (Cost:409, %%CPU:0, Rows:6)
UNION ALL (Cost:332, %%CPU:0, Rows:4)

....

다음은 Overall Stat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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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SQL Ordered by Elapsed Time의 Overall Stat 항목
항목

설명

Elapsed Time(s)

SQL의 총 수행 시간이다. (단위: 초)

Exec

SQL의 수행 횟수이다.

Elap/Exec(s)

한 번 수행할 때 걸린 시간이다. (단위: 초)

DB Time(%)

SQL의 총 수행 시간이 DB Time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백분율)

SQL ID

SQL의 ID이다.

SQL HASH VALUE

SQL에 대한 해시값이다.

다음은 Execution Plan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29] SQL Ordered by Elapsed Time의 Execution Plan 항목
항목

설명

ID

순번이다.

OUTPUT_ROWS

결과 레코드 수이다.

ELAP(us)

수행 시간이다. (단위: 마이크로초)

CR_GETS

블럭 요청 횟수이다.

PLAN

실행 계획이다.

SQL Ordered by Elspaed Time 리포트는 1회 평균 수행 시간(Elap/Exec) 항목을 주의하여 봐야 한다.
Elap/Exec(s) 값이 높은 경우 해당 SQL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 낮아지므로 가장 먼저 검토해
서 튜닝을 수행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총 수행 시간(Elapsed Time) 항목도 주의하여 봐야 한다. 1회 평균 수행 시간은 양호하지만
수행 횟수 자체가 많아지면 전체 비중도 올라가므로 더욱 주의하여 튜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 항목에서 문제가 되는 SQL은 다른 단위 리포트에서도 상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같이 확
인한다.

SQL Ordered by Elspaed Time 리포트를 활용하여 분석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우선 고려한다.
● 실행 계획상 카디널리티 예측값과 실제값의 비교
옵티마이저에서는 실행 계획을 생성할 때 반환될 레코드의 건수를 예측한다. 이 예측값을 통해 접근 경
로와 조인 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잘못된다면 실행 계획이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만약 이 값의 오차가 너무 크다면 옵티마이저는 잘못된 실행 계획을 세웠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통계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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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마이저에서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통계 정보를 이용하므로 최
적의 실행 계획을 생성하기 위해 통계 정보가 데이터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통계정보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스키마, 테이블, 인덱스 등의 객체에 대해 수집할 수 있다.
– 컬럼 히스토그램을 생성한다.
컬럼 히스토그램이 있을 경우 옵티마이저는 그것을 활용하여 조건절에 대한 선택도를 계산하므로 보
다 정확한 카디널리티를 예측할 수 있다.
단, 조건절에 사용된 컬럼이 바인드 변수와 비교된다면 옵티마이저는 균등 분포를 가정하고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은 사용되지 않는다.
– 힌트를 활용해 카디널리티를 보정한다.
통계 정보 수집이나 히스토그램 생성이 곤란한 경우 CARD 힌트를 사용하여 직접 카디널리티를 지정
해 줄 수 있다.
● 데이터 접근 경로 검토
table full scan으로 수행되는 부분을 확인한다. table full scan의 경우 디스크 I/O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
으므로 가급적이면 인덱스를 활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 많은 경우
에는 table full scan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처리량에 따라 인덱스 사용 여부를 적절
히 판단한다.
조건절이 있고, 인덱스가 없는 경우 해당 조건 컬럼을 사용하여 인덱스를 생성한다. 만약 인덱스가 존재
하여도 table full scan으로 수행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이 보이는 경우 다음 내용을 확인한다.
– 조건절에서 인덱스 컬럼을 변형하는지 확인
다음과 같이 인덱스 컬럼에 함수나 계산식을 더하는 경우 인덱스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SQL을 변경
한다.
...원본 SQL...
SELECT * FROM TEST WHERE SUBSTR(CHR, 1, 3) = 'ABC'
...변경 SQL...
SELECT * FROM TEST WHERE CHR LIKE 'ABC%'
...원본 SQL...
SELECT * FROM TEST WHERE TO_CHAR(DATE, 'YYMM') = '1405'
...변경 SQL...
SELECT * FROM TEST WHERE DATE BETWEEN TO_DATE('140501000000','YYMMDDHH24MISS')
AND TO_DATE('140531235959','YYMMDDHH24MISS')

– 자동 형변환이 일어나는지 확인
조건 컬럼과 비교하는 값의 타입이 서로 다른 경우 자동 형변환이 일어나는데, 이때 조건 컬럼의 데이
터가 변경되는 경우 인덱스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SQL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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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SQL...
SELECT * FROM TEST WHERE CHR = 10
...자동 형변환된 SQL...
SELECT * FROM TEST WHERE TO_NUMBER(CHR) = 10
...변경 SQL...
SELECT * FROM TEST WHERE CHR = '10'

단, 자동 형변환을 방지하기 위해 튜닝을 수행할 때는 최종 결과가 같은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CHR
= 10 조건절의 경우 CHR 컬럼에 '010'의 데이터가 들어 있어도 통과되는 반면에 이를 CHR = '10'으
로 변경한 경우 '010'과 '10'은 서로 일치하지 않아 해당 레코드가 결과로 출력되지 않는다.
– 부정형 조건을 사용했는지 확인
부정형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도 인덱스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NOT EXIST 구문 등을 활용하여 인덱
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SQL을 변경한다.
...원본 SQL...
SELECT * FROM TEST WHERE NUM <> 123
...변경 SQL...
SELECT * FROM TEST A WHERE NOT EXIST
(SELECT 1 FROM TEST B WHERE A.CHR = B.CHR AND B.NUM = '123')

– LIKE 조건의 경우 '%'를 비교값의 앞에 사용하는지 확인
'%'를 비교값의 앞에 사용하는 경우 전체 데이터를 검색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인덱스를 사용한다 하더
라도 큰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SELECT * FROM TEST WHERE CHR LIKE '%ABC'

– 복합 인덱스의 선행 컬럼이 조건절에 사용되었는지 확인
복합 인덱스의 경우 선행 컬럼을 조건절에 사용하지 않으면 table full scan이나 index full scan로 수행
된다. 가능한 경우 선행 컬럼을 조건절에 지정하여 index range scan이나 index unique scan으로 수
행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만약 선행 컬럼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조건절에 사용된 컬럼만으로
이뤄진 인덱스를 새로 생성하는 것을 검토한다.
– 인덱스 탐색 범위는 적절한지 확인
인덱스를 사용하더라도 키 컬럼이 아닌 다른 컬럼들에 접근하는 경우 탐색 범위에 따라 성능이 달라
질 수 있다.
인덱스 키 컬럼이 아닌 컬럼들은 rowid scan을 통해 접근하게 되고, 이 접근은 데이터 블록에 대한 랜
덤 액세스를 한다. rowid scan 대상 레코드가 많아질수록 성능은 점점 나빠지므로 이런 경우 full table
scan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 테이블간 조인 순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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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간 조인할 때 가능한 초기에 많은 데이터를 줄일 수 있는 테이블이 선행 테이블로 지정되었지 분
석한다. 선행 테이블의 레코드수가 적어야 인덱스 조인 횟수나 해시 조인에 필요한 해시 테이블을 만드
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단, 아우터 조인에 해당되는 테이블을 선행 테이블로 사용할 경우 최종
결과가 달라지므로 변경할 수 없다.
테이블간의 조인 방법은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실행 계획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적정 조인 방식을 선택했는지 확인한다.
[표 2.30] 테이블 크기에 따른 적정 조인 방식
선행 테이블 레코드수

후행 테이블 레코드수

후행 테이블 인덱스 여부 적정 조인 방식

적음

많음

있음

인덱스 조인

적음

많음

없음

해시 조인

많음

많음

없음

해시 조인, 소트머지 조인

만약 조인 순서를 변경하려면 다음의 힌트를 사용한다.
– LEADING
먼저 조인되어야 할 테이블의 집합을 명시한다. 이 힌트가 명시되더라도 먼저 조인될 수 없는 테이블
인 경우엔 무시된다.
LEADING 힌트가 중복 사용되고 서로 충돌하는 경우 모두 무시되며, ORDERED와 같이 사용되는 경
우 이 힌트는 무시된다.
– ORDERED
테이블을 FROM 절에 명시된 순서대로 조인하도록 지시한다.

2.4.2.2. SQL Ordered by Executions
SQL Ordered by Executions 리포트는 스냅 구간 중 실행 횟수가 많은 SQL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보여준다.
[예 2.29] SQL Ordered by Executions
================================================================================
8.2 SQL Ordered by Executions
================================================================================
=== SQL #1 ===
OVERALL STAT
============
Rows

Rows

Exec

Processed

/Exec

/Exec(s)

Elap
SQL ID

SQL HASH VALUE

--------

------------

--------

--------

------------------

------------------

2.435E+0

2,436,088

1.00

0.00

36028797018965436

790614031

SQL 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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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
Execution Plan
==============
ID

OUTPUT_ROWS

ELAP(us)

CR_GETS

PLAN

---- ------------- ---------- ---------1

1.00

0

1.00

2

1.00

0

2.00

-------------------------------------------------------TABLE ACCESS (ROWID): A (Cost:3, %%CPU:0, Rows:1)
INDEX (UNIQUE SCAN): A_PK (Cost:2, %%CPU:0, Rows:1)

....

다음은 Overall Stat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31] SQL Ordered by Executions의 Overall Stat 항목
항목

설명

Exec

해당 SQL의 수행 횟수이다.

Rows Processed

처리된 row 수이다.

Rows/Exec

한 번 수행할 때 처리한 평균 row 수이다.

Elap/Exec(s) :

한 번 수행할 때 걸린 시간이다. (단위: 초)

DB Time(%)

해당 SQL의 총 수행 시간이 DB Time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백분율)
단, 내부에서 수행되는 SQL은 DB Time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00%를 넘
을 수 있다.

SQL ID

해당 SQL의 ID이다.

SQL HASH VALUE

해당 SQL 텍스트에 대한 hash 값이다.

SQL Ordered by Elapsed Time 리포트와 SQL Ordered by Gets 리포트를 연계하여 수행 횟수가 많을수
록 약간의 비효율도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세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튜닝을 적용해야
한다.

2.4.2.3. SQL Ordered by Gets
SQL Ordered by Gets 리포트는 스냅 구간 중 버퍼 요청 횟수가 많은 SQL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보
여준다.
[예 2.30] SQL Ordered by Gets
================================================================================
8.3 SQL Ordered by Gets
================================================================================
=== SQL #1 ===
OVERALL STAT
============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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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psed

Buffer Gets

Exec

Gets/Exec

Gets(%)

Time(s)

SQL ID

SQL HASH VALUE

------------

--------

------------

--------

------------

------------------

------------------

110,605,562

12,411

8,911.90

3.73

3,952.73

36028797018965901

2679491750

Tibero APM 안내서

SQL TEXT
========
SELECT …..
Execution Plan
==============
ID

OUTPUT_ROWS

ELAP(us)

CR_GETS

---- ------------- --------- ---------1

197.74

131

4455.75

2

1.66

0

0.00

3

0.85

0

0.00

4

0.18

0

0.00

5

0.18

0

0.00

6

0.18

0

0.00

7

0.12

0

0.00

8

0.12

0

0.12

9

0.12

0

1.00

10

0.07

0

0.00

11

0.07

0

0.07

12

0.07

0

2.00

13

0.18

0

0.18

14

0.18

0

0.18

PLAN
------------------------------------------------------------------BUFF TRANSFORMATION (Cost:19654986, %%CPU:17, Rows:466025480)
UNION (Cost:45, %%CPU:0, Rows:44)
UNION (Cost:19, %%CPU:0, Rows:43)
DISTINCT (SORT) (Cost:9, %%CPU:0, Rows:10)
INDEX JOIN

(Cost:9, %%CPU:0, Rows:10)

UNION (Cost:6, %%CPU:0, Rows:10)
ORDER BY (SORT) (Cost:2, %%CPU:0, Rows:2)
TABLE ACCESS (ROWID): A_DIC (Cost:2, %%CPU:0, Rows:2)
INDEX (RANGE SCAN): A_N1 (Cost:1, %%CPU:0, Rows:2)
DISTINCT (SORT) (Cost:4, %%CPU:0, Rows:8)
TABLE ACCESS (ROWID): A (Cost:4, %%CPU:0, Rows:8)
INDEX (RANGE SCAN): A_N1 (Cost:2, %%CPU:0, Rows:8)
TABLE ACCESS (ROWID): A (Cost:2, %%CPU:0, Rows:1)
INDEX (UNIQUE SCAN): A_PK (Cost:1, %%CPU:0, Rows:1)

....

다음은 Overall Stat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32] SQL Ordered by Gets의 Overall Stat 항목
항목

설명

Buffer Gets

SQL을 수행할 때 버퍼 Cache에 요청한 I/O 개수이다.

Exec

SQL 수행 횟수이다.

Gets/Exec

한 번 수행할 때 요청한 평균 버퍼 개수이다.

Total Gets(%)

DB 전체 Buffer Gets 중 해당 SQL의 Buffer Gets 비율이다. (백분율)

Elapsed Time(s)

총 수행 시간이다. (단위: 초)

SQL ID

SQL의 ID이다.

SQL HASH VALUE

SQL에 대한 해시값이다.

SQL Ordered by Gets 리포트는 1회 수행할 때 발생하는 버퍼 요청 횟수가 많은 SQL을 점검하여 튜닝해
야 한다. 또한 1회 요청 횟수는 적지만 전체 수행 횟수가 많은 경우 약간의 개선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
기 때문에 주의하여 분석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SQL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대기 시간의 대부분은 I/O가 수행되면서 발생하므로 1회 수행
할 때 발생하는 I/O를 줄일수록 SQL의 속도는 빨라진다.
만약 버퍼 Cache I/O가 많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 디스크 I/O 발생 확률 증가
버퍼 Cache I/O가 많으면 잘못된 실행 계획으로 수행되거나 SQL이 잘못 작성되어 불필요한 table full
scan으로 수행되는 경우 또는 과도하게 인덱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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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기존에 저장된 블록들을 Cache에서 내쫓아 버퍼 Cache 적중율을 떨어뜨리므로 디스크 I/O
발생 확률을 증가시켜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 수행 시간 증가
디스크 I/O가 없다 하더라도 버퍼 Cache I/O에 소요되는 시간 자체가 증가하므로 수행 속도가 느려진
다.
● 버퍼 Cache 경합 발생 확률 증가
다른 SQL과 같은 블록을 접근하는 확률이 증가하므로 버퍼 Cache에 대한 spinlock(SPIN_BUF_BUCKET,
SPIN_BUF_WS) 경합을 유발하여 CPU 사용량을 높이게 되므로 단일 SQL의 수행 속도 뿐만 아니라 전
체 시스템의 성능도 저하시킬 수 있다.

SQL Ordered by Gets 리포트를 활용하여 분석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우선 고려한다.
● 불필요한 table full scan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Table full scan의 경우 (버퍼 Cache I/O + 디스크 I/O)의 비용을 유발하므로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다.
따라서 조건절에 사용된 컬럼을 이용하여 인덱스가 없는 경우 인덱스를 생성하거나 인덱스에 포함된
컬럼이 아닌 경우 기존 인덱스에 추가함으로써 버퍼 Cache I/O를 줄일 수 있다.
● 인덱스 개수는 적절한지 확인
하나의 테이블에 다수의 인덱스가 생성되어 있고 매번 새로운 인덱스로 접근하는 경우 앞서 사용된 인
덱스 블록들이 Cache에서 쫓겨 나면서 버퍼 Cache 적중율이 떨어지므로 되도록 적은 개수의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이 버퍼 Cache I/O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어떤 파라미터를 사용하는지 확인
다음 파라미터들은 버퍼 Cache I/O를 줄이기 위한 것들로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용한다.
파라미터

설명

_PGA_CR_CACHE_SIZE

인덱스 블록을 SQL 실행 작업 영역에서 Cache할 크기이다.
(기본값: 512KB)

_SEARCH_UNIQUE_IN

index unique scan할 때 버퍼 Cache에 pin을 하지 않고 블록을 가져올

DEX_WITH_PEEP

지 여부이다. (기본값: Y)

_GET_RP_WITH_EXAMINE table full scan이나 rowid scan할 때 데이터 블록에 대해 버퍼 Cache pin
을 하지 않고 블록을 가져올지 여부이다. (기본값: Y)
_FSCAN_SMART_FETCH

index fast full scan이나 table full scan할 때 일정 비율만큼만 버퍼 Cache
에 저장하고, 나머지는 SQL 실행 작업 영역에 저장할지 여부이다.
(기본값: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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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설명

_TSCAN_USE_PGA

table full scan할 때 버퍼 Cache를 거치지 않고 SQL 실행 작업 영역으
로 직접 가져올지 여부이다. (기본값: N)

2.4.2.4. SQL Ordered by Reads
SQL Ordered by Reads 리포트는 스냅 구간 중 디스크 I/O가 많은 SQL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보여
준다.
[예 2.31] SQL Ordered by Reads
================================================================================
8.4 SQL Ordered by Reads
================================================================================
=== SQL #1 ===
OVERALL STAT
============
Disk Read Time

Disk Read

Elapsed

(s)

Exec

Time/Exec

Time(s)

--------------

--------

------------

------------

SQL ID
------------------

SQL HASH VALUE
------------------

18,461.81

46,392

0.40

19,809.64

2390

454153648

SQL TEXT
========
SELECT …..
Execution Plan
==============
ID OUTPUT_ROWS ELAP(us) CR_GETS PLAN
-- ----------- -------- ------- -----------------------------------------------------------------------1

1.00

174

2

7.07

0

139.16 BUFF TRANSFORMATION (Cost:409, %%CPU:0, Rows:1)
0.00

3

7.43

0

0.00

4

7.43

45

7.36

5

7.43

18

33.33

6

7.07

0

0.00

7

7.07

47

7.07

8

7.07

38

29.57

9

1.00

0

0.00

10

1.00

0

0.00

11

6.00

0

0.00

12

4.00

0

0.00

13

2.00

0

0.00

14

1.00

0

0.00

INDEX JOIN

(Cost:64, %%CPU:0, Rows:20)

PARTITION RANGE (ALL PART) (Cost:24, %%CPU:0, Rows:20) (PS:1, PE:10)
TABLE ACCESS (ROWID) LOCAL: A (Cost:24, %%CPU:0, Rows:20)
INDEX (RANGE SCAN): A_N1 (Cost:4, %%CPU:0, Rows:20)
PARTITION RANGE (SINGLE PART) (Cost:5, %%CPU:0, Rows:1) (PS:KEY, PE:KEY)
TABLE ACCESS (ROWID) LOCAL: B (Cost:5, %%CPU:0, Rows:1)
INDEX (UNIQUE SCAN): B_PK (Cost:4, %%CPU:0, Rows:1)
COLUMN PROJECTION (Cost:409, %%CPU:0, Rows:1)
SORT AGGR (Cost:409, %%CPU:0, Rows:1)
UNION ALL (Cost:409, %%CPU:0, Rows:6)
UNION ALL (Cost:332, %%CPU:0, Rows:4)
UNION ALL (Cost:294, %%CPU:0, Rows:2)
COLUMN PROJECTION (Cost:40, %%CPU:0, Rows:1)

....

다음은 Overall Stat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33] SQL Ordered by Reads의 Overall Stat 항목
항목

설명

Disk Read Time

SQL을 수행할 때 디스크 읽기로 소비한 시간이다. (단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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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Exec

SQL 수행 횟수이다.

Disk Read Time/Exec

한 번 수행할 때 평균 디스크 읽기 시간이다. (단위: 초)

Disk Gets

SQL을 수행할 때 디스크에 요청한 I/O 개수이다.

Elapsed Time(s)

총 수행 시간이다. (단위: 초)

SQL ID

SQL의 ID이다.

SQL HASH VALUE

SQL에 대한 해시값이다.

SQL Ordered by Reads 리포트는 1회 수행할 때 평균 디스크 I/O 시간이 오래 걸리는 SQL을 점검하여 튜
닝해야 한다. 디스크 I/O를 많이 발생시키는 경우 해당 SQL의 속도는 치명적으로 저하되므로 다음 사항들
을 우선 고려한다.
● 버퍼 Cache I/O가 많은지 확인
대량의 버퍼 Cache I/O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블록들이 Cache에서 쫓겨남에 따라 버퍼 Cache 적중율
이 떨어지고, 디스크 I/O가 발생하게 되므로 SQL Ordered by Gets 단위 리포트와 연계하여 점검한다.
● 데이터의 사용 빈도가 낮은지 확인
거의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경우라면 버퍼 Cache에 있을 확률이 거의 없으므로 디스크 I/O
가 높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 버퍼 Cache 크기는 적절한지 확인
버퍼 Cache I/O가 최적화되어 있더라도 버퍼 Cache 크기 자체가 작으면 적중율이 떨어진다. Buffer
Cache Statistics 단위 리포트와 연계하여 점검한다.

2.4.2.5. SQL Ordered by Extra I/O
SQL Ordered by Extra I/O 리포트는 스냅 구간 중 임시 세그먼트 I/O가 많은 SQL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
해서 보여준다.
[예 2.32] SQL Ordered by Extra I/O
================================================================================
8.5 SQL Ordered by Extra I/O
================================================================================
=== SQL #1 ===
OVERALL STAT
============
Tmp Sgmt
Exec

IO Tm/Exec

Time(s)

SQL ID

SQL HASH VALUE

--------------

--------

------------

------------

------------------

------------------

4,991,844

2,159

2,312.11

280.49

36028797018966596

926642635

SQL TEXT
========
SEL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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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on Plan
==============
ID OUTPUT_ROWS ELAP(us)

CR_GETS

---- ----------- -------- -------1

841.72

55

1473.23

2

3.00

0

0.00

3

3.00

0

0.00

4

3.00

0

0.00

5

3.00

0

0.00

6

3.00

0

0.00

7

0.00

0

0.00

8

0.00

0

0.00

9

0.00

0

0.00

10

1.00

0

1.00

11

1.00

0

2.00

12

0.00

0

0.00

13

21.00

0

2.00

14

0.00

0

0.00

15

0.00

0

0.00

PLAN
---------------------------------------------------------------------BUFF TRANSFORMATION (Cost:803966, %%CPU:8, Rows:29811600)
FILTER (Cost:27, %%CPU:0, Rows:1)
WINDOW (STOP LIMIT 2) (Cost:27, %%CPU:0, Rows:4)
GROUP BY (Cost:27, %%CPU:0, Rows:4)
ORDER BY (SORT) (Cost:27, %%CPU:0, Rows:4)
UNION ALL (Cost:27, %%CPU:0, Rows:4)
UNION ALL (Cost:12, %%CPU:0, Rows:2)
TABLE ACCESS (ROWID): A (Cost:6, %%CPU:0, Rows:1)
HASH JOIN

(Cost:5, %%CPU:0, Rows:1)

TABLE ACCESS (ROWID): B (Cost:3, %%CPU:0, Rows:1)
INDEX (UNIQUE SCAN): B_PK (Cost:2, %%CPU:0, Rows:1)
FILTER (Cost:2, %%CPU:0, Rows:1)
INDEX (RANGE SCAN): A_PK (Cost:2, %%CPU:0, Rows:1)
TABLE ACCESS (ROWID): C (Cost:6, %%CPU:0, Rows:1)
HASH JOIN

(Cost:5, %%CPU:0, Rows:1)

....

다음은 Overall Stat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34] SQL Ordered by Extra I/O의 Overall Stat 항목
항목

설명

Tmp Sgmt IO Tm

SQL을 수행할 때 임시 세그먼트 I/O 시간이다. (단위: 마이크로초)

Exec

SQL 수행 횟수이다.

Tmp Sgmt IO Tm/Exec

한 번 수행할 때 임시 세그먼트 평균 I/O 시간이다. (단위: 마이크로초)

Elapsed Time(s)

총 수행 시간이다. (단위: 초)

SQL ID

SQL의 ID이다.

SQL HASH VALUE

SQL에 대한 해시값이다.

SQL Ordered by Extra I/O 리포트는 1회 수행할 때 평균 임시 세그먼트 I/O 시간이 오래 걸리는 SQL을 점
검하여 튜닝해야 한다. 임시 세그먼트 I/O는 결국 디스크 I/O이므로 SQL Execution Work Area 단위 리포
트와 V$SQL_WORKAREA 뷰를 연계하여 점검한다.

2.4.2.6. SQL Ordered by CPU
SQL Ordered by CPU 리포트는 스냅 구간 중 CPU 사용량이 많은 SQL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보여
준다.
[예 2.33] SQL Ordered by CPU
================================================================================
8.6 SQL Ordered by CPU
================================================================================
=== SQL #1 ===
OVERALL ST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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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g. CPU

Elapsed

Time(s)

Exec

Time(s)

SQL ID

SQL HASH VALUE

------------

--------

------------

------------------

------------------

3,952.66

12,411

3,952.73

36028797018965901

2679491750

SQL TEXT
========
SELECT …..
Execution Plan
==============
ID

OUTPUT_ROWS

ELAP(us)

CR_GETS

---- ------------- ---------- ---------1

197.74

131

4455.75

2

1.66

0

0.00

3

0.85

0

0.00

4

0.18

0

0.00

5

0.18

0

0.00

6

0.18

0

0.00

7

0.12

0

0.00

8

0.12

0

0.12

9

0.12

0

1.00

10

0.07

0

0.00

11

0.07

0

0.07

12

0.07

0

2.00

13

0.18

0

0.18

14

0.18

0

0.18

PLAN
----------------------------------------------------------------BUFF TRANSFORMATION (Cost:19654986, %%CPU:17, Rows:466025480)
UNION (Cost:45, %%CPU:0, Rows:44)
UNION (Cost:19, %%CPU:0, Rows:43)
DISTINCT (SORT) (Cost:9, %%CPU:0, Rows:10)
INDEX JOIN

(Cost:9, %%CPU:0, Rows:10)

UNION (Cost:6, %%CPU:0, Rows:10)
ORDER BY (SORT) (Cost:2, %%CPU:0, Rows:2)
TABLE ACCESS (ROWID): A (Cost:2, %%CPU:0, Rows:2)
INDEX (RANGE SCAN): A_N1 (Cost:1, %%CPU:0, Rows:2)
DISTINCT (SORT) (Cost:4, %%CPU:0, Rows:8)
TABLE ACCESS (ROWID): B (Cost:4, %%CPU:0, Rows:8)
INDEX (RANGE SCAN): B_N1 (Cost:2, %%CPU:0, Rows:8)
TABLE ACCESS (ROWID): V (Cost:2, %%CPU:0, Rows:1)
INDEX (UNIQUE SCAN): V_PK (Cost:1, %%CPU:0, Rows:1)

....

다음은 Overrall Stat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2.35] SQL Ordered by CPU의 Overrall Stat 항목
항목

설명

Avg. CPU Time(s)

SQL을 수행할 때 CPU 사용 시간이다. (단위: 초)

Exec

SQL 수행 횟수이다.

Elapsed Time(s)

총 수행 시간이다. (단위: 초)

SQL ID

SQL의 ID이다.

SQL HASH VALUE

SQL에 대한 해시값이다.

SQL Ordered by CPU 리포트는 1회 수행할 때 평균 CPU 시간이 오래 걸리는 SQL을 점검하여 튜닝해야
한다.
1회 수행할 때 평균 CPU 시간은 작으나 전체 CPU 시간이 큰 경우는 대부분 SQL 수행 횟수가 많아 부하
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반면에 1회 수행할 때 평균 CPU 시간이 큰 경우는 SQL 수행 성능도 좋
지 않을 뿐만 아니라 CPU 자원 부족을 초래하여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SQL 내에 시
스템 함수나 사용자 정의 함수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CPU 사용량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함수 등의 사용은 적절하지만 처리할 데이터 양이 많아 CPU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쿼리
튜닝을 통하여 함수 사용을 줄이거나 인덱스 등을 활용하여 불필요하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도록
SQL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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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Automatic Performance Monitoring(이하 APM) 리포트를 이용한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1. 개요
APM 분석은 다음의 순서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 Workload 파악
데이터베이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체 맥락을 먼저 파악하고 쿼리와 트랜잭션의 Workload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쿼리는 Select할 때 데이터를 가져올 경우 full table scan, rowid scan, index scan 또는 join이나 sort 방
식 등의 항목 등이 Workload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트랜잭션은 Insert, Update, Delete, Commit, Rollback
등의 항목 등이 Workload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Wait event 및 Lock contention 점검
Workload 특성에 따른 contention인지 설정이나 서버 상태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히
waiting이 많이 걸리는 부분 또는 lock contention이 심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한다.
● 설정 및 상태 파악
DB의 기본 설정 및 장비의 I/O, 네트워크, 메모리 설정 등에 특이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 개별 SQL 튜닝
기본 설정이나 상태 등을 점검한 후 top SQL을 보고 개별 SQL을 튜닝한다.

3.2. Workload 확인
Workload 파악의 기준은 "Instance Activity Stats (Time-based)"의 다음 7가지 항목이다.
● Optimizer Time
● CSR Fetch Select Time
● CSR Fetch Insert Time
● CSR Fetch Update Time
● Multi Update
● CSR Fetch Delet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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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R Fetch Merge Time(5.0 r78538부터 추가)
● CSR Fetch Call Time(5.0 r78538부터 추가)
● Batch Update

참고
Workload 확인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2.2.2.1. Workload Stats 분석”을 참고한다.

3.3. Wait event 및 Lock contention 점검
Wait Events by Wait Time, Wlock Statistics, Spinlock(Latch) Statistics 항목의 각 상위 10개 항목을 점검
한다.

3.3.1. Wait Events by Wait Time
DB time의 몇 %를 wait에 소모했는지 확인하고 비정상적으로 많은 시간(50% 이상)을 wait하는 항목이 있
다면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1% 이하는 무시해도 상관없고 wait event에서 상위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항목의 의미와 튜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block disk read time
– 디스크에서 블록을 읽어 버퍼 Cache에 올리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 버퍼 Cache 크기에 비해 디스크의 데이터 크기가 월등히 크고 select가 많은 경우 상위에 올라올 수
있다.
– 잘못된 full table scan을 자주 타는 경우 버퍼 Cache가 쓸데없이 더럽혀지고 효율이 떨어져서 상위에
올라올 수 있다.
– 해당 event가 상위에 올라오는 경우 대체로 Buffer Cache hit ratio가 98% 밑으로 떨어진다.
– full table scan이 빈번해서 상위에 올라오는 경우 다음과 같이 튜닝을 시도할 수 있다.
1. SQL 튜닝으로 full table scan을 제거한다.
2. tip 파일에 _FSCAN_SMART_FETCH=Y 설정으로 full table scan할 때 버퍼 Cache를 덜 쓰도록 변
경한다.
● wthr wait for CCC AST CUR, wthr wait for CCC AST CR, wthr wait for CWS AST
– TAC에서만 올라오는 항목이며 TAC에서는 기본적으로 거의 항상 상위에 올라온다.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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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wthr wait for CCC AST

TAC에서 wthr가 DML을 위한 블록을 획득하는 데 대기한 시간이다.

CUR

wthr wait for CCC AST
CR

wthr wait for CWS AST

(interconnect 소요 시간 + 블록 contention 대기 시간)
TAC에서 wthr가 select를 위한 블록을 획득하는 데 대기한 시간이다.
(interconnect 소요 시간 + 블록 CR 획득 시간(거의 없음))
TAC에서 tx lock, dd lock 등 wlock을 획득하는 데 대기한 시간이다.
(interconnect 소요 시간 + lock wait 시간)

– TAC interconnect의 속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며 특히 wthr wait for CCC AST CR은
다른 항목과는 달리 거의 contention없이 처리되므로 interconnect 성능과 정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avg wait(ms) 값이 수ms 이하면 정상이다. 만약 수십ms 또는 그 이상 올라가면 interconnect 설정
(network buffer 크기, 선로 속도)에 문제가 있거나 wthr wait for CCC AST CUR 또는 wthr wait for
CWS AST의 경우 블록 contention 또는 tx나 dd lock contention이 있다는 뜻이다.
● buf pin wait
동일 블록 접근하려는 세션이 많아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상위에 올라온다.
하나의 row를 다수의 세션이 update하는 Workload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 row를 update하는
Workload의 경우 가능하면 row나 index key를 여러 블록으로 분산시키는 튜닝이 필요하다.
● log flush wait for space
Redo 로그 버퍼의 공간이 부족해서 Redo 로그를 버퍼에 쓰기 전에 Redo 로그 파일로 flush되기를 기다
리는 경우에 발생하며, tx가 많은 상황에서 Redo 로그 버퍼 크기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기본값 10M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상위에 올라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tip 파일에 LOG_BUFFER=100M 또는 500M(대형 고객사일 경우) 정도로 설정
한다.
● log flush wait for commit
commit이 빈번한 짧은 tx가 대부분인 경우 상위에 올라온다.
짧은 tx로 인해서 commit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 tip 파일에 COMMIT_FLUSH_WAIT=N
으로 설정하면 해당 wait event를 제거하고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이나 환
경이 아닌 일반 운영환경에서의 사용은 권장하지 않는다.
● seq_get_nextval
sequence값을 얻어오는 대기 시간이다. 해당 event가 상위에 올라온다면 sequence값을 따오는 부분에
서 contention이 걸린다는 의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reate sequence할 때 Cache 및 no order 옵션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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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wr write time - OS
DML이 많은 경우 거의 항상 상위에 올라온다. 하지만 avg wait(ms)값이 수~수십ms 이하라면 문제가
없다.
● transaction
tx간에 wait가 많은 경우 상위에 올라오며, 특정 tx가 고치고 있는 row를 commit 하기 전에 다른 tx가 고
치려고 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무 로직 수정이 필요하다.
● redo write time
DML이 많은 경우 상위에 올라올 수 있다. 만약 Avg Wait(ms)가 수ms 이상이라면 Redo 로그 write에서
contention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Redo 로그 버퍼 크기가 너무 작거나 Redo 로그 파일의 크기가 부하대비 적정
한지 점검해봐야 한다.
또한 Redo 로그 파일의 크기는 전체 로그 그룹을 합친 크기를 기준으로 부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크기
로 설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 대량의 insert로 Redo 로그를 많이 사용하는 부하일 경우
버퍼 Cache 크기(DB_CACHE_SIZE)의 1.5~2배로 설정한다.
– DML과 select가 섞여있는 통상적인 부하일 경우
버퍼 Cache 크기(DB_CACHE_SIZE)의 0.5~1배로 설정한다.
– select 위주의 부하일 경우
버퍼 Cache 크기(DB_CACHE_SIZE)의 0.5배 이하로 설정한다.
● temp granule get wait
2-pass sort, temp lob, global temporary table 등에서 사용하는 temp 테이블스페이스를 granule 단위로
TAC 노드간에 동기화하기 위한 lock 획득 대기 시간이다.
해당 wait event가 상위에 올라온다면 TAC 노드간에 temp 파일을 공유하면서 공간 할당 경합이 벌어진
다는 의미이므로, temp 파일을 최소한 TAC 노드 수만큼 또는 노드 수의 배수만큼 늘려줘서 노드간에
서로 다른 temp 파일을 사용하도록 튜닝이 필요하다.

3.3.2. Wlock Statistics
wait event는 wlock의 일부 내용을 포함한다.
wait event에 올라온 내용 이외에 다른 wlock에서 DB time을 많이 소모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1% 이
하는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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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Spinlock(Latch) Statistics
spinlock(latch)에서 상위에 올라오는 항목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 SPIN_PPC_BUCKET
literal query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항목이 상위에 올라오며, 이는 spinlock contention과 함게 PP Cache
를 소모해서 메모리 부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literal query를 bind para로 사용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
● SPIN_SHP_ALLOC이 크게 올라오는 경우
기본적으로 shp는 _SHARED_POOL_ALLOC_CNT 개수만큼 나누어 사용하므로 shp alloc에 대한
contention을 분산시키는데, 많이 나눌수록 contention은 줄어들지만 shp 사용에 대한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기본값은 -1이며, 이 경우 1GB당 하나의 shp allocator가 할당된다. 만약 SPIN_SHP_ALLOC에 대한
contention이 높게 나타나면 이 값을 조금씩 늘리는 것을 권장한다.
● SPIN_ROOT_ALLOC이 크게 올라오는 경우
Tibero 각각의 Working 프로세스는 _SYSTEM_ROOT_ALLOCATOR_CNT 개수만큼의 SQL Execution
Work Area의 root allocator를 생성하여 Working 프로세스내 WTHR들의 SQL Execution Work Area의
alloc에 대한 부하를 분산시킨다.
이때 _SYSTEM_ROOT_ALLOCATOR_CNT 값을 늘릴수록 SQL Execution Work Area의 root alloc에
대한 contention은 줄어들지만 SQL Execution Work Area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난다.
_SYSTEM_ROOT_ALLOCATOR_CNT 기본값 =
2^n 꼴의 숫자 중 (_WTHR_PER_PROC / 10) 이상의 숫자 * 4

예를 들어 _WTHR_PER_PROC가 10인 경우 _SYSTEM_ROOT_ALLOCATOR_CNT는 4가 된다.
만약 SPIN_ROOT_ALLOC에 대한 contention이 높게 나타나면 _SYSTEM_ROOT_ALLOCATOR_CNT
값을 조금씩 늘려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Tibero 기술지원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참고]
Working 프로세스 당 PGA 예약 크기 =
_SYSTEM_ROOT_ALLOCATOR_CNT * _SYSTEM_MEMORY_RESERVED_SIZE(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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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설정 상태 확인
3.4.1. 버퍼 Cache
● Buffer Cache Statistics의 DB Cache Hit 점검
DB Cache hit raion가 95% 이하일 경우 문제가 있으므로 버퍼 Cache 크기를 늘려주는 것이 좋다.
● free blocks wait time 항목이 있는지 점검
Instance Activity Stats (Time-based)에서 free blocks wait time이 보인다면 버퍼 Cache 크기가 작거나
효율이 떨어져서 DB 블록을 읽어들일 때 대기 현상이 생긴다는 의미로 다음과 같은 튜닝이 필요하다.
– 버퍼 Cache를 늘려준다.
– full table scan이 있다면 제거 또는 tip 파일에 _FSCAN_SMART_FETCH=Y 설정으로 full table scan
할 때 버퍼 Cache를 덜 사용하도록 변경한다.
– tip 파일에 _LOG_INC_CHECKPOINT_TIMEOUT 값을 조절하여 incremental ckpt 주기를 짧게 설정
한다. 이때 기본값은 3(초)이고 1(초)까지 줄일 수 있다.

3.4.2. TSM 사용량
Memory Summary 섹션의 각 영역별 메모리 사용량을 확인한다.
Avg. PP Cache Size가 max 크기만큼 사용 중이라면 PP를 과도하게 생성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주로 literal
SQL을 많이 사용할 때 optimize time 증가와 함께 나타난다.

3.4.3. Redo 로그 및 Redo 로그 버퍼
Instance Activity Stats (Time-based)에서 redo wait time for logfile switch 항목이 상위에 있다면 Redo 로
그 파일 크기와 개수가 작다는 의미이므로 Redo 로그 파일 크기를 1GB 이상으로 크게 늘려주고 로그 그
룹 개수도 3~5개나 8개 이상으로 늘려준다.
또한 Wait Events by Wait Time에서 log flush wait for space 항목이 상위에 있다면 Redo 로그 버퍼 크기
가 작다는 의미이므로 tip 파일에 LOG_BUFFER=100M 또는 500M로 로그 버퍼 크기를 크게 설정한다.

3.4.4. I/O 성능
Tablespace IO Statistics와 File IO Statistics를 확인한다. 이때 read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잘 나오기 때문
에 Avg write(ms)값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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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g write/s(초당 write 횟수) 대비 avg write(ms)(write당 걸린 시간)값에 대한 경험적 성능 지표는 다음과
같다.
● avg write/s(초당 write 횟수)가 0~수백회(부하가 적은 상황)
구분

설명

avg write(ms) 1ms 이하

매우좋음

avg write(ms) 10ms 이하

좋음~보통

avg write(ms) 수십ms 내외

보통~느림

avg write(ms) 100ms 이상

I/O 성능에 문제가 있으므로 스토리지 점검이 필요하다.

● avg write/s(초당 write 횟수)가 수백~수천회 이상(부하가 많은 상황)
구분

설명

avg write(ms) 수ms 이하

매우좋음

avg write(ms) 50ms 이하

좋음~보통

avg write(ms) 50ms~100ms 내외 보통~느림
avg write(ms) 수백ms 이상

I/O 성능에 문제가 있으므로 스토리지 점검이 필요하다.

3.4.5. TAC interconnect
● wthr wait for CCC AST CUR / wthr wait for CCC AST CR / wthr wait for CWS AST 항목 확인
avg wait(ms) 수ms 이하가 정상 범위이다. 특히 wthr wait for CCC AST CR 항목이 보인다면 해당 값이
가장 정확하다. 나머지는 블록이나 lock contention이 있을 경우 값이 늘어난다.
블록 또는 lock contention 여부를 제외하더라도 해당 값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면 interconnect 네트워크
상태(기가망 사용 여부, 다른 네트워크가 같이 물려있는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하다.
● Instance Activity Stats (Number-based)에 Number of times to retry send INC packet 존재 여부
확인
INC의 네트워크 버퍼가 작게 잡혀있으면 메시지를 전송할 때 retry가 발생하면서 전송 속도가 느려지고
해당 stat가 나타난다. OS 설정을 변경하여 send buffer size는 1MB, recv buffer size는 4MB 이상 설정
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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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Tibero APM Reports Stats,
Events, Locks Descriptions

다음은 Tibero APM 리포트의 Stats, Events, Locks에 대한 설명이다.
[표 A.1] Stats, Events, Locks Descriptions 1
항목

설명

seqw wait for writeback

Cache되어 있는 Sequence값 중 아직 사용하지 않은 값을 다시 디
스크에 쓰는 작업의 대기함을 나타낸다.
4 SP1까지만 사용되며, 5 이상에서는 Sequence 동작 방식이 바뀌
었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no seq_buffer_ free slot

seq_agent가 가지고 있는 seq_buff에 Free slot이 없을 때 기다림을
나타낸다.
4 SP1까지만 사용되며, 5 이상에서는 Sequence 동작 방식이 바뀌
었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seqw wait for new value

Sequence cache에 값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Agent에게 요청하여
Cache를 Update하고 해당 작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함을 나타낸다.
4 SP1까지만 사용되며, 5 이상에서는 Sequence 동작 방식이 바뀌
었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buf pin wait

해당 이벤트는 한 Block에 여러 세션의 요청이 몰리는 경우 높게 발
생한다.
버퍼 Cache의 Block 내용을 고치는 중에 읽기 또는 여러 세션을 동
시에 고치게 되면 Block의 정합성이 깨질 수 있다.
따라서 한 세션이 Block을 고치는 중에 다른 세션은 고치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반대로 한 세션이 읽고 있는 경우에
다른 세션이 고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읽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
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한 세션이 디스크에서 Block을 읽거나 고치는 경우와 마찬가지
로 다른 세션들은 디스크 Read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buf write wait

DB write는 일정한 주기로 버퍼의 수정사항을 디스크에 쓴다. 만약
디스크에 쓰기(Write)가 진행 중일 때 다른 세션이 Block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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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고치게 되면 DB writer는 일관되지 않은 상태. 즉, 수정이 진행 중인
상태의 Block을 디스크에 쓰게 된다.
따라서 DB writer가 Write 작업을 진행 중일 때 그 Block을 수정하고
자 하는 세션의 Write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다.

buf write force wait

TAC상에서 스스로 Global lock을 Release한 경우 디스크에 Block을
써야 한다. 이때 Block이 Write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wait for free buf

버퍼 Cache의 데이터 Block을 읽거나, Free 버퍼를 찾지 못할 때 발
생할 수 있다. 이는 버퍼 Cache가 너무 작거나 DB wirter가 Dirty block
들을 디스크로 쓰는 작업이 빠르지 못하다는것을 나타낸다.
버퍼 Cache에 원하는 Block의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세션은 버퍼
Cache에서 Free block을 찾아 새로운 Block의 정보를 읽어 Cache에
저장한다. 만약 버퍼 Cache의 모든 Block이 사용된 경우 현재 아무
도 사용 중이지 않은 Block 중에서 재사용 가능한 Block을 찾아 기존
의 내용을 버리고 Free block으로 사용한다.
또한 디스크에 써지지 않은 수정 사항이 Block에 존재하는 경우 재
사용이 불가하므로 DB writer가 수정 사항을 디스크에 내려주어야
해당 Block의 재사용이 가능해진다.

wait for mbr to be completed

AIO(Asychronous IO, 비동기 I/O) 디스크 Read의 요청 후부터 완료
검사까지 걸린 시간을 해당 이벤트로 측정한다.
AIO를 수행하는 경우 OS에 디스크 Read 요청을 한 후 디스크 Read
가 완료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즉, 디
스크 I/O와 다른 작업을 병행하여 Full scan 성능을 향상한다.
AIO를 수행하기 위해서 IPARAM(_EX_USE_AIO_FULL_SCAN)을
Y로 설정한 경우에만 활성화 되는 기능으로 Write가 많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seqw idle

Sequence writer 프로세스가 작업을 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을 나
타낸다.

seqw wait for message reply

Sequence writer 요청에 대한 응답이 올 때까지 시간을 나타낸다.
4 SP1까지만 사용되며, 5 이상에서는 Sequence 동작 방식이 바뀌
었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seqw wait for cache flush

Sequence writer sequence cache를 Flush할 때까지 대기한다.
4 SP1까지만 사용되며, 5 이상에서는 Sequence 동작 방식이 바뀌
었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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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process ready wait

서버를 부팅할 때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들이 서버 모드 변경을 기다
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wthr ready wait

서버를 부팅할 때 컨트롤 스레드가 워킹 스레드의 초기화 과정이 완
료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ckpt idle

체크포인트 프로세스가 작업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dbwr idle

DB writer 프로세스가 작업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lgwr idle

Log writer가 작업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lgwr archive finish wait

Archive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Redo 로그 파일 사용을 기다리는 이
벤트이다. 해당 이벤트의 시간이 길면 Archive 디렉터리로 지정된 디
스크로의 I/O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주로 발생할 수 있다.
로그 Writer는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로그 버퍼 내용을 주기적 또는
요청이 있을 때 디스크의 Redo 로그 파일에 Flush한다. 만약 사용
중인 Redo 로그 파일이 꽉 차게 되면 현재 Redo 로그 파일을 Archive
디렉터리로 복사한 후 다음 Sequence의 Redo 로그 파일을 이어서
사용한다. 이 작업을 Log switch라고 한다.
만약 이어서 사용하려는 Redo 로그 파일의 Archive 작업이 완료되
지 않은 경우 로그 Writer는 Archive 작업 완료를 기다려야 한다. 이
를 기다리지 않고 해당 Redo 로그 파일을 덮어 쓰게 되면 Media re
covery할 때 온전한 Archive 파일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lgwr log network write wait

Standby에서 로그가 기록되는 것을 기다리는 Wait 이벤트이다.
LGWR SYNC인 Standby가 있을 경우 로그 Writer는 Primary와
Standby 모두에 로그가 기록됐다는 것을 확인한다.

log flush wait for commit

해당 이벤트는 세션이 Commit을 수행하는 작업 중 Redo 로그 Flush
를 요청하고 완료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Transaction commit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해당 Transaction이 남긴
Redo 로그가 모두 Redo 로그 파일에 Flush되어야 한다. 단, Transac
tion이 수정한 데이터 Block들은 디스크에 꼭 Flush되지 않아도
Commit의 정합성을 지키는 데 문제가 없다.
만약 장애가 발생할 때 Redo 로그가 Flush된 채로 서버가 Down되
거나 머신이 종료된 경우 부팅하면 DB 서버는 Cache recovery와
Transaction recovery를 수행한다.
– Cache recovery: Redo 로그를 다시 반영하여 버퍼 Cache가 Down
되기 이전의 상태로 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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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action recovery: Commit 자체에 대한 Redo 로그도 남기 때
문에 Commit되지 않은 Transaction 리스트를 생성하여 해당
Transaction들을 Rollback 시킨다.
이와 같은 동작으로 commit할 때 Redo 로그 Flush만으로 DB 서버
의 정합성을 지켜주게 된다.

log flush wait for space

Redo 버퍼를 할당하기 위해 대기하는 이벤트이다.
세션이 Block에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정 작업을 위한 Redo 로그
를 생성하고 이를 적용하여 Block에 수정한다. 생성한 Redo 로그는
Shared 메모리상의 Redo 로그 버퍼에 저장한다.
Redo 버퍼에 생성한 Redo 로그를 저장할 때 Redo 버퍼에 빈 공간
이 없는 경우 빈 공간을 만들기 위해 현재까지 Redo 버퍼에 써진 내
용을 디스크에 Flush하고, Flush가 완료되면 빈 공간이 생겨 Redo
로그를 Redo 버퍼에 복사할 수 있게 된다. 즉, 해당 이벤트는 이 Flush
를 기다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wait for explicit log flush request Shared 메모리상의 Redo 버퍼의 내용을 Redo 로그 파일로 명시적
으로 Flush 요청을 한 경우 완료되기까지 대기한 시간을 나타낸다.
이는 DDL로 Flush를 수행 또는 Recovey 등 내부적으로 Flush를 요
청하는 작업이 발생한 경우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Flush를 명시적으
로 요청하지 않아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 Redo 버퍼의 Commit 또는 일정 부분 이상 꽉 찼을 때
– Flush 후 일정 시간이 흘렀을 때
wait for explicit log switch request DDL로 명시적으로 Log switch을 수행했을 때 Log switch가 완료되
기까지 대기한 시간을 나타낸다.
Log switch 작업은 Log writer에서 수행된다. Log writer는 Log switch
요청을 받으면 현재 Redo 로그 파일의 다음 Sequence가 될 Redo
로그 파일을 찾는다.
이때 찾은 로그 파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검사를 수행한다.
– Archive 작업이 완료되어 있지 않은 경우 Archive 작업이 완료되
기를 기다린다.
– 해당 Redo 로그가 수정한 Block 내용이 모두 디스크로 Flush되었
는지 검사하여 Flush가 되지 않은 경우 Flush되기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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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위의 검사들을 통과한 경우 Switch 작업이 진행된다. Log switch를
완료하면 새로 찾은 Redo 로그 파일이 현재 사용 중인 로그 파일로
표시된다.

ckpt wait

원하는 시점까지 체크포인트를 요청하고 체크포인트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체크포인트란 특정 시점까지의 수정 사항을 포함한 버퍼 Cache의
모든 Block들을 디스크에 Flush하는 작업을 말한다. 체크포인트 과
정 중에 많은 Block들이 디스크로 Write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 성
능이 저하될 수 있고 전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Block을 수정하면 최초로 수정한 시점의 TSN이 Block에 기록된다.
이 Block들은 버퍼 Cache의 TSN순으로 정렬되어 관리 된다.

rt inflow wait

세션 유량제어가 활성화 되었을 때 Available한 세션을 할당받기 위
해 기다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larc idle

Log Archiver 프로세스가 작업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lnw idle

Log Network Writer 프로세스가 작업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을 나
타낸다.

lnr idle

Log Network Reader 프로세스가 작업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을 나
타낸다.

smr idle

Standby Managed Recovery 프로세스가 작업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smr suspend

Standby Managed Recovery 프로세스(SMR)가 Resume되기를 기
다리는 Wait 이벤트이다.
Standby에서 alter database open read only를 하면 SMR이 Log re
play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Suspend시키는데 이때 발생하는 이
벤트이다.

smr replay wait

Standby Managed Recovery 프로세스(SMR)가 원하는 위치까지
Replay를 하는 것을 기다리는 Wait 이벤트이다.
만약 Standby에서 Log Network Reader(LNR)가 로그 스위치를 하
려면 SMR이 그 로그까지 Replay를 이미 완료한 상태여야 한다.

fit idle

Framework for Integrated Test(FIT 테스트) 과정에서 테스트 메시지
를 기다는 시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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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hr_join() wait

Framework for Integrated Test(FIT 테스트) 부팅 과정 중에 테스트
에 필요한 워킹 스레드가 초기화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나타낸
다.

sysdump wait

시스템 전체 상황을 덤프하는 명령이 완료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을 나타낸다.

connection wait

워킹 스레드가 작업을 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shutdown finish wait

워킹 스레드가 클라이언트의 Shutdown 명령 처리를 Monitor 프로세
스에게 알린 후 Monitor 프로세스로부터 최종적으로 Shutdown 명령
이 다시 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wthr start msg wait

워킹 스레드가 부팅할 때 서버 모드가 바뀌길 기다리는 시간을 나타
낸다.

wthr wait for client msg

세션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워킹 스레드가 외부 클라이언트 요
청이나 내부 태스크 수행 요청을 기다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wthr receive client msg

워킹 스레드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 메시지가 오기를 기다린 후
메시지를 읽기까지 걸린 시간의 첫 번째 순서를 나타낸다.

wthr read client msg

워킹 스레드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 메시지가 오기를 기다린 후
메시지를 읽기까지 걸린 시간의 두 번째 순서를 나타낸다.

wthr archive finish wait

워킹 스레드가 alter system archive log all 구문 수행 후 완료까지 대
기한 시간을 나타낸다.

scnr wait for AST/BAST

TAC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인 Lock Assistant Server for Cache(LASC)
와 Lock Assistant Server for Wait-lock(LASW)에서 버퍼 또는 waitlock과 관련 비동기 작업을 기다리는 이벤트이다.

ccc recovery wait

다음 Reconfiguration이 일어나기 전까지 Reconfiguration for
Cache(RCOC) 및 Reconfiguration for Wait-lock 프로세스(RCOW)
가 대기한 시간을 나타낸다.

RCVR wait for next message

Receiver thread(RCVR)가 다음 메시지를 처리하기 전까지 대기한
시간을 나타낸다.

DSPC wait for next message

Dispatcher thread(DSPC)가 Reconfiguration 과정에서 Resume 및
Suspend 명령을 받기 전까지 대기한 시간을 나타낸다.

SNDR wait for next message

Sender thread(SNDR)가 다음 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 대기한 시간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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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message wait

다음 Reconfiguration이 일어나기 전까지 Active Cluster Server 프로
세스(ACS)가 대기한 시간을 나타낸다.

FG wait for message handling

Acknowledgement(ACK)가 필요한 노드 간 메시지의 응답을 기다린
시간을 나타낸다.

temp granule get wait

TAC 노드 간에 Temp granule 획득 및 동기화를 위해 대기한 시간을
나타낸다.

RW mutex wait

Read/Write mutex lock을 기다린 시간을 나타낸다.

service tx wait in index

Service transaction이 Split 작업이 끝날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나
타낸다.
Index leaf block에서 Split 작업이 Recursive transaction으로 진행되
는 상황이면, 사용자 Transaction이 동시에 같이 진행되지 못하고
Split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tx recovery suspended

TX recovery 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직접 Commit force나
Rollback force하길 기다린다.

wait until buffer cache flushed

버퍼 Cache에 Dirty 상태인 Block을 명시적으로 디스크에 Flush되기
를 요청한 경우 Flush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Tablespace 또는 Datafile을 Drop하는 경우 Drop된 Tablespace의
내용이 버퍼 Cache에 존재하면 안되므로 디스크로 Flush를 해야
한다.
– Recovery 작업 중 필요에 의해 Dirty block들을 디스크로 내려야
하는 경우 해당 이벤트가 발생한다.

spinlock total wait

Spinlock을 잡는데 걸린 시간을 나타낸다.

wait until the result set is finished 두 개 이상의 세션이 동시에 같은 쿼리를 수행한 경우 늦게 수행한
to build

세션은 먼저 수행한 세션에서 결과집합(result set) 생성이 끝나기를
기다리는데 이때 걸린 시간을 나타낸다.

wthr wait for CWS AST

다른 노드로 보낸 wait-lock 요청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나타낸
다.

wthr wait for CCC AST CR

다른 노드로 보낸 Consistent Read(CR) block 요청의 응답을 기다리
는 시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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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hr wait for CCC AST CUR

다른 노드로 보낸 Current block 요청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나
타낸다.

wthr wait for CCC AST MBR

Multi-Block Read 과정에서 다른 노드로 보낸 CR block 요청의 응답
을 기다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wait for global view request

다른 노드로부터 새로운 Global view 수행 요청을 받기 위해 기다리
는 시간을 나타낸다.

wait for global view reply

다른 노드로부터 Global view 요청의 결과집합을 기다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wait for search space master reply 다른 노드로부터 Search space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wait for message arrival (ad
vanced queue)

메시지가 Queue에 Enqueue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Advanced Queue 기능에서 Dequeue 명령이 호출되어 메시지를
Dequeue할 때 해당 Queue가 비어 있는 경우 Dequeue가 종료되지
않고 새로운 메시지가 해당 Queue에 Enqueue되기를 기다린다. 이
때 새로운 메시지가 Enqueue되면 이러한 대기 상태가 종료된다.

notification sender

Notification frame의 Notification sender가 작업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notification coordinator

Notification frame의 Queue monitor가 작업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
을 나타낸다.

wait until memory operation limit 메모리 튜너가 오퍼레이션의 메모리 한도를 주기적으로 재계산하는
is recalculated during drift

시점과 시점 사이에 많은 오퍼레이션이 동시에 메모리를 요청했을
경우 메모리 튜너는 이러한 상황을 드리프트로 감지하여 더 이상의
메모리 요청을 허용하지 않게 된다.
이때 메모리를 요청한 워킹 스레드 중 하나가 Foreground에서 메모
리 한도를 재계산하게 되고, 재계산이 끝날 때까지 다른 오퍼레이션
은 메모리 요청을 완료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wait for related csr invalidation

수행 중인 DDL이 적용되기 위해 관련있는 Cursor들이 Invalidate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wait for undo ts switch

Undo tablespace를 변경할 때 대기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consistent block gets

Consistent 상태에서 Block read를 수행한 수치이다. Consistent block
을 버퍼 Cache에서 찾아 Pin하는 것을 말하며, select 문에서 읽은
블록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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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이때 디스크에서 데이터 Block이나 Undo block을 버퍼 Cache로 읽
어온 다음 Undo를 데이터 Block에 적용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consistent multi gets
consistent multi gets - blocks
consistent multi gets time

여러 Block에 대한 Consistent block gets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것을
나타낸다.
Consistent block gets에 대해서는 "consistent block gets" 항목을
참고한다.

consistent block gets - readonly

Readonly block에 대해 Bucket lock duration을 줄이기 위한 Consis

pin

tent block 생성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한 횟수를 나타낸다.

consistent block gets examine

Index block unique key search 등에서 Pin을 잡지 않고 필요한 값을

consistent block gets examine nowait
block disk read
block disk read size
block disk read time

빠르게 얻어오는 cr examine 기능을 사용한 횟수를 나타낸다. 이때
Size는 전체 횟수 대비 nowait 횟수이다.

DB block을 단 한 건 Read한 수치를 의미하며, 디스크로부터 버퍼
로 Block 1개를 읽어들인다.
block disk read time은 디스크에서 Block을 읽어 버퍼 Cache에 올
리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multi block disk read - requested DB Block을 여러 건 Read한 수치를 나타낸다.
multi block disk read - blocks
multi block disk read time

current block gets
current block gets - exclusive
mode

디스크로부터 동시에 여러 Block을 버퍼에 읽어들이며, full table
scan과 같이 한번에 연속된 Block을 많이 읽어들이는 경우에 발생한
다.
최신 버전의 Block을 버퍼 Cache에서 찾아 Pin하는 것과 관련된 수
치를 나타낸다.
Current 상태에 있는 Block의 데이터를 읽은 수치이며, 버퍼 Cache
에 원하는 Block이 없을 경우 디스크 IO가 발생할 수 있다.
디스크 IO 발생 시점은 다음과 같다.
– DML을 수행할 때
– select for update 수행할 때
– 디스크 sort가 필요할 정도로 대량의 데이터를 정렬할 때

current block gets examine
current block gets examine - no
wait

Index branch peep이나 데이터 Block의 Rowlock 정보를 Block pin
없이 빠르게 얻어오는 Current examine 기능의 사용 횟수를 나타낸
다. 이때 Size 값은 전체 대비 no wait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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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dbwr write - OS

OS 시스템 콜 레벨에서 디스크에 기록된 Block의 개수와 기록하는

dbwr write block count - OS

데 걸린 시간을 나타낸다.

dbwr write time - OS
direct write count
direct write blocks
idx fbuild write
idx fbuild write size

Direct Path Load(DPL)을 통해 직접 디스크로 Block이 기록된 횟수
와 기록된 Block의 수를 나타낸다.

Index fast build에서 Branch block에 대해 디스크에 Write하는 동작
의 수치를 나타낸다.

idx fbuild write time
ssgmt reads
ssgmt read time

Sort Segment 영역인 Temporary segment를 읽기 위해 사용한 총
시간을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메모리 영역을 경유하지만 2-pass sort나 hash join 등이
빈번하게 수행되면 버퍼 Cache의 오버헤드를 피하기위해 Temporary
segment를 읽고 쓰는 작업이 발생한다.

ssgmt writes
ssgmt write time

Sort segment 영역인 Temporary segment에 쓰기 위해 사용한 총 시
간을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메모리영역을 경유하지만 2-pass sort나 hash join등이
빈번하게 수행되면 버퍼 Cache의 오버헤드를 피하기위해 Temporary
segment를 읽고 쓰는 작업이 발생한다.

req total count
req service time

DB CPU
DB CPU time

워킹 스레드가 클라이언트의 요청 메시지를 받고 난 후 요청을 처리
하는 작업을 수행한 횟수와 처리한 후 응답까지 주는데 걸린 시간을
나타낸다.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쿼리 수행의 요청을 받은 후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소비한 시간 중 Wait 이벤트에서 소비한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나타낸다.

fast examines for consistent block Commit, TSN, Hint 등을 사용하여 cr examine을 빠르게 처리하는
get

fast examin 알고리즘 사용 횟수를 나타낸다.
cr examin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nsistent block gets examine"
항목을 참고한다.

block gets (CRX for uhdrblk)

Undo segment header block의 Transaction commit 정보를 얻어오
는 crx for uhdrblk 기능 호출 횟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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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Block cleanout 등에서 Transaction의 Commit 여부 및 Commit tsn
을 얻어올 때 주로 사용한다.

block examine rowlock
block examine rowlock - locked

특정 Row에 대한 Update를 수행할 때 해당 Row에 Lock이 걸려있는
지를 examine 기능으로 확인하고, 대상 Row가 포함된 Block을 Cur
rent mode로 Block pin을 잡기 전에 tx_wait를 수행하는 기능
(_CURBLK_PEEP)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이다.

current block gets - waits

Block에 Pin을 하려고 대기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current block gets - wake up un

Block(버퍼) 내용을 참조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Block에 Pin

pinned

을 해야 한다. 이때 해당 Block을 다른 세션이 호환되지 않는 모드로

current block gets - wait time

current block gets - no wait

Pin하거나 다른 세션에 의해 Block이 버퍼로 읽혀지고 있는 상황이
라면 대기해야 한다.
current block get을 시도할 때 이미 다른 세션에 의해 호환되지 않는
모드로 해당 Block이 Pin되어 있거나 디스크에서 버퍼로 읽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기를 한다. 하지만 대기하지 않는 current block
get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current block gets - no wait라
고 한다.
current block get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current block get" 항목을
참고한다.

block disk read undo header block Undo 헤더 Block을 디스크에서 버퍼로 읽었음을 나타낸다.
block changes - current + consis Block(버퍼)이 수정된 횟수에 관한 통계를 나타낸다.
tent
block consistent changes
multi block read - no block

Table full scan을 위해 연속된 여러 Block 한꺼번에 읽으려고 시도했
으나 첫번째 Block이 이미 Cache에 있어 디스크에서 Block을 읽지
않은 경우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multi block read complete
multi block read wait until IO
complete
multi block read wait time

current block cleanout
current block cleanout entries

Full table scan과 같이 연속된 Block을 많이 읽는 경우 여러 Block을
한꺼번에 읽는 Multi-Block Read(MBR)가 수행될 수 있다.
만약 이 과정을 Acynchronous IO로 수행할 때 앞서 요청한 IO가 완
료되지 않았을 경우 IO가 완료될 때까지 세션이 대기할 수 있는데 이
때 대기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Block 내 Transaction의 Commit 여부 및 Commit tsn을 확인하는
Block cleanout 수행 중에 실제 Block에 Apply하는 횟수 및 Block tx
entry 개수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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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current block partial cleanout

Block 내 Transaction 중 특정 Entry만을 골라 Commit 여부 및 Commit

current block partial cleanout en
tries
update block's cleanout time
update block's cleanout time - cr

tsn을 확인하는 Partial cleanout 수행 중에 실제 Block에 Apply하는
횟수 및 Block tx entry 개수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Block 내 Transaction의 개별 Cleanout 값을 변경하지 않고 Block 전
체의 Cleanout tsn만 변경한 횟수를 나타낸다.

block
buffer cache invalidate

버퍼 무효화(Invalidation)를 나타낸다.

invalidated buffer cache count
block corrupt logging
block corrupt block count

block pin - not conflict

Nologging으로 변경된 Block에 대해 Recovery 목적으로 로그를 남
긴다. 이때 로그가 남겨진 횟수와 Block의 개수를 보여주는 통계를
나타낸다.
Block(버퍼) pin에 관한 통계를 나타낸다.

block pin time - not conflict or fail Block(버퍼)을 수정하거나 내용을 참조할 때 다른 세션과 충돌을 막
기 위해 Block(버퍼)에 사용 중임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Pin
이라고 한다.
block unpin

Block(버퍼) Unpin에 관한 통계를 나타낸다.

block unpin time

Block 참조나 수정이 끝나면 더는 해당 세션이 그 Block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Unpin을 해야 한다.

block wait (ckpt + writing)
block wait (ckpt + writing) count

체크포인트 중이거나 Writing 중인 Block(버퍼)를 Pin하기 위해 대기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대기에 관한 통계를 나타낸다.

block wait (ckpt + writing) time
block wait (writing)

DB writer가 Dirty 버퍼를 직접 디스크로 기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
당 버퍼를 수정하면 안 될 경우에는 직접 수정하기 위해 Pin하는 세
션이 대기하게 된다. 이때 대기 상황에 관한 통계를 나타낸다.

direct path write wait
direct path write wait time

Direct Path Load(DPL) 또는 Direct Path Import(DPI)를 수행할 때
Direct path 버퍼에 Loading된 Block의 내용을 Write하는 통계 정보
를 나타낸다.
– Write 횟수
– Write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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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block copy in ckpt progress or

Block(버퍼)을 Exclusive mode로 Pin할 때 해당 Block이 체크포인트

write

대상인 경우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해당 Block의 내용
을 다른 버퍼로 복사해서 Pin하는 최적화를 한다. 이때 이런 목적으
로 복사가 일어난 횟수를 나타낸다.

block copy try

디스크에 기록 중이거나 체크포인트 중인 Block을 복사해서 Pin하는
최적화를 위해 복사를 시도한 횟수를 나타낸다.

block copy on write

디스크에 기록 중인 Block을 복사해서 Pin하기 위해 복사가 수행된
횟수를 나타낸다.

candidate bh scanned
candidate bh scanned buffers

각 세션이 Bucket에서 버퍼를 몇 개나 검색했는지에 대한 통계를 나
타낸다.
버퍼 Cache에는 각 필요한 Block을 찾을 때 버퍼들이 들어가 있는
Hash 테이블을 검색해야 한다. 이때 DBA가 포함된 키의 Hash값을
얻으면 해당 버퍼가 들어있는 Hash bucket을 얻을 수 있고, 이후 그
해쉬 Bucket에 들어있는 버퍼들 중 적절한 Block이 있는지 찾는다.

candidate bh scan retry

재검색을 수행한 횟수를 보여주는 통계를 나타낸다.
Spinlock free(Latch free) 버퍼 검색 기능을 사용한 경우 원하는 Block
을 버퍼 Cache에서 찾지 못하면 검색을 하는 동안 해당 Block이 버
퍼 Cache로 올라왔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검색이 필요
하다.

candidate bh scan stoped by cr
tsn

검색이 중단된 횟수를 보여주는 통계를 나타낸다.
cr sort 기능이 사용된 경우 cr tsn에 의해 버퍼 Cache의 Bucket에 들
어있는 Block들이 정렬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TSN보다 낮은 cr tsn을
가진 Block이 나오면 검색을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

candidate bh scan skip free bh

버커 Cache에서 Block 검색 중에 무효화된 버퍼를 만나 검색 대상에
서 제회된 횟수를 나타낸다.

cr bh sorted by cr tsn
cr bh sorted by cr tsn:scan cnt

Sorting을 수행한 횟수와 Sorting 중에 Scan한 버퍼의 수를 나타낸
다.
cr sort 기능은 버퍼 Cache의 Bucket에 들어있는 동일한 Block에 대
한 버퍼(Current와 cr)를 cr tsn에 의해 Sorting을 해서 검색 시간을
줄이는 기능이다.

candidate bh scan for dropped

버퍼 Cache에서 Block 검색 중 Drop된 세그먼트에 대응되는 Block

segment

이 발견된 횟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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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candidate bh scan stop at break 버퍼 Cache에서 Candidate bh를 찾을 때 Stop해도 되는지 판단한
point

횟수를 나타낸다. (TAC only)

candidate bh scan stop at break
point:scan cnt
block cleanouts
block cleanout - entries

Block 내 Transaction 정보의 Commit 여부와 Commit tsn을 확인하
는 Block cleanout 전체 수행 시간 및 횟수, 수행한 Entry 개수에 관
한 통계를 나타낸다.

block cleanout time
block partial cleanout - total
block partial cleanout - total time

checkpoint requests
checkpoint written block count

Block 내 Transaction 중 특정 Entry를 골라 Commit 여부와 Commit
tsn을 확인하는 Partial cleanout 전체 수행 시간 및 횟수, 수행한 Entry
개수에 관한 통계를 나타낸다.
체크포인트가 몇 회나 발생했고 얼마나 많은 Block을 기록했는지 그
리고 체크포인트에 얼마나 긴 시간이 소요됐는지를 알 수 있는 수치
를 나타낸다.

checkpoint time
checkpoint requested - media re 미디어 Recovery에 의해 발생한 체크포인트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covery

긴 시간이 소요됐는지를 나타낸다.

checkpoint request time - media
recovery
checkpoint requested - instance 인스턴스 Recovery를 통해 체크포인트가 발생한 경우 체크 포인트
recovery

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나타낸다.

checkpoint request time - instance
recovery
switching logfile waits - incomplete 로그 스위치를 위한 체크포인트가 일어난 횟수를 나타낸다.
checkpoint

로그 스위치로 재사용될 로그 파일에 대응되는 변경 사항을 포함한
Dirty 버퍼들이 디스크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기록해야 하므
로 체크포인트가 발생한다.

checkpoint requests - timeout

체크포인트 타임아웃 주기가 지나 발생한 체크포인트의 횟수를 나
타낸다.

checkpoint requests - cache inval 버퍼 무효화(Invalidation) 과정에서 발생한 체크포인트의 횟수를 보
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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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통계를 나타낸다.

항목

설명

checkpoint requests - log block

강제로 체크포인트가 수행된 통계를 나타낸다.

interval

LOG_CHECKPOINT_INTERVAL 값이 지정된 경우 지정된 로그

checkpoint interval size - log

Block 수만큼 체크포인트 없이 로그가 생성됐다면 강제로 체크포인

blocks

트가 수행된다.

checkpoint requests - next logfile 미리 수행한 체크포인트가 발생한 횟수를 나타낸다.
_LOG_CHECKPOINT_ON_LOG_SWITCH=Y로 설정한 경우 로그
스위치할 때 발생하는 체크포인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로그 스위치
가 발생한 시점에 다음 로그 파일의 마지막 TSN을 기준으로 체크포
인트를 미리 수행한다.
checkpoint sync datafile headers 체크포인트할 때 체크포인트 정보를 데이터 파일 헤더 Block에도 기
checkpoint sync datafile headers
time

록한다. 이때 작업이 수행된 횟수와 시간을 알려주는 통계를 나타낸
다.

consistent block created - convert Block(버퍼)이 Consistent read mode로 Pin한 세션들만 존재하는 경
ed from current

우 Exclusive mode로 Pin하려는 세션이 해당 Block을 복사해서 Pin
할 수 있다. 이때 복사가 일어난 횟수를 나타낸다.

consistent block cleanout
consistent block cleanout entries

Consistent read 과정에서 Block 내 Transaction의 Commit 여부 및
Commit tsn을 확인하는 Block cleanout 수행 중 실제 Block에 Apply
하는 횟수 및 Block tx entry 개수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consistent block partial cleanout Consistent read 과정에서 Block 내 Transaction의 특정 Entry를 골
consistent block partial cleanout
entries

consistent rollback
consistent rollback - apply count
consistent rollback time

consistent block created - clone
consistent block created - clone
from CR

라 Commit 여부 및 Commit tsn을 확인하는 Partial cleanout 수행 중
실제 Block에 Apply하는 횟수 및 Block tx entry 개수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cr block build를 위한 Rollback 수행 횟수 및 시간, Undo를 적용한 횟
수를 나타낸다.
Consistent read를 위한 Block rollback 수행 통계 및 Select 과정에
서 Block을 특정 시점으로 돌릴 때 수행하는 동작이다.
Consistent read block을 생성하기 위해 Current block으로부터 Block
을 복사(Clone)하는 기능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Size는 CR block으로부터 복사하는 횟수를 나타낸다.

consistent block copy time
consistent gets - no clone

Multi block read(Full tablescan 등)를 수행할 때 Consistent read를
수행하지 않고 기존 cr block을 그대로 사용하는 횟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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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 table consistent rollback

Transaction commit 여부 및 Commit tsn을 구하기 위해 Undo seg

tx table consistent rollback - appli
cation count

ment header block을 Rollback한 횟수 및 Rollback을 위해 Undo를
적용한 횟수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dbwr flush requests - make clean 세션이 가용 버퍼 확보 등의 목적으로 Dirty 버퍼를 디스크에 기록해
달라는 요청을 DB writer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런 이벤트가
발생한 횟수를 나타낸다.
dbwr flush requests - force

TAC에서 급하게 특정 버퍼를 디스크에 기록해야 되는 경우 해당 버
퍼를 Force queue라는 특수한 목적의 Queue에 넣고 그 Dirty 버퍼
를 기록해달라는 요청을 DB writer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런
이벤트가 발생한 횟수를 나타낸다.

dbwr flush requests - checkpoint DB writer에게 Dirty 버퍼를 디스크에 기록하라는 요청이 발생한 횟
수를 나타낸다.
체크포인트가 발생하면 특정 TSN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쳐진 적
이 있는 모든 Dirty 버퍼를 디스크에 기록하라는 요청이 DB writer에
전달된다. 이때 이런 이벤트가 발생한 횟수를 나타낸다.
dbwr lru list scans
dbwr lru list scanned block count

DB writer가 Cold dirty 리스트(LRUW main)로 버퍼를 옮겨주는 작업
을 수행한 횟수와 버퍼 수를 나타낸다.
LRU의 Tail 영역에 Dirty 버퍼들이 있을 경우 세션이 가용 버퍼를 검
색할 때 방해가 되므로 이런 버퍼들은 Cold dirty 리스트(LRUW main)
로 옮겨줘야 세션들이 가용 버퍼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이 작업은 보통 가용 버퍼를 찾는 세션들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경우
에 따라 DB writer가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DB writer가 이 작
업을 수행한 횟수와 옮긴 버퍼의 수를 보여준다.

dbwr writing list scans
dbwr writing list scanned block
count

dbwr writes
dbwr written block count

DB writer가 Cold dirty 리스트를 검색해 Clean인 버퍼는 LRU로 옮
기고, Log flush가 된 Dirty 버퍼는 Log-flushed dirty 리스트(LRUW
aux)로 옮겨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 Cold dirty 리스트를 검색한 횟수
와 검색한 버퍼의 수를 나타낸다.
DB writer 레이어에서 Dirty block을 기록하려고 시도한 횟수, 기록한
Block의 개수, 기록하는데 걸린 시간을 보여주는 통계를 나타낸다.

dbwr write time
dbwr writes - lru force list

Force queue에서 Block이 기록된 횟수와 기록한 Block의 수를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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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wr written block count - lru force Force queu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bwr flush requests - force"
list

항목을 참고한다.

dbwr writes - checkpoint list

모든 Dirty 버퍼는 Block이 처음 수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렬되어

dbwr written block count - check
point list

dbwr writes - file list
dbwr written block count - file list

체크포인트 Queue에 들어가게 되고, DB writer는 매번 깨어날 때마
다 여기에 있는 Block들을 디스크로 기록한다. 이때 Block을 기록한
횟수와 기록된 Block의 수를 보여준다.
통계는 DB writer가 파일 Queue에서 Dirty 버퍼를 수집한 횟수와 파
일 Queue에서 수집되어 기록된 Dirty block의 개수를 나타낸다.
Tibero 내부적으로 각 데이터 파일에 대응되는 Dirty block의 Queue
가 있는데 이를 파일 Queue라고 한다.

dbwr writes - lru list
dbwr written block count - lru list

dbwr writes - adjacent
dbwr written block count - adja
cent

내부적으로 Cold dirty block(버퍼)을 모아두는 Cold dirty 리스트가
존재하는데 DB writer가 이 리스트에서 버퍼를 수집해 기록한 횟수
와 기록한 버퍼들의 개수를 나타낸다.
DB writer가 버퍼를 기록할 때 성능상 이유로 인접 Block도 함께 기
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작업을 수행한 횟수와 이런 방식으로 기록
된 Block의 개수를 보여주는 통계를 나타낸다.

dbwr writes for incremental

Incremental 체크포인트를 수행한 횟수와 기록한 Block 수를 나타낸

checkpoint

다.

dbwr written blocks for incremen DB writer는 체크포인트가 발생하지 않아도 파라미터로 정해진 시간
tal checkpoint

마다 주기적으로 깨어나 변경된 Block을 디스크에 기록한다. 이를
Incremental 체크포인트라고 한다.

dbwr multi block writes
dbwr multi block writes - block
count

2개 이상의 Block이 한꺼번에 디스크에 기록된 횟수와 기록한 Block
의 수를 나타낸다.
DB writer는 2개 이상의 연속된 Dirty block이 있는 경우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디스크에 기록한다.

dbwr log flush requests

Log flush 요청과 관련된 통계를 나타낸다.

dbwr log flush waits

DB writer는 체크포인트처럼 꼭 디스크에 Dirty block을 기록해야 하
는 경우 해당 Block의 변경 사항에 대응되는 로그가 디스크로 내려
가 있지 않으면 디스크에 기록하기 위해 로그 writer에 로그 버퍼
Flush를 요청한다.
– log flush requests: 단순히 Log flush 요청을 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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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wr log flush waits: Log flush가 안 돼서 쓸 수 있는 Block이 없는
상황이라 DB writer가 요청 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dbwr copied hot blocks

Hot block 복사가 수행된 횟수를 나타낸다.

dbwr copied hot blocks - EXL

DB writer가 기록하려고 하는 Block이 Hot block일 경우 복사해서 디

mode

스크에 기록하여 해당 Block을 변경하려는 세션들을 방해하지 않도

dbwr hot block copy time

록 최적화되어 있다.

dbwr failed gathering - ckpt queue DB writer가 해당 Block 변경에 대응되는 로그가 디스크에 기록되지
dbwr failed gathering in ckptq need log flush

않은 이유로 기록 대상에서 제외한 횟수를 보여주 통계를 나타낸다.
(체크포인트 Queue의 통계)

dbwr failed gathering - force

DB writer가 해당 Block 변경에 대응되는 로그가 디스크에 기록되지

queue

않은 이유로 기록 대상에서 제외한 횟수를 보여주는 통계를 나타낸

dbwr failed gathering in forceq -

다. (Force queue의 통계)

need log flush
dbwr skip gathering - hot block

DB writer가 성능상 이유로 Hot block을 기록 대상에서 제외한 횟수
를 나타낸다.

incremental checkpoint by log in DB writer가 Force queue의 기록 작업을 수행한 후 바로 Incremental
terval

체크포인트를 수행하는 통계를 나타낸다.

incremental checkpoint by timeout DB writer가 Incremental checkpoint timeout으로 Dirty 버퍼 기록을
위해 깨어나는 것을 나타낸다.
incremental checkpoint with target _LOG_INC_CKPT_LAG_LIMIT_PCT가 양의 값(% 단위)으로 설정
tsn

된 경우 DB writer가 로그 생성 속도에 비해 Dirty 버퍼 기록이 뒤쳐
진다고 판단해 정해진 TSN을 기준으로 Dirty 버퍼를 기록하는 경우
가 있다. 이때 Dirty 버퍼 기록이 수행된 횟수를 보여주는 통계를 나
타낸다.

incremental checkpoint by many _DB_WRITER_INC_CKPT_START_PCT 파라미터를 양수로 설정
dirty blocks

한 경우 버퍼 Cache 크기 대비 파라미터로 설정된 퍼센트를 초과하
는 Dirty block이 생기면 체크포인트를 수행하게 된다. 이때 발생한
체크포인트의 횟수를 나타낸다.

incremental checkpoint continues 로그 생성 속도에 따라 DB writer가 쓸 양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 여
러 번에 걸쳐 반복해서 Block을 쓸 수 있다. 이때 한 번 깨어나 추가
로 Dirty block을 모아 쓰는 횟수를 나타낸다. (incremental checkpoint
with target tsn 항목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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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ns cumulative

클라이언트가 정상적으로 서버의 로그인 과정을 마치고 서버와 세
션 맺은 횟수를 나타낸다.

user calls

클라이언트의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한 횟수를 나
타낸다.

lgwr logfile switch

로그 스위치가 발생한 횟수를 나타낸다.

lgwr switch time
lgwr wait for copy
lgwr wait for copy - sleep count

로그 Writer가 로그 버퍼를 Redo 로그 파일에 기록할 때 Redo 로그
를 로그 버퍼로 로그가 기록 중인 세션이 있으면 대기해야 한다. 이
때 대기한 횟수와 대기 시간을 나타낸다.

lgwr wait for copy time
loga write
loga archive block count

아카이브 로그를 남길 때 몇 번 Write을 했는지, 몇 개의 Block을 썼
는지, 얼마나 걸렸는지의 통계를 나타낸다.

loga write time
free blocks scan
free blocks scanned block count

세션이 가용 버퍼를 찾기 위해 LRU 검색을 수행한 횟수와 검색한 총
버퍼 수를 나타낸다.

free blocks scanned - pinned seen 세션이 가용 버퍼를 찾기 위해 LRU 검색을 수행하는 중에 Pin된 버
free blocks scanned - pinned seen
(CR)

퍼를 만난 횟수와 그 중 CR 모드로 Pin된 버퍼를 만난 횟수를 나타
낸다.

free blocks scanned - readonly

세션이 가용 버퍼를 찾기 위해 LRU 검색을 수행하는 중에 읽기 전용

pinned seen

모드로 Pin된 버퍼를 만난 횟수를 나타낸다.

free blocks scanned - copied seen 세션이 가용 버퍼를 찾기 위해 LRU 검색을 수행하는 중에 복사본 버
퍼를 만난 횟수를 나타낸다.
free blocks scanned - shadow

세션이 가용 버퍼를 찾기 위해 LRU 검색을 수행하는 중에 복사본을

seen

가진 버퍼를 만난 횟수를 나타낸다.

free blocks scanned - hot seen

세션이 가용 버퍼를 찾기 위해 LRU 검색을 수행하는 중에 Hot block

free blocks scanned - hot seen

을 만난 횟수를 나타낸다.

(CR)
free blocks scanned - high touch 세션이 가용 버퍼를 찾기 위해 LRU 검색을 수행하는 중에 높은 터치
seen

카운트를 가진 버퍼를 만난 횟수와 그 중 CR block인 횟수를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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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blocks scanned - high touch
seen (CR)
free blocks scanned - received

세션이 가용 버퍼를 찾기 위해 LRU 검색을 수행하는 중에 TAC에 속

seen

한 다른 노드로부터 받아온 Block을 만난 횟수와 그 중 CR block인

free blocks scanned - received

횟수를 나타낸다.

seen (CR)
free blocks scanned - dirty seen 세션이 가용 버퍼를 찾기 위해 LRU 검색을 수행하는 중에 Dirty 버퍼
를 만난 횟수를 나타낸다.
free blocks scanned - writing

세션이 가용 버퍼를 찾기 위해 LRU 검색을 수행하는 중에 디스크에

clean seen

기록 중인 Dirty 버퍼를 만난 횟수를 나타낸다.

free blocks scanned - writing
clean seen (CR)
free blocks scanned - ir allocated 세션이 가용 버퍼를 찾기 위해 LRU 검색을 수행하는 중에 IR에서 사
seen

용 중인 버퍼를 만난 횟수를 나타낸다.

free blocks scanned - ir allocated
seen (CR)
free blocks requested

필요한 Block이 버퍼 Cache에 없을 경우 해당 세션은 새로운 버퍼를
얻으려는 시도를 한다. 이때 새로운 버퍼를 얻으려고 시도한 횟수를
나타낸다.

free blocks total waits
free blocks waits - timeout count
free blocks wait time

세션이 가용 버퍼를 찾지 못해 DB writer에 Dirty 버퍼를 기록하라고
요청을 하고 대기할 때 총 대기 횟수(free blocks total waits)와 시간
(free blocks wait time)을 나타낸다.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도 DB writer로부터 가용 버퍼를 확보했다는
연락이 오지 않으면 저절로 깨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깨어난 횟수(free
blocks wait - timeout consistent)도 보여준다.

free blocks - invoke dbwr
free blocks - dirty list count

세션이 가용 버퍼를 찾지 못해 DB writer에 Dirty 버퍼를 기록하라고
요청한 횟수(free blocks - invoke dbwr)에 관한 통계를 나타낸다.

free blocks fails - bucket lock busy 세션이 가용 버퍼를 찾았으나 Bucket lock을 잡지 못해 가용 버퍼로
활용하는데 실패한 횟수를 나타낸다.
free blocks fails - ws lock busy

세션이 가용 버퍼 선정을 위해 모든 워킹셋을 순회하며 워킹셋을 획
득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최초에 잡으려고 시도했던 워킹셋
Lock 획득을 위해 대기한 횟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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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block search in dbwr working 연속적인 DBA를 갖는 Free block을 되도록이면 하나의 DB writer가
set
free block search in dbwr working
set - force wait
free blocks survival upgrades

관리하는 워킹셋에서 가져오도록 하는 기능을 사용한 경우 볼 수 있
는 통계이다. 즉, 해당 워킹셋이 Busy하여 Wait한 후 Block을 가져온
상황을 말한다.

세션이 활용 가능한 버퍼를 LRU에서 검색하다가 가용하지 않은 버
퍼를 만난 경우 LRU의 중간 부분으로 해당 버퍼를 옮겨서 추후에 다
른 세션들이 가용 버퍼를 찾는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이
때 작업이 수행된 횟수를 나타낸다.

redo entries
redo log size

세션이 로그 버퍼에 기록한 Redo 레코드의 개수(Redo entries)와
Redo 로그 Size를 나타낸다.

redo space allocation successes 세션이 로그 버퍼에 공간을 할당받으려고 시도한 횟수를 나타낸다.
redo space allocation trials
redo log space requests

세션이 로그 버퍼에 할당받을 공간 확보를 요청한 횟수를 나타낸다.

redo log space requests - logfile 이때 총 횟수(redo log space requests)와 총 횟수 중 로그 스위치가
switch

필요하여 로그 스위치를 요청한 횟수(redo log space requests - logfile
switch)를 따로 보여준다.

redo wait for logfile switch
redo wait time for logfile switch

redo wait for flush
redo wait time for flush time

세션이 Redo 로그를 로그 버퍼에 기록할 때 로그 스위치가 진행 중
이면 로그 버퍼를 할당받을 수 없으므로 대기한다. 이때 대기한 횟수
와 대기한 총 시간를 나타낸다.
Redo 로그를 로그 버퍼에 기록하려고 하는 세션들이 Log flush를 대
기한 횟수와 총시간을 나타낸다.

the number of user commits per Commit redo apply 횟수를 나타낸다.
formed
redo write
redo written log blocks

Redo 로그 버퍼에 있는 로그 Block을 디스크에 기록한 횟수와 Block
한 Block 수, 기록하는 데 걸린 시간을 보여주는 통계를 나타낸다.

redo write time
redo write multi
redo write multi - waiter count

Redo 로그 버퍼의 내용 기록을 요청한 세션이 여럿이었을 경우의
횟수와 대기 세션의 총 개수를 보여주는 통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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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block updates

Block(버퍼)이 수정된 횟수와 Clean block(버퍼)이 최초로 수정된 횟

block updates clean buffer

수를 보여주는 통계를 나타낸다.

Number of wait-locks granted from Master 노드로 보낸 wait-lock 요청에 대해 응답을 받은 경우에 대한
the master

통계를 나타낸다.

Total Round Trip Times to grant
wait-lock
[CCC,MASTER] cr request on the Master 노드의 워킹 스레드가 Shadow 노드로 CR 요청을 보내는 경
master(requester = master)

우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CCC,MASTER] cr request fail on Master 노드의 워킹 스레드가 수행한 CR 요청이 실패하는 경우에
the master(requester = master)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CCC,MASTER] cr make on the Master 노드가 Shadow 노드로 CR block을 보내는 경우에 대한 통
master(holder = master)

계를 나타낸다.

[CCC,MASTER] cr make fail on

Master 노드가 Shadow 노드로 CR block을 보내는 데 실패한 경우

the master(holder = master)

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CCC,SHADOW] cr request fail

Shadow 노드의 워킹 스레드가 수행한 CR block 요청이 실패한 경

on the shadow

우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CCC,SHADOW] cr make on the Shadow 노드가 Master 노드로부터 CR block 요청을 받은 경우에
holder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CCC,SHADOW] cr make fail on Shadow 노드가 다른 노드를 위해 CR block을 만들어 주는데 실패
the holder

한 경우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consistent block gets for other in 다른 노드가 요청한 CR block을 만드는 경우와 관련된 통계를 나타
stance

낸다.

consistent block gets for other in
stance failed
consistent block get for other in
stance times
consistent block reads for other

다른 노드의 CR block 요청으로 인해 디스크 Read를 기다리거나 디

instance

스크 Read가 필요한 경우와 관련된 통계를 나타낸다.

consistent block wait-reads for
other 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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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Number of times to wait & process 미리 요청한 여러 개의 CR block에 대한 응답과 관련된 통계를 나타
CR reply for prefetch

낸다.

Number of blocks waited CR reply
for prefetch
Total Times to wait & process CR
reply for prefetch

[표 A.2] Stats, Events, Locks Descriptions 2
항목

설명

Number of locks prefetched

미리 요청한 Current block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경우와 관련된

Total Times to wait for prefetching

통계를 나타낸다.

done
Number of waiting previous CR

이미 CR block 요청이 진행 중이어서 새로운 요청을 처리하지 못하

reply

는 경우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Total Times sleeps to wait previ
ous CR reply
Number of waiting BUSY flag to Current block의 Lock 요청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
cancel lock

다.

Total Times sleeps to wait BUSY
flag to cancel lock
Number of waiting RCOC status RCOC 프로세스가 Instance recovery 중 다른 노드의 준비를 기다리
Total Times sleeps to wait RCOC

는 경우와 관련된 통계를 나타낸다.

status
Number of waiting RCOC start
Total Times sleeps to wait RCOC

Current block lock의 Reconfiguration을 시작하기까지 기다리는 경
우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start
Number of times received from a 다른 노드로부터 CR block을 받을 때 CR reply 메시지로 Block을 받
remote CR Server
Number of blocks received from

은 횟수, CR block 수, 요청하고 받을 때까지 시간에 대한 통계를 나
타낸다.

a remote CR Server
Total Round Trip Times to get CR
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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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Number of locks granted from the Master에게 ccc lock을 요청하고 Grant를 받은 Lock의 개수 및 시간
master
Total Round Trip Times to grant

통계로 Current block을 같이 받는 경우와 Lock만 받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lock
Number of UP locks processed

Master에서 Lock을 올려주는 작업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as master
CCC cvt-up replied immediately
on master
Total processing times to process
UP locks as master
Number of DOWN locks pro

Master 노드에서 Shadow 노드로부터의 Current block lock down 요

cessed as master

청을 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Total processing times to process
DOWN locks as master
Number of blocked requests by

Current block의 Lock 요청이 같은 노드의 다른 세션에 의해 처리되

local thread

지 않은 경우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Total blocked times by local
thread
Number of blocked requests by

Current block의 Lock 요청이 다른 노드에 의해 처리되지 않은 경우

remote instance

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Total blocked times by remote in
stance
Number of waiting RCOW status RCOW 프로세스가 Instance recovery 중 다른 노드의 준비를 기다
Total Times sleeps to wait RCOW

리는 경우와 관련된 통계를 나타낸다.

status
Number of waiting RCO start
Total Times sleeps to wait RCO

wait-lock의 Reconfiguration을 시작하기까지 기다리는 경우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start
Number of times to wait ctx sync Reconfiguration 준비를 기다리는 경우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Total Times sleeps to wait ctx
sy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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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Number of times to wait acf task TAC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모두 실행되기까지 기다리는 경우에
ready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Total Times sleeps to wait acf task
ready
result cache invalidation
result cache invalidation time
poll wake-up
poll wake-up: timeout

다른 노드에 결과집합을 무효화시키도록 요청하는 경우와 관련된
통계를 나타낸다.

다른 노드로부터의 Packet을 기다리는 경우와 관련된 통계를 나타
낸다.

poll time
fd selected
delay between select and receive
INC receive retry
INC receive retry count

다른 노드로부터 Packet이 도착한 후부터 Packet을 읽기까지 걸리
는 시간과 관련된 통계를 나타낸다.

다른 노드로부터의 Packet을 읽는 과정에서 EAGAIN error가 발생
한 경우와 관련된 통계를 나타낸다.

Number of receiving INC packet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Packet의 양과 속도에 관계된 통계를 나타낸
Number of bytes received INC

다.

packet
INC message receive time
INC receive packet
INC receive partial

다른 노드로부터 Packet을 나누어 받은 경우와 관련된 통계를 나타
낸다.

Number of errors during receiving 다른 노드로부터 Packet을 받는 것을 실패한 경우와 관련된 통계를
INC packet

나타낸다.

message passed to RCVR

다른 노드의 메시지를 받은 후 처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관련된

message pass time
INC send retry
INC send retry count
Number of sending INC packet

통계를 나타낸다.

다른 노드로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EAGAIN error가 발생하는
경우와 관련된 통계를 나타낸다.

다른 노드로 보낸 Packet의 양과 속도에 관계된 통계를 나타낸다.

Number of bytes sent INC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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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INC message send time
Number of errors during sending 다른 노드로 Packet을 보내는 것을 실패한 경우와 관련된 통계를 나
INC packet

타낸다.

Number of times to send INC

다른 노드로 Packet vector를 보내는 경우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packet vector
Number of INC packet vectors
sent
INC send packet
INC send partial

다른 노드로 Packet을 나누어 보내는 경우와 관련된 통계를 나타낸
다.

Number of re-scaning send msg 다른 노드로 보낼 메시지들을 Scan하는 경우와 관련된 통계를 나타
Q

낸다.

Total Times sleeps before rescaning send msg Q
Number of times to wait DSPC

Reconfiguration 과정 중 DSPC 프로세스가 재시작하기까지 기다리

working

는 경우와 관련된 통계를 나타낸다.

Total Times sleeps to wait DSPC
working
Number of times to wait DSPC

Reconfiguration 과정 중 DSPC 프로세스가 멈추기까지 기다리는 경

suspend

우와 관련된 통계를 나타낸다.

Total Times sleeps to wait DSPC
suspend
RCVR Full

다른 노드로부터의 메시지를 처리할 가용 RCVR가 부족한 경우와
관련된 통계를 나타낸다.

fscan fetch
fscan fetched block count

Full tablescan을 위한 Fetch 통계이다. 즉, Fetch 수행 횟수, block 수
및 걸린 시간의 누적 집계를 나타낸다.

fscan fetch time
fscan fetch - multiblk read
fscan fetch - multiblk read count
fscan fetch - multiblk rea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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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ablescan fetch 수행 중 Multi block read로 수행한 횟수 및 Block
수, 걸린 시간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항목

설명

fscan fetch - single block fetch

Full tablescan fetch 수행 중 Single block read를 수행한 횟수를 나
타낸다.

sgmt search - hint hit
sgmt search - hint hit size

Table에 새로운 Row를 추가하기 위해 Hint DBA를 사용하여 여유 공
간이 있는 Block을 찾으려는 시도가 성공한 경우를 나타내는 성능
지표를 나타낸다.

sgmt search - hint hit time
sgmt search - hint miss
sgmt search - hint miss size

Table에 새로운 Row를 추가하기 위해 Hint DBA를 사용하여 여유 공
간이 있는 Block을 찾으려는 시도가 해당 Block에 공간이 부족하여
실패한 경우를 나타내는 성능 지표를 나타낸다.

sgmt search - hint miss time
sgmt search - request
sgmt search - requested space
sgmt search - request time

Table에 Insert할 가용 공간이 있는 Block을 찾는(Search space) 통
계 정보를 나타낸다.
– Search space 시간
– Search space 요청한 전체 크기(byte) 및 Search space에 소요된
시간을 집계한 수치

sgmt search L2 - request
sgmt search L2 - l2 block pin

Search space 수행 중 level 2 bitmap block에서 level 1 bitmap block
을 거쳐 실제 Block을 찾는 데까지 걸린 통계 정보를 나타낸다.

count

– Search 횟수 및 L2 bitmap block을 Pin한 횟수

sgmt search L2 - request time

– 수행 시간을 집계한 수치

sgmt search L2 - bitmap block get Search space 수행 중 level 2 bitmap block을 가져오는 통계를 나타
sgmt search L2 - bitmap block get

낸다.

count
sgmt search L2 - bitmap block get
time
sgmt search L2 - request(hash)
sgmt search L2 - range search
count(hash)
sgmt search L2 - request
time(hash)

level 2 bitmap block에서 level 1 bitmap block 중 가용 공간을 탐색
할 때 노드 ID 또는 스레드 ID로 Hash해서 탐색하는 통계 정보를 나
타낸다.
– 탐색 횟수
– Retry 횟수 및 시간을 집계한 수치

sgmt search L2 - request(linear) level 2 bitmap block에서 level 1 bitmap block 중 가용 공간을 탐색
할 때 단순 Linear 탐색하는 통계 정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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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sgmt search L2 - range search

– 탐색 횟수

count(linear)

– Retry 횟수 및 시간을 집계한 수치

sgmt search L2 - request time(lin
ear)
sgmt search L1 - request
sgmt search L1 - l1 block pin

level 1 bitmap block에서 실제 빈 Block을 얻어오는 통계 정보를 나
타낸다.

count

– 탐색 횟수

sgmt search L1 - request time

– level 1 bitmap block pin 횟수 및 걸린 시간을 집계한 수치

sgmt search L1 - bitmap block get level 1 bitmap block을 얻어오는 통계 정보를 나타낸다.
sgmt search L1 - bitmap block get 세션수가 많거나 TAC 상황에서 노드 간 Contention이 심한 경우
count

level 1 bitmap block을 얻어오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sgmt search L1 - bitmap block get
time
sgmt search L1 - scan bitmap
sgmt search L1 - scan bitmap size

level 1 bitmap block에서 실제 데이터 Block의 Freeness를 검사한
횟수, Freeness 개수 및 시간을 집계한 수치를 나타낸다.

sgmt search L1 - scan bitmap time
sgmt search L1 - format
sgmt search L1 - format size

level 1 bitmap block 탐색 중 Unformatted block을 만나 Block format
에 성공한 횟수 및 Format block 개수, 시간을 누적 집계한 수치를 나
타낸다.

sgmt search L1 - format time
sgmt search L1 - format failed
sgmt search L1 - format failed size
sgmt search L1 - format failed

level 1 bitmap block 탐색 중 Unformatted block을 만나 Block format
을 시도했으나 다른 세션에서 이미 Format을 수행해서 Skip한 횟수
및 Format 시도 당시의 Block 개수, 실패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집계
한 수치를 나타낸다.

time
sgmt search L1 - ok - nowait
sgmt search L1 - nowait mode get
fail count

level 1 bitmap block에서 실제 데이터 Block을 No wait 모드로 얻어
오는 통계 정보를 나타낸다.
– No wait 요청 횟수 및 실패 횟수

sgmt search L1 - ok - nowait time – 얻어오는 데 걸린 시간을 집계한 수치
sgmt search L1 - ok - wait

level 1 bitmap block에서 실제 데이터 Block을 Wait 모드로 얻어오
는 통계 정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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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sgmt search L1 - wait mode get

– Wait 요청 횟수 및 실패 횟수

fail count

– 얻어오는 데 걸린 시간을 집계한 수치

sgmt search L1 - ok - wait time
sgmt search(direct L1)
sgmt search(direct L1) success

마지막 찾은 Block과 동일한 level 1 bitmap block을 먼저 찾아보는
알고리즘 관련 통계 정보를 나타낸다.

count

– L1 direct search 수행 횟수

sgmt search(direct L1) time

– 성공 횟수
– 걸린 시간을 집계한 수치

sgmt search - new iblk
sgmt search - fail count

Index split을 위한 새로운 Block을 요청하는 횟수, 실패 횟수, 걸린
시간을 집계한 수치를 나타낸다.

sgmt search - new iblk time
set bitmap freeness
count for degrade

Row insert 후 Block의 Freeness를 변경하는 횟수, 가용 공간이 줄어
든 횟수 및 걸린 시간을 집계한 수치를 나타낸다.

set freeness time
set sgmt hhwm count
set sgmt hhwm success
set sgmt hhwm time

Block format을 수행할 때 해당 세그먼트의 High watermark 갱신 관
련 통계 정보를 나타낸다.
– High watermark 갱신 횟수
– 성공 횟수(다른 세션이 이미 갱신한 경우 Skip)
– 수행 시간을 집계한 수치

segment search master request TAC에서 Segment master에 Search space 요청 관련 통계를 나타
segment search master request -

낸다.

success cnt
segment search master request time
segment search master

Segment master에서 Search space를 수행한 통계를 나타낸다.

segment search master - block
count
segment search master -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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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segment search slave

Segment slave에서 Search space를 수행한 통계를 나타낸다.

segment search slave - space
size
segment search slave - time
segment search slave set l1 free Block format 또는 Insert로 Block의 Freeness가 변경되었을 때 관련
ness
segment search slave set l1 free
ness(nowait fail count)

된 level 1 bitmap block의 freeness를 변경하는 통계 정보를 나타낸
다.
– level 1 freeness 설정 횟수

segment search slave set l1 free – No wait 모드일 경우 실패 횟수
ness - time

l1 local cache get

– 수행 시간을 집계한 수치
L1 bmb cache에서 L1 block search를 수행한 통계를 나타낸다.

l1 local cache get - miss count
l1 local cache get - time
l1 local cache update

L1 bmb cache 정보에 대한 Update를 수행한 통계를 나타낸다.

l1 local cache update - error count
l1 local cache update - time
sgmt alloc ext
sgmt alloc ext size
sgmt alloc ext time

Tablespace에서 세그먼트에 Extent를 할당하는 통계 정보를 나타낸
다.
– Extent 할당 횟수
– Extent 할당 누적 크기
– Extent 할당에 걸린 누적 시간을 집계한 수치

undo retention updates
undo retention update extents

TX commit 또는 Recovery할 때 정확한 Commit time을 갱신하는 로
직 관련 통계 정보를 나타낸다.

count

– Commit time 갱신 횟수

undo retention update time

– 갱신한 누적 Extent 수
– 누적 시간을 집계한 수치

undo retention recoveries

Crash recovery 또는 Instance recovery할 때 TX recovery에서 Exact
commit time을 갱신하는 통계 정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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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undo retention recovery updates – 횟수 및 갱신한 extent 개수
undo retention recovery time

– 걸린 시간의 누적을 집계한 수치

get new undo block

DML을 수행할 때 Undo 정보 저장을 위한 Undo block을 얻어오는

get new undo block success
get new undo block time

통계 정보를 나타낸다.
– Undo block 요청 횟수
– 성공 횟수
– 걸린 시간의 누적을 집계한 수치

idx partition dd/sgmt make
idx partition dd/sgmt make size

Index를 생성할 때 파티션과 관련된 처리를 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Local partitioned index 또는 Global partitioned index를 생성할 때나
파티션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할 때 발생한다.

idx partition dd/sgmt make time
idx partition sgmt make
idx partition sgmt make size

Index를 생성할 때 isgmt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내부적으로
JC_SGMT_CREATE가 다시 호출되며, _DD_SGMT에 정보를 세팅
하는 작업을 나타낸다. 또한 Root block을 세팅하는 작업까지 같이

idx partition sgmt make time

포함된다.

idx partition build etc

Index를 생성할 때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쿼리 String을 만드는 과정

idx partition build etc size

을 나타낸다.

idx partition build etc time
dp prepare
dp prepare time
dp finish
dp finish time

DP(Direct path load 또는 Direct path insert)를 수행하기 전에 작업
을 준비하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내는 항목을 나타낸다.

DP(Direct path load 또는 Direct path insert)를 수행한 후 작업을 마
무리하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이 단계에는 Transaction을 Commit 하고, Index를 Rebuild 하고,
Table lock을 Release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dp load
dp load row count

DP(Direct path load 또는 Direct path insert)를 수행할 때 데이터를
Loading하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dp load time
dp insert row
dp insert row count

DP(Direct path load 또는 Direct path insert)를 수행할 때 각각의 Row
를 Insert하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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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dp insert time

해당 항목은 JC_DP_LOAD(dp load) 항목에 내포된다.

dp insert row in a block

DP(Direct path load 또는 Direct path insert)를 수행할 때 각각의 Row

dp insert row in a block time

를 Insert하는 단계에서 Row가 한 블록에 온전히 삽입될 때에 대한
성능 지표를 나타낸다.
해당 항목은 JC_DP_INSERT_ROW(dp insert row) 항목에 내포된
다.

dp insert row in blocks
dp insert row in blocks time

DP(Direct path load 또는 Direct path insert)를 수행할 때 각각의 Row
를 Insert하는 단계에서 Row가 여러 블록에 걸쳐 삽입될 때에 대한
성능 지표를 나타낸다.
해당 항목은 JC_DP_INSERT_ROW(dp insert row) 항목에 내포된
다.

dp insert row in chains
dp insert row in chains time

DP(Direct path load 또는 Direct path insert)를 수행할 때 각각의 Row
를 Insert하는 단계에서 Row가 여러 개의 Chain으로 연결되어 삽입
될 때에 대한 성능 지표를 나타낸다.
해당 항목은 JC_DP_INSERT_ROW(dp insert row) 항목에 내포된
다.

dp insert long in a block
dp insert long in a block time

DP(Direct path load 또는 Direct path insert)를 수행할 때 각각의 Row
를 Insert 하는 단계에서 Long 데이터가 Chain으로 연결되어 삽입될
때에 대한 성능 지표를 나타낸다.
해당 항목은 JC_DP_INSERT_ROW(dp insert row) 항목에 내포된
다.

dp move to nextblk

DP(Direct path load 또는 Direct path insert)를 수행할 때 한 Block의
작업을 마치고 새로운 Block을 얻어오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
다.

dp sgmt alloc ext
dp sgmt alloc ext size

DP(Direct path load 또는 Direct path insert)를 수행할 때 새로운
Block을 얻어오는 과정에서 새로운 Extent를 할당받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dp sgmt alloc ext time
dp set bm
dp set bm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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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Direct path load 또는 Direct path insert)를 수행할 때 데이터
Block의 여유공간에 Meta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항목

설명

dpidx insert key

DP(Direct path load 또는 Direct path insert)를 수행할 때 DP 대상

dpidx insert key count

테이블에 Index가 걸려있는 경우 Index에 Key를 추가하는 동작에 대
한 성능을 나타낸다.

dpidx insert key time
dpidx rebuild
dpidx rebuild count

DP(Direct path load 또는 Direct path insert)를 수행할 때 DP 대상
테이블에 Index가 걸려있는 경우 데이터 Loading이 끝나고 Index를
Rebuild하는 동작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dpidx rebuild time
tdd insert rp
tdd insert rp time

tdd insert row
tdd insert row time
tdd delete rp
tdd delete rp time
tdd delete row
tdd delete row time
tdd update rp
tdd update rp time

tdd update row
tdd update row time
tdd mu add + close
tdd mu close
tdd mu total time

tdd mu flush
tdd mu last flush count
tdd mu flush time

Table에 새로운 Row를 추가할 때 한 Row가 여러 Block에 걸쳐서
Chain되어 추가되는 경우 RP(Row Piece)를 추가하는 전체 횟수를
나타낸다.
Table에 새로운 Row를 추가하는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을 나타
낸다.

Table에서 한 Row를 삭제할 때 한 Row가 여러 Block에 걸쳐서 Chain
되어 있는 경우 RP(Row Piece)를 삭제하는 전체 횟수를 나타낸다.

Table에서 한 Row를 삭제하는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을 나타낸
다.

Table에서 한 Row를 갱신할 때 한 Row가 여러 Block에 걸쳐서 Chain
되어 있는 경우 RP(Row Piece)를 갱신하는 전체 횟수를 나타내는
성능 지표를 나타낸다.
Table에서 한 Row를 갱신하는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을 나타낸
다.

Table에서 여러 Row를 동시에 갱신하는 작업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을 나타낸다.
해당 항목은 JC_TDD_UPDATE_ROW(tdd update row) 항목과는 별
도로 집계된다.
Table에서 여러 Row를 동시에 갱신하기 위해 MU 버퍼를 Flush하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해당 항목은 JC_TDD_MU(tdd mu) 항목에 내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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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tdd mu flush cv apply

Table에서 여러 Row를 동시에 갱신하기 위해 MU 버퍼를 Flush할

tdd mu flush cv apply time
tdd mu chained case
tdd mu chained case - time

tdd mu row reset
tdd mu row reset - pinhold

때 Redo 로그를 적용하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Table에서 여러 Row를 동시에 갱신하기 위해 MU 버퍼에 Row를 하
나씩 추가하는 단계에서 작업 대상 Row가 Chain되어 있는 경우 MU
버퍼를 Flush하고 대신 일반 Update를 수행한 횟수를 나타낸다.
Table에서 여러 Row를 동시에 갱신하기 위해 MU 버퍼에 Row를 하
나씩 추가하는 단계에서 작업 대상 Row가 이전 Transaction에 의해
변경되어 MU 버퍼를 Flush하고 Update를 재시도한 횟수를 나타낸
다.

tdd mu compaction
tdd mu compaction time

tdd lock row - called
tdd lock row - effective
compress add row
compress add row total time

Table에서 여러 Row를 동시에 갱신하기 위해 MU 버퍼를 Flush할
때 Redo 로그를 적용하는 단계에서 Block compaction을 수행하는
성능을 나타낸다.
Table에서 한 Row에 Lock을 잡는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을 나
타낸다. (현재 시간은 기록하지 않음)

DP(Direct path load 또는 Direct path insert)를 수행할 때 대상 Table
에 압축 옵션이 있는 경우 하나의 Row를 압축하면서 삽입하는 동작
에 대한 성능 지표 항목이다.
해당 항목은 JC_DP_INSERT_ROW_IN_A_BLK(dp insert row in a
block) 항목에 내포된다.

compress add row local
compress add row local total time

DP(Direct path load 또는 Direct path insert)를 수행할 때 대상 Table
에 압축 옵션이 있는 경우 하나의 Row를 압축하면서 삽입한다. 이때
Block 단위로 압축하는 Local compression 방식을 수행할 때의 성능
지표 항목을 나타낸다.

compress ranker add symbol
compress ranker add total time

compress ranker save symbol
compress ranker save total time

compress make blk
compress make blk tot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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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table에 등록된 압축 Symbol의 최종적인 Ranking을 계산하
기 위해 Ranker 리스트에 Symbol을 등록하는 작업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새로운 Row가 추가되면서 압축 Symbol ranking이 변경되기 전에 이
전 상태로 Ranker 리스트를 되돌릴 수 있도록 Backup을 받는 작업
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DP(Direct path load 또는 Direct path insert)를 수행할 때 대상 Table
에 압축 옵션이 있는 경우 Row를 압축하면서 Loading을 한다.

항목

설명
이때 한 Block에 들어갈 만큼 데이터가 Loading되면 최종적으로
Block에 대해 압축을 할 것인지 판단해서 Block 모양을 만드는 작업
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write comp_blk
write comp_blk total time

DP(Direct path load 또는 Direct path insert)를 수행할 때 대상 Table
에 압축 옵션이 있는 경우 Row를 압축하면서 Loading을 한다.
이때 한 Block에 들어갈 만큼 데이터가 Loading되면 대상 Block에
압축 Symbol과 압축 Row를 적절히 배치하는 작업에 대한 성능을 나
타낸다.

write uncomp_blk
write uncomp_blk total time

DP(Direct path load 또는 Direct path insert)를 수행할 때 대상 Table
에 압축 옵션이 있는 경우 Row를 압축하면서 Loading을 한다.
이때 한 Block에 들어갈 만큼 데이터가 Loading되었지만 최종적으
로 압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상 Block에 비압축 Row
를 적절히 배치하는 작업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compress add symtab
compress add symtab total time

DP(Direct path load 또는 Direct path insert)를 수행할 때 대상 Table
에 압축 옵션이 있는 경우 하나의 Row를 압축하면서 삽입을 한다.
이때 Row에 있는 Column 데이터를 Symbol table에 등록하는 작업
에 대한 성능 지표를 나타낸다.

compress symtab add symbol
compress symtab add symbol to

Table 데이터를 압축할 때 사용되는 Symbol table에 Symbol을 하나
등록할 때의 동작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tal time
compress symtab find mc_sym
compress symtab find mc_sym

Table 데이터를 압축할 때 사용되는 Symbol table에서 Multi-column
symbol을 찾을 때의 동작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total time
compress symtab add mc_sym
compress symtab add mc_sym

Table 데이터를 압축할 때 사용되는 Symbol table에 Multi-column
symbol을 하나 등록할 때의 동작에 대한 성능을 나타내는 항목이다.

total time
oldcol check
oldcol check colcnt
csr reset lob

DML을 수행하기 전 old column check를 수행한 전체 횟수를 나타낸
다.

DML이 수행될 때 LOB 컬럼에 대해 cursor reset이 일어난 전체 횟
수를 나타낸다.

csr reset

DML이 수행될 때 cursor reset이 일어난 전체 횟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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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csr reset - row not found
row reset

DML이 수행될 때 row reset이 일어난 전체 횟수를 나타낸다.

row reset - pinhold
oldcol replace total
oldcol replace - row reset
idx insert - pin total
idx insert - pin total size

DML이 수행될 때 row reset이 발생한 경우 어떤 Column에서 row
reset이 발생했는지 정보를 추가하는 작업의 전체 횟수를 나타낸다.

Index leaf block에 특정 Key를 삽입하기 위해 Index block에 Pin을
잡고 있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을 나타낸다. (현재 사용되지
않음)

idx insert - pin total time
idx insert key - 1st cleanout
idx insert key - 1st cleanout size

Index leaf block에 특정 Key를 삽입할 때 대상 Block에 clean-out을
수행하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insert key - 1st cleanout time
idx insert key - wait svctx
idx insert key - wait svctx size

Index leaf block에 특정 Key를 삽입할 때 대상 Block에서 recursive
service transaction을 기다리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insert key - wait svctx time
idx insert key - key search
idx insert key - key search size

Index leaf block에 특정 Key를 삽입할 때 대상 Block에서 삽입 Key
를 찾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insert key - key search time
idx insert key - alloc itl
idx insert key - alloc itl size

Index leaf block에 특정 Key를 삽입할 때 대상 Block에 Transaction
entry slot을 할당받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insert key - alloc itl time
idx insert key - apply cv
idx insert key - apply cv size

Index leaf block에 특정 Key를 삽입할 때 대상 Block에 Redo 로그를
준비하고 적용하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insert key - apply cv time
isgmt get buf peep
isgmt get buf peep time

104

Tibero APM 안내서

Index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Key 값을 가지고 Index leaf
block을 찾아가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항목

설명

isgmt get buf peep - get cdba lvl Index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Key 값을 가지고 Index leaf
isgmt get buf peep - get cdba lvl
time

block을 찾아가는 단계에서 Block의 Level과 Child DBA를 가져오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sgmt get buf peep - get cdba all Index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Key 값을 가지고 Index leaf
isgmt get buf peep - get cdba all
time

block을 찾아가는 단계에서 Block의 Level과 Child DBA 등 각종 정
보를 가져오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sgmt get buf peep - get cdba only Index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Key 값을 가지고 Index leaf
isgmt get buf peep - get cdba only
time

block을 찾아가는 단계에서 Block의 Child DBA를 가져오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sgmt get buf peep retry branch

Index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Key 값을 가지고 Index leaf

because of parent split

block을 찾아가는 중 Block에 변경이 감지되고, Parent block에서
Split이 발생한 경우 Root block부터 찾기를 재시도하는 횟수를 나타
낸다.

isgmt get buf peep retry branch

Index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Key 값을 가지고 Index leaf
block을 찾아가는 중 Block에 변경이 감지되고, Parent block에서 다
시 검색한 Child DBA 값이 다른 경우 Root block부터 찾기를 재시도
하는 횟수를 나타낸다.

[표 A.3] Stats, Events, Locks Descriptions 3
항목

설명

isgmt get buf peep retry - wait

Index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Key 값을 가지고 Index leaf

svctx

block을 찾아갈 때 마지막 Leaf block에 Service transaction을 기다
리고, Root block부터 찾기를 재시도하는 횟수를 나타낸다.

isgmt get buf peep retry
isgmt get buf peep retry - SHR

Index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Key 값을 가지고 Index leaf
block을 찾아갈 때 마지막 Leaf block에 변경이 감지되고, Parent
block에서 다시 검색한 Child DBA 값이 다른 경우 Root block부터
찾기를 재시도하는 횟수를 나타낸다.

isgmt get buf peep - get current
isgmt get buf peep - get current
time
isgmt get key peep CR
isgmt get key peep CR

Index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Key 값을 가지고 Index leaf
block을 찾아갈 때 마지막 Leaf block에 Pin을 잡는 단계에 대한 성능
을 나타낸다.

Index에 주어진 Key 값이 있는 Block의 CR image를 만드는 작업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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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isgmt get buf peep retry because Index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Key 값을 가지고 Index leaf
of block type change

block을 찾아가는 중에 중간 Block의 타입이 변경된 경우 Root block
부터 찾기를 재시도하는 횟수를 나타낸다.

isgmt get buf peep retry because Index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Key 값을 가지고 Index leaf
of leaf block split rollback

block을 찾아가는 중에 마지막 Block이 Split을 진행하다가 Rollback
된 경우 Root block부터 찾기를 재시도하는 횟수를 나타낸다.

isgmt get buf peep retry because Index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Key 값을 가지고 Index leaf
of branch block split rollback

block을 찾아가는 중에 중간 Block이 Split을 진행하다가 Rollback 된
경우 Root block부터 찾기를 재시도하는 횟수를 나타낸다.

isgmt key exist check peep
isgmt key exist check peep
isgmt wait svctx
isgmt wait svctx time

isgmt coalesce
isgmt coalesce time

isgmt coalesce skip leaf
isgmt coalesce skip leaf - active
tx exist
idx branch split wlock blocked
idx branch split wlock blocked

Index에 주어진 Key 값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대한 성능을 나타
낸다.

index leaf block에서 Split 작업이 Recursive transaction으로 진행되
는 상황일 경우 사용자 Transaction이 동시에 같이 진행되지 못하고
Split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Index에 Key 삭제로 인하여 빈 Block이 생기는 경우 대상 Index에 대
해 Coalesce를 수행하는 작업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을 나타낸
다.
Index에 Key 삭제로 인하여 빈 Block이 생기는 경우 대상 Index에 대
해 Coalesce를 수행하는데,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특정 Leaf block
에 대해 Coalesce를 수행하지 못해 Skip하는 전체 횟수를 나타낸다.

Index branch block에 Split 작업을 시도할 때 이미 다른 세션에서
Split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WLock에서 기다린 시간을 나타낸다.

time
idx sclear/split - wlock blocked
idx sclear/split - wlock blocked
size
idx sclear/split - wlock blocked

Index leaf block에 Split 작업을 시도할 때 이미 다른 세션에서 Split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WLock에서 기다린 시간을 나타낸다.
해당 항목은 JC_IL_SCLR_SPL(idx sclear/split - total)에 포함되지
않는다.

time
idx sclear/split - total
idx sclear/split - total size
idx sclear/split - tot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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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leaf block에 Split 작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단계에 대한 성능
을 나타낸다. Index의 특정 Block에 Key가 추가되어야 하는데 해당
Block에 공간이 없는 경우 Split이 발생한다.

항목

설명

idx sclear/split - buf get

Index leaf block에 Split 작업을 준비할 때 대상 Block을 Current mode

idx sclear/split - buf get size

로 Pin을 잡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sclear/split - buf get time
idx sclear/split - 1st cleanout
idx sclear/split - 1st cleanout size

Index leaf block에 Split 작업을 준비할 때 대상 Block을 Clean-out하
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sclear/split - 1st cleanout time
idx sclear/split - wait svctx
idx sclear/split - wait svctx size

Index leaf block에 Split 작업을 준비할 때 대상 Block에 Service
transaction을 Wait하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sclear/split - wait svctx time
idx sclear/split abort - splitcnt
idx sclear/split abort - splitcnt size

Index leaf block에 Split 작업을 준비할 때 대상 Block이 이미 Split되
어 진행하던 Split 작업을 취소하는 횟수를 나타낸다.

idx sclear/split abort - splitcnt time
idx sclear/split abort - space
idx sclear/split abort - space size

Index leaf block에 Split 작업을 준비할 때 대상 Block에 대한 Cleanout 작업 등으로 공간이 확보되어 진행하던 Split 작업을 취소하는 횟
수를 나타낸다.

idx sclear/split abort - space time
idx sclear - total
idx sclear - total size
idx sclear - total time

idx split - total
idx split - total fail
idx split - total time

idx split - txlock
idx split - txlock fail

Index leaf block에 Split 작업을 준비할 때 Sclear space를 삭제하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해당 항목은 JC_IL_SCLR_SPL(idx sclear/split - total) 항목에 내포
된다.
Index leaf block에 Split 작업을 실행하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
다.
해당 항목은 JC_IL_SCLR_SPL(idx sclear/split - total) 항목에 내포
된다.
Index leaf block에 Split 작업을 실행할 때 Transaction lock을 잡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split - txlock time
idx split - make rc

Index leaf block에 Split 작업을 실행할 때 새로운 Right block을 생성
하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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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idx split - make rc time
idx split - set next prev
idx split - set next prev time
idx split - get rc
idx split - get rc time

idx split - prepare split key
idx split - prepare split key time

idx split - branch insert
idx split - branch insert time
idx split - DSC check
idx split - DSC check fail

Index leaf block에 Split 작업을 실행할 때 Next block의 Previous link
를 설정하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ndex leaf block에 Split 작업을 실행할 때 Split key를 Parent block
에 추가하기 위해 Right block을 Current mode로 Pin을 잡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ndex leaf block에 Split 작업을 실행할 때 Split key를 Parent block
에 추가하기 위해 Parent key를 준비하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
낸다.
Index leaf block에 Split 작업을 실행할 때 Split key를 Parent block
에 추가하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ndex leaf block에 Split 작업을 실행할 때 Split block을 Current mode
로 다시 Pin을 잡았을 때 Delete 작업에 대한 Commit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split - DSC check time
idx split - make lc
idx split - make lc time
idx split - commit
idx split - commit time

Index leaf block에 Split 작업을 실행할 때 기존의 Split block을 새로
운 Left block으로 변경하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ndex leaf block에 Split 작업을 실행할 때 마지막으로 Recursive
transaction을 Commit하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sclear for split - total

Index split할 때 Sclear를 위한 시간을 나타낸다.

idx update key

Index leaf block에 특정 Key를 삽입할 때 대상 Block에 이미 동일한

idx update key size

Key가 있으면, 이미 존재하는 Key 항목의 데이터 영역을 Update하
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unique potential violation)

idx update key time
idx restore key
idx restore key size

Index leaf block에 특정 Key를 삽입할 때 대상 Block에 이미 동일한
Key가 있고 삭제 표시가 있는 경우 삭제된 Key를 Restore 하는 단계
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restore key time
idx update nonkey
idx update nonkey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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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leaf block에서 특정 Column을 Update하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을 나타낸다.

항목

설명

idx update nonkey time

IOT 테이블의 Non-key 영역에 있는 Column을 Update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idx delete key - get leaf
idx delete key - get leaf size
idx delete key - get leaf time

idx delete - pin total
idx delete - pin total size

Index에서 특정 Key를 삭제하기 위해 주어진 Key 값을 가지고 Index
leaf block을 찾아가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해당 항목은 JC_TDI_DELETE_KEY(idx delete key) 항목에 내포된
다.
Index leaf block에서 특정 Key를 삭제하기 위해 Index block에 Pin을
잡고 있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을 나타낸다.

idx delete - pin total time
idx delete key - 1st cleanout
idx delete key - 1st cleanout size

Index leaf block에서 특정 Key를 삭제할 때 대상 Block에 Clean-out
을 수행하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delete key - 1st cleanout time
idx delete key - wait svctx
idx delete key - wait svctx size

Index leaf block에서 특정 Key를 삭제할 때 대상 Block에서 Recursive
service transaction을 기다리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delete key - wait svctx time
idx delete key - key search
idx delete key - key search size

Index leaf block에서 특정 Key를 삭제할 때 대상 Block에서 삭제 Key
를 찾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delete key - key search time
idx delete key - alloc itl
idx delete key - alloc itl size

Index leaf block에서 특정 Key를 삭제할 때 대상 Block에 Transaction
entry slot을 할당받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delete key - alloc itl time
idx delete key - txu scan
idx delete key - txu scan size

Index leaf block에서 특정 Key를 삭제할 때 해당 Key가 이전에 Update
를 한 적이 있는지 체크하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delete key - txu scan time
idx delete key - apply cv
idx delete key - apply cv size

Index leaf block에서 특정 Key를 삭제할 때 대상 Block에 Redo 로그
를 준비하고 적용하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delete key - apply cv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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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idx update nonkey

Index에 특정 Column을 Update하는 작업의 성능을 나타낸다.

idx update nonkey size

IOT 테이블의 Non-key 영역에 있는 Column을 Update하는 경우 발

idx update nonkey time
idx update nonkey - get leaf
idx update nonkey - get leaf size

생한다.

Index에 특정 Column을 Update하기 위해 주어진 Key 값을 가지고
Index leaf block을 찾아가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update nonkey - get leaf time
idx update non key - 1st cleanout Index leaf block에서 특정 Column을 Update할 때 대상 Block에
idx update non key - 1st cleanout

Clean-out을 수행하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size
idx update non key - 1st cleanout
time
idx update non key - wait svctx
idx update non key - wait svctx
size

Index leaf block에서 특정 Column을 Update할 때 대상 Block에서
Recursive service transaction을 기다리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
낸다.

idx update non key - wait svctx
time
idx update non key - key search Index leaf block에서 특정 Column을 Update할 때 대상 Block에서
idx update non key - key search

작업 대상 Key를 찾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size
idx update non key - key search
time
idx update non key - alloc itl
idx update non key - alloc itl size

Index leaf block에서 특정 Column을 Update할 때 대상 Block에
Transaction entry slot을 할당받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update non key - alloc itl time
idx update non key - apply cv
idx update non key - apply cv size

Index leaf block에서 특정 Column을 Update할 때 대상 Block에 Redo
로그를 준비하고 적용하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update non key - apply cv time
idx drop col - get leaf

Index에서 특정 Column을 Drop하기 위해 주어진 Key 값을 가지고
Index leaf block을 찾아가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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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idx drop col - get leaf size
idx drop col - get leaf time
idx drop col - 1st cleanout
idx drop col - 1st cleanout size

Index leaf block에서 특정 Column을 Drop할 때 대상 Block에 Cleanout을 수행하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drop col - 1st cleanout time
idx drop col - wait svctx
idx drop col - wait svctx size

Index leaf block에서 특정 Column을 Drop할 때 대상 Block에서 Re
cursive service transaction을 기다리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
다.

idx drop col - wait svctx time
idx drop col - key search
idx drop col - key search size

Index leaf block에서 특정 Column을 Drop할 때 대상 Block에서 작
업 대상 Key를 찾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drop col - key search time
idx drop col
idx drop col size
idx drop col time

idx drop col - alloc itl
idx drop col - alloc itl size

Index leaf block에서 특정 Column을 Drop하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
한 항목을 나타낸다.
IOT 테이블의 Non-key 영역에 있는 Column을 Drop하는 경우 발생
한다.
Index leaf block에서 특정 Column을 Drop할 때 대상 Block에
Transaction entry slot을 할당받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drop col - alloc itl time
idx drop col - apply cv
idx drop col - apply cv size

Index leaf block에서 특정 Column을 Drop할 때 대상 Block에 Redo
로그를 준비하고 적용하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drop col - apply cv time
idx modify col - get leaf
idx modify col - get leaf size

Index에서 특정 Column을 Modify하기 위해 주어진 Key 값을 가지고
Index leaf block을 찾아가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modify col - get leaf time
idx modify col - 1st cleanout
idx modify col - 1st cleanout size

Index leaf block에서 특정 Column을 Modify할 때 대상 Block에 Cleanout을 수행하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modify col - 1st cleanou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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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idx modify col - wait svctx

Index leaf block에서 특정 Column을 Modify할 때 대상 Block에서

idx modify col - wait svctx size

Recursive service transaction을 기다리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
낸다.

idx modify col - wait svctx time
idx modify col - key search
idx modify col - key search size

Index leaf block에서 특정 Column을 Modify할 때 대상 Block에서 작
업 대상 Key를 찾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modify col - key search time
idx modify col
idx modify col size
idx modify col time

idx modify col - alloc itl
idx modify col - alloc itl size

Index leaf block에서 특정 Column을 Modify하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을 나타낸다.
IOT 테이블의 Non-key 영역에 있는 Column을 Modify하는 경우 발
생한다.
Index leaf block에서 특정 Column을 Modify할 때 대상 Block에
Transaction entry slot을 할당받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dx modify col - alloc itl time
tdil alloc itl
tdil alloc itl fail

Index leaf block에서 DML을 수행하기 위해 Transaction entry slot을
할당받는 작업에 대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을 나타낸다.

tdil alloc itl time
tdil wait itl
tdil wait itl - cannot extend itl
tdil wait itl time

auto coalesce timer total
auto coalesce timer skip
auto coalesce timer time

Index leaf block에서 DML을 수행하기 위해 Transaction entry slot을
할당받으려 했으나 공간이 부족하여 다른 Transaction entry가 끝나
길 기다리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을 나타낸다.
해당 항목은 JC_TDIL_ALLOC_ITL(tdil alloc itl) 항목에 내포된다.
Index에 Key 삭제로 인해 빈 Block이 생기는 경우 Auto-coalesce의
대상으로 선정되고, 주기적으로 선정된 대상 Index들에 대해서 Autocoalesce를 수행한다.
해당 항목은 Auto-coalesce가 수행된 총 횟수와 수행에 소요된 시간
을 나타낸다.

lblk insert oldblk call/count
lblk insert oldblk call/count size
lblk insert oldblk call/cou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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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 segment의 공간이 해제될 때 Old page를 만들어서 Lob index
block에 추가하는 작업에 대한 횟수를 나타낸다.

항목

설명

lblk get newblk total

LOB segment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Block을 찾는 작업에

lblk get newblk total size

대한 횟수를 나타낸다.

lblk get newblk total time
lblk reuse - buffered
lblk reuse - buffered size

LOB segment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Block을 찾을 때 LOB
구조체에 저장된 DBA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횟수를 나타낸다.

lblk reuse - buffered time
lblk new without add_ext
lblk new without add_ext size

LOB segment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Block을 찾을 때 Extent
를 추가하지 않고 Search space만 수행해서 찾은 경우에 대한 횟수
를 나타낸다.

lblk new without add_ext time
lblk reuse oldblk
lblk reuse oldblk size

LOB segment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Block을 찾을 때 Undo
retention이 지난 Old page를 재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횟수를 나타
낸다.

lblk reuse oldblk time
lblk no oldkey in 1st blk
lblk no oldkey in 1st blk size

LOB segment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Block을 찾을 때 Undo
retention이 지난 Old page를 재사용하는 경우 첫번째 lob index key
에 해당하는 Old page가 없는 경우에 대한 횟수를 나타낸다.

lblk no oldkey in 1st blk time
lblk oldest key not expired
lblk oldest key not expired size

LOB segment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Block을 찾을 때 Undo
retention이 지난 Old page를 재사용하는 경우 현재 대상 Lob index
block에 Undo retention이 지난 Old page가 없는 경우에 대한 횟수

lblk oldest key not expired time

를 나타낸다.

lblk no more oldkey

LOB segment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Block을 찾을 때 Undo

lblk no more oldkey size

retention이 지난 Old page를 재사용하는 경우 마지막 Lob index
block까지 확인했지만 Undo retention이 지난 Old page가 없는 경우

lblk no more oldkey time

에 대한 횟수를 나타낸다.

lblk delete rp failed

LOB segment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Block을 찾을 때 Undo

lblk delete rp failed size

retention이 지난 Old page를 재사용하는 경우 대상 Lob index block
에 Undo retention이 지난 Old page를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lblk delete rp failed time

횟수를 나타낸다.

lblk new with add_ext

LOB segment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Block을 찾을 때 Extent

lblk new with add_ext size

추가를 하고, Search space를 수행해서 찾은 경우에 대한 횟수를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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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lblk new with add_ext time
lblk reuse - unexpired
lblk reuse - unexpired size

LOB segment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Block을 찾을 때 Undo
retention이 지나지 않은 Old page를 재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횟수
를 나타낸다.

lblk reuse - unexpired time
lblk set bm conflict
lblk set bm conflict size

LOB segment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Block을 찾았지만
Bitmap update를 수행하다가 Conflict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횟수를
나타낸다.

lblk set bm conflict time
ssgmt aio suspend
ssgmt aio suspend size
ssgmt aio suspend time
ssgmt aio reads

비동기 I/O를 사용하여 Temporary segment를 읽은 횟수이다.

ssgmt aio read time
sorts (disk)
sorts (disk) size

메모리에 전체 데이터를 로딩할 수 없어 Temporary segment를 정
렬하는 경우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sorts (disk) time
temp ts alloc
temp ts alloc size
temp ts alloc time

Temporary tablespace에서 Temp extent를 할당받는 통계 정보를
나타낸다.
– Temp extent 할당 횟수
– 할당 누적 크기(64K 단위)
– 할당에 걸린 누적 시간

temp ts free

Temporary tablespace의 Extent를 반환하는 통계 정보를 나타낸다.

temp ts free size

– 할당 해제 횟수

temp ts free time

– 크기 및 걸린 누적 시간

temp granule request

TAC에서 wthr가 Temp extent 할당을 위해 백그라운드에 요청하는

temp granule success count

통계 정보를 나타낸다.
– Temp extent 할당 요청 횟수

temp granule reque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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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 동기화 요청 Extent 개수(64K 단위)
– 누적 시간

temp granule acquire
temp granule acquire count
temp granule acquire time

TAC에서 노드 간 Temp granule 획득을 위한 백그라운드 수행 통계
정보를 나타낸다.
– TAC 노드 간 Temp granule 획득 횟수
– 획득 Granule(Extent * TEMP_GRANULE_SIZE) 수
– 획득 누적 시간

tempe granule release

TAC에서 할당받은 Temp granule 해제 관련 통계 정보를 나타낸다.

tempe granule release count

– temp granule 해제 횟수

tempe granule release time

– Granule 수
– 누적 시간

tempe granule check lock
tempe granule check lock count

TAC에서 특정 Granule에 대해 할당 여부를 확인하는 루틴 수행에
대한 통계 정보를 나타낸다.

tempe granule check lock time
tx binded new block
tx binded reused

Transaction 시작을 위한 Undo block bind 횟수 및 Freepool에서
Undo block을 재사용하는 횟수에 대한 통계 정보를 나타낸다.

on demand recovery
on demand recovery apply urec
count
current rollback
current rollback - apply count

Transaction rollback 횟수 및 Rollback을 위한 Undo record 적용 횟
수를 나타낸다.

user rollbacks

Rollback(to uea) 호출 횟수를 나타낸다.

transactions

Transaction begin부터 Commit/Rollback으로 Transaction 수행을 종

transactions total time

료하기까지의 Transaction 수행 횟수 및 시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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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recursive transactions

Recursive transaction begin부터 Commit/Rollback으로 Recursive

recursive transactions total time

fast cleanouts
fast cleanout time
fast cleanout blocks
fast cleanout blocks succeed
undo extent steal trials
undo extent steals
undo extent steal time

transaction 수행을 종료하기까지의 Recursive transaction 수행 횟
수 및 시간을 나타낸다.
Commit할 때 해당 Transaction이 고친 Block에 대한 Fast cleanout
을 수행한 횟수 및 걸린 시간을 나타낸다.

Fast cleanout 수행을 시도한 Block의 개수 및 실제 Cleanout이 성공
한 Block 수를 나타낸다.

Undo extent 할당을 위해 다른 Undo segment에서 Extent를 Steal한
통계 정보를 나타낸다.
– Steal 시도 횟수
– 실제 Steal에 성공한 횟수
– 걸린 시간의 누적값

undo extent steal ignore retention Undo retention을 무시하고 Extent를 Steal 시도한 횟수 및 Steal 성
undo extent steal ignore retention

공 횟수, 걸린 시간의 누적값을 나타낸다.

value
undo extent steal ignore retention
time
commit tsn cache search
commit tsn cache hit
recover undoblk for tx begin
recover undoblk for tx begin time
sorts (memory)
sorts (memory) size

Undo segment cache의 commit tsn cache search 횟수 및 Hit 횟수
를 나타낸다.

tx begin 과정 중에 Recovery가 발생한 경우 Undo block에 대한 Pin
recovery를 수행한 횟수 및 시간을 나타낸다.

메모리에 전체 데이터를 로딩하여 정렬하는 경우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sorts (memory) time
sent message count
sent message size (byte)
sent messag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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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프로세스가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보낸 횟수와 크기를 나
타낸다.

항목

설명

SQL processing count

워킹 스레드가 클라이언트의 요청 메시지 중 다음과 같은 타입의 메

SQL processing time

시지를 처리한 횟수와 걸린 시간을 나타낸다.
– TBMSG_PREPARE:
– TBMSG_EXECUTE
– TBMSG_EXECDIR
– TBMSG_PREPARE_EXECUTE
– TBMSG_EXECUTE_UDT
– TBMSG_PREPARE_EXECUTE_UDT
TBMSG_PREPARE는 Parse & Optimize를, TBMSG_EXECUTE는
Execute를, TBMSG_EXECDIR는 두 가지 모두를 수행한다.

SQL processing (batchupdate)

워킹 스레드가 클라이언트의 요청 메시지 중 다음과 같은 타입의 메

count

시지를 처리한 횟수와 걸린 시간을 나타낸다.

SQL processing (batchupdate)

– TBMSG_BATCH_UPDATE

time

– TBMSG_PREPARE_BATCHUPDATE
TBMSG_BATCH_UPDATE와 TBMSG_PREPARE_BATCHUPDATE
는 모두 배치 관련 작업을 수행한다.

csr fetch insert

INSERT 문을 처리하는데 걸린 전체 시간을 나타낸다.

csr fetch insert time
csr fetch delete

DELETE 문을 수행하는 데 걸린 전체 시간을 나타낸다.

csr fetch delete time
csr fetch update

UPDATE 문을 처리하는데 걸린 전체 시간을 나타낸다.

csr fetch update - abort
csr fetch update time
csr fetch merge

MERGE 문을 처리하는데 걸린 전체 시간을 나타낸다.

csr fetch merge time
csr fetch call

Call PSM 문을 처리하는데 걸린 전체 시간을 나타낸다.

csr fetch cal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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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csr fetch direct path insert

DPI 문을 처리하는데 걸린 전체 시간을 나타낸다.

csr fetch direct path insert time
csr fetch select

SELECT 쿼리를 수행하는 데 걸린 전체 시간을 나타낸다.

csr fetch select - abort
csr fetch select time
parse count (for all sessions)
parse time elapsed

parse count (total)

수행하려는 쿼리의 문법과 구문을 분석하고 오류를 찾아내는 과정
이다. 오류없이 해석이 끝나면 쿼리는 Data Dictionary 등의 추가적
인 정보를 포함한 Parse tree로 변경된다.
쿼리 처리기는 쿼리 해석기와 수행기로 구성되어 있다.
쿼리 해석기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Phyisical plan을 만들거나 Cache
를 이용해 수행을 준비한다. Physical plan을 만드는 과정을 Hard
parsing이라고 하고, 일련의 과정없이 Cache를 통해 Physical plan
을 찾는 과정을 Soft parsing이라고 한다.

parse count (hard)

쿼리 해석기는 Parser, Transformer 그리고 Optimizer를 거쳐 처음
수행하는 쿼리를 Physical plan으로 만들고 재사용을 위해 Pysical
plan cache에 저장한다. 이 과정을 Hard parsing이라고 한다.

parse count (failures)

Soft + Hard parsing 수행 중에 실패한 횟수를 나타낸다. 실패의 이유
는 다음과 같다.
– 잘못된 형식을 사용한 문법 오류와 쿼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구문 오류
– 권한이 불충분해서 발생하는 오류

execute count

쿼리 수행기가 호출된 횟수를 나타낸다. 이때 수행 중 에러가 발생하
더라도 유효하다.

optimizer
optimizer size

Hard parsing 시간 중 Optimizing(Logical plan을 Physical plan으로
변환하는 과정) 단계에서 소요된 시간을 나타낸다.

optimizer time
ex pga cr cache hit

한 쿼리 수행 중 반복적으로 Index scan을 하는 경우 Index
root/Branch block을 Cache하는 기능에서 Cache된 Block을 사용한
횟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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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ex pga cr cache miss

한 쿼리 수행 중 반복적으로 Index scan을 하는 경우 Index
root/Branch block을 Cache하는 기능에서 Cache된 Block을 사용하
지 못한 횟수를 나타낸다.

ex dml partition hint hit

Partitioned table에 대한 DML 작업에서 Row를 포함하는 Partition을
구할 때 이전 Row가 속했던 Partition을 우선 시도하게 된다. 이때 이
전 Row의 Partition이 올바르게 일치된 횟수를 나타낸다.

hash join
hash join size

Hash table을 이용해 조인을 수행한다. 동일, 외부, 세미, 부정형 그
리고 집합 조인을 처리할 수 있다. 이때 소요된 시간을 나타낸다.

hash join time
hash join 1p hash table build
hash join 1p hash table build size

Driving table을 읽어들일 만큼의 여유 메모리가 있는 경우 수행한다.
이때 Table을 읽어들이고 Hash table을 만든다.

hash join 1p hash table build time
hash join 1p hash table probing
hash join 1p hash table probing

Driven table을 읽어서 조인을 수행한다. 이때 읽어들인 Row는 Hash
table에 조회해서 조인 여부를 결정한다.

size
hash join 1p hash table probing
time
hash join 2p partition build

Hash table을 만들 만큼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수행된다.

hash join 2p partition build size

Driving table을 메모리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을 크기로 나누어

hash join 2p partition build time

hash join 2p rebuild
hash join 2p rebuild size
hash join 2p rebuild time

Sort segment에 저장한다. 이때 Driving table을 나누어 저장한 Sort
segment를 Partition이라고 부른다.
읽어들인 N개의 Partition으로 Hash table을 생성한 항목을 나타낸
다.
Hash function을 사용해서 나누기 때문에 Partition의 크기는 동일하
지 않다. Partiton을 정렬하고 작은 크기의 Partition부터 순서대로 메
모리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읽어들인다.

hash join 2p 1st probing

Driven table을 읽어서 조인을 수행한다.

hash join 2p 1st probing size

조인할 Row가 Hash table 생성에 참여한 Partition에 속하면 조인을

hash join 2p 1st probing time

수행한 항목을 나타낸다. 만약 Partition에 속하지 않으면 Sort segment
에 저장한다. 이때 해당 Sort segment를 Swap-Out partition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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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hash join 2p 2nd probing

2-pass fisrt probing에서 처리되지 않은 Partition에 대한 조인을 수행

hash join 2p 2nd probing size
hash join 6 time

한 항목을 나타낸다.
작은 크기부터 하나씩 Hash table로 만들고 Swap-Out partition을 읽
어들여 조인한다. 이때 모든 Partition이 처리되거나 메모리에서 처
리할 수 없는 크기의 Partition을 만나면 수행을 종료한다.

hash join 2p loop
hash join 2p loop size
hash join 2p loop time

hash join pe probing
hash join pe probing size
hash join pe probing time

Partition을 한 번에 처리할 만큼의 메모리가 없는 경우에 수행한 항
목을 나타낸다.
가능한 메모리 크기만큼만 Partition 읽어들여 조인을 수행하고, Hash
table을 이용한 Nested join처럼 동작한다.
병렬 수행일 때 Driven table을 읽어서 조인을 수행한 항목을 나타낸
다.
읽어들인 Row는 Hash table에 조회해서 조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중간 결과를 별도의 Sort segement에 저장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
하다.

fail to allocate fdpool

wthr별 Datafile에 대한 fd cache를 할당할 때 메모리 부족 등으로 할
당 실패한 횟수를 나타낸다.

invalidate fd wait
invalidate fd wait time

sort

Datafile drop 등으로 Cache된 관련 fdpool을 Invalidate할 때 동일
fdpool을 참조하는 다른 wthr가 해당 fdpool을 Release할 때 까지 기
다리는 횟수 및 시간을 나타낸다.
Sort 과정에서 수행된 총 시간을 나타낸다.

sort time
sort - gather rows stage
sort - gather rows stage time
sort - build key stage

Sort를 위해 필요한 Row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소요한 시간을 나타
낸다.

Sort를 위해 Key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소요한 시간을 나타낸다.

sort - build key stage time
sort - top-k process stage
sort - top-k process stage time

전체 Row가 아닌 상위 k개의 Row에 대해서만 Sort하는 과정에서 소
요한 시간을 나타낸다.

sort - build run from keystore

상위 k개의 Row에 대해서만 Sort하는 경우 메모리가 부족하여

stage

Temporary tablespace에 중간 결과들을 쓰는 과정에서 소요한 시간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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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sort - build run from keystore
stage time
sort - build run from mruns stage 전체 Row에 대해 Sort하는 경우 메모리가 부족하여 Temporary ta
sort - build run from mruns stage

blespace에 중간 결과들을 쓰는 과정에서 소요한 시간을 나타낸다.

time
sort - build mplan stage
sort - build mplan stage time
sort - merge runs stage
sort - merge runs stage time

Temporary tablespace에 저장된 중간 결과들을 어떤 순서로 합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요한 시간을 나타낸다.

Temporary tablespace에 저장된 중간 결과들을 합쳐서 최종 결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한 시간을 나타낸다.

sort - make result from keystore 상위 k개의 Row에 대해서만 Sort하는 경우 정렬된 Key들로부터 최
stage

종 결과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소요한 시간을 나타낸다.

sort - make result from keystore
stage time
sort - make result from mruns

전체 Row에 대해 Sort하는 경우 정렬된 Key들로부터 최종 결과를

stage

생성하는 과정에서 소요한 시간을 나타낸다.

sort - make result from mruns
stage time
quicksort
quicksort time

순수하게 Quicksort 알고리즘에 의해서만 Sort를 수행하는데 소요한
시간을 나타낸다.

sort group by - gather rows stage Group by sort에 필요한 Row를 모으는 과정에서 소요한 시간을 나
sort group by - gather rows stage

타낸다.

time
sort group by - build key stage
sort group by - build key stage

Group by sort를 위해 Key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소요한 시간을 나타
낸다.

time
sort group by - build intermediate 메모리에 있는 Row를 Group by key에 의해 각 그룹별로 합치는 과
run stage

정에서 소요한 시간을 나타낸다.

sort group by - build intermediate
run stag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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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sort group by - build disk run

메모리에 전체 데이터를 로딩할 수 없어 Temporary tablespace에

stage

중간 결과를 쓰는 과정에서 소요한 시간을 나타낸다.

sort group by - build disk run
stage time
sort group by - build mplan stage Temporary tablespace에 저장된 중간 결과들을 어떤 순서로 합칠지
sort group by - build mplan stage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요한 시간을 나타낸다.

time
sort group by - merge runs stage Temporary tablespace에 저장된 중간 결과들을 합쳐서 최종 결과로
sort group by - merge runs stage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한 시간을 나타낸다.

time
sort group by - make result stage 메모리에 있는 Row로부터 Group by sort의 최종 결과를 생성하는
sort group by - make result stage

과정에서 소요한 시간을 나타낸다.

time
sort group by (v2) - gather rows

Group by sorting (v2)에 필요한 Row를 모으는 과정에서 소요한 시

stage

간을 나타낸다.

sort group by (v2) - gather rows
stage time
sort group by (v2) - build tree

Group by sort (v2)를 위해 Tree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소요한 시간을

stage

나타낸다.

sort group by (v2) - build tree
stage time
sort group by (v2) - build disk run 메모리에 전체 데이터를 로딩할 수 없어 Temporary tablespace에
stage

중간 결과를 쓰는 과정에서 소요한 시간을 나타낸다.

sort group by (v2) - build disk run
stage time
sort group by (v2) - build mplan

Temporary tablespace에 저장된 중간 결과들을 어떤 순서로 합칠지

stage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요한 시간을 나타낸다.

sort group by (v2) - build mplan
stag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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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sort group by (v2) - merge runs
stage time
sort group by (v2) - make result

메모리에 있는 Row로부터 Group by sort (v2)의 최종 결과를 생성하

stage

는 과정에서 소요한 시간이다.

sort group by (v2) - make result
stage time
sort aggregation - gather rows

Sort aggregation을 위해 필요한 Row를 모으는 과정에서 소요한 시

stage

간이다.

sort aggregation - gather rows
stage time
sort aggregation - grouping stage Group by 절이 있는 경우 Sort aggregation을 위해 각 그룹별로 분리
sort aggregation - grouping stage

하는 과정에서 소요한 시간이다.

time
sort aggregation - first phase

Sort aggregation을 위해 Aggregation 함수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stage

소요한 시간이다.

sort aggregation - first phase
stage time
sort aggregation - second phase 한 번에 최종 Aggregation 함수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째
stage

Aggregation 함수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요한 시간이다.

sort aggregation - second phase
stage time
sort aggregation - build run stage 메모리에 전체 데이터를 로딩할 수 없어 Temporary tablespace에
sort aggregation - build run stage

중간 결과를 쓰는 과정에서 소요한 시간이다.

time
sort aggregation - merge run

Temporary tablespace에 저장된 중간 결과들을 합쳐서 최종 결과로

stage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한 시간이다.

sort aggregation - merge run
stage time
sort aggregation - make result

메모리에 있는 Row들로부터 Sort aggregation의 최종 결과를 생성

stage

하는 과정에서 소요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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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sort aggregation - make result
stage time
sort aggregation - eval out stage 별도의 Sort나 그룹으로 나누는 과정 없이 바로 최종 결과를 생성하
sort aggregation - eval out stage

는 과정에서 소요한 시간이다.

time
optimizer dynamic sampling
optimizer dynamic sampling time

Optimizer에서 통계 정보가 없는 컬럼들의 임시 통계 정보를 생성하
기 위하여 Dynamic sampling을 하는 과정에서 소요한 시간이다.

optimizer dynamic sampling block Optimizer의 Dynamic sampling 단계에서 Sample block을 읽어오는
read

데 소요한 시간이다.

optimizer dynamic sampled block
count
optimizer dynamic sampling block
read time
table full scan

Full table scan을 하는데 소요한 총 시간이다. (Filtering 시간 포함)

table full scan time
table full scan - ex filtering and
compacting
table full scan - ex filtering and
compacting time

Table scan할 때 Filtering과 Compaction을 하는 횟수를 나타낸다.
– Filtering: Where 절에 있는 조건으로 Row를 추려내는 작업이다.
– Compaction: 데이터 Block에 있는 Row 중 상위에서 볼 Row만 표
시하는 과정이다. 이때 Delete되었거나 Filtering된 Row는 제외한
다.

Number of current blocks served 다른 노드에 전송한 모든 Current block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for other instances
current block send fail
current block se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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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block served:control file

다른 노드에 전송한 Current block 중 컨트롤 파일 Header 타입에 대

header

한 통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served:data file

다른 노드에 전송한 Current block 중 데이터 파일 Header 타입에 대

header

한 통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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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current block served:control file

다른 노드에 전송한 Current block 중 컨트롤 파일 Block 타입에 대

block

한 통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served:bitmap

다른 노드에 전송한 Current block 중 Bitmap header 타입에 대한 통

header

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served:bitmap block 다른 노드에 전송한 Current block 중 Bitmap block 타입에 대한 통
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served:extent map 다른 노드에 전송한 Current block 중 Extent map 타입에 대한 통계
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served:1st level bmb 다른 노드에 전송한 Current block 중 1st level bmb 타입에 대한 통
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served:2nd level

다른 노드에 전송한 Current block 중 2nd level bmb 타입에 대한 통

bmb

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served:3rd level bmb 다른 노드에 전송한 Current block 중 3rd level bmb 타입에 대한 통
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served:undo header 다른 노드에 전송한 Current block 중 Undo header 타입에 대한 통
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served:undo extent 다른 노드에 전송한 Current block 중 Undo extent map 타입에 대한
map

통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served:undo block 다른 노드에 전송한 Current block 중 Undo block 타입에 대한 통계
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served:segment

다른 노드에 전송한 Current block 중 Segment header 타입에 대한

header

통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served:data block

다른 노드에 전송한 Current block 중 Data block 타입에 대한 통계
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served:index branch 다른 노드에 전송한 Current block 중 Index branch block 타입에 대
block

한 통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served:index leaf

다른 노드에 전송한 Current block 중 Index leaf block 타입에 대한

block

통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served:sort block

다른 노드에 전송한 Current block 중 Sort block 타입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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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current block served:lob block

다른 노드에 전송한 Current block 중 Lob block 타입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served:reading block 다른 노드에 전송한 Current block 중 Reading block 타입에 대한 통
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served:others

다른 노드에 전송한 Current block 중 기타 Block 타입에 대한 통계
를 나타낸다.

Number of current blocks received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모든 Current block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from other instances
current block receive time
current block received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모든 Current block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received RTT
current block received:control file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urrent block 중 컨트롤 파일 Header 타입에
header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received RTT:control
file header
current block received:data file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urrent block 중 데이터 파일 Header 타입에

header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received RTT:data
file header
current block received:control file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urrent block 중 컨트롤 파일 Block 타입에
block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received RTT:control
file block
current block received:bitmap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urrent block 중 Bitmap header 타입에 대한

header

통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received RTT:bitmap
header
current block received:bitmap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urrent block 중 Bitmap block 타입에 대한

block

통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received RTT:bitmap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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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current block received:extent map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urrent block 중 Extent map 타입에 대한 통
current block received RTT:extent

계를 나타낸다.

map
current block received:1st level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urrent block 중 1st level bmb 타입에 대한

bmb

통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received RTT:1st
level bmb
current block received:2nd level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urrent block 중 2nd level bmb 타입에 대한

bmb

통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received RTT:2nd
level bmb
current block received:3rd level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urrent block 중 3rd level bmb 타입에 대한

bmb

통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received RTT:3rd
level bmb
current block received:undo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urrent block 중 Undo header 타입에 대한

header

통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received RTT:undo
header
current block received:undo extent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urrent block 중 Undo extent map 타입에 대
map

한 통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received RTT:undo
extent map

[표 A.4] Stats, Events, Locks Descriptions 4
항목

설명

current block received:segment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urrent block 중 Segment header 타입에 대

header

한 통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received RTT:seg
ment header
current block received:data block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urrent block 중 Data block 타입에 대한 통
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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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current block received RTT:data
block
current block received:index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urrent block 중 Index branch block 타입에

branch block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received RTT:index
branch block
current block received:index leaf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urrent block 중 Index leaf block 타입에 대한
block

통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received RTT:index
leaf block
current block received:sort block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urrent block 중 Sort block 타입에 대한 통계
current block received RTT:sort

를 나타낸다.

block
current block received:lob block
current block received RTT:lob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urrent block 중 Lob block 타입에 대한 통계
를 나타낸다.

block
current block received:reading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urrent block 중 Reading block 타입에 대한

block

통계를 나타낸다.

current block received RTT:read
ing block
current block received:others
current block received RTT:others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urrent block 중 기타 Block 타입에 대한 통
계를 나타낸다.

Number of block lock get fails by Current block에 대한 Lock 요청이 Lock cache block 변경으로 인해
writing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Number of block lock get fails by Current block에 대한 Lock 요청이 다른 노드로부터 Current block을
block waiting

기다리고 있어서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Number of block lock get fails by Current block에 대한 Lock 요청이 같은 노드에 다른 세션의 Lock 요
compatibility

청과 호환되지 않아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Number of block lock get fails by Current block에 대한 Lock 요청이 다른 노드의 Lock 요청과 호환되
blocked by other in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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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항목

설명

Number of block lock gets ignor

Current block에 대한 Lock 요청이 다른 노드의 Lock 요청과 호환되

ing starvation of other instances 지 않지만 성능 향상을 위해 먼저 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통계를 나타
낸다.
Number of down convert rejects 다른 노드로부터 Lock down 요청을 받았으나 성능 개선을 위해 일
despite no owner in the ccc lock 정 시간 동안 Lock down을 하지 않고, 로컬 세션의 요청을 먼저 처리
holder

하는 경우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memory tuner drift

메모리 튜너가 메모리 드리프트 상황을 감지했을 때 Foreground로

memory tuner drift calc time
memory tuner prof register

메모리 Bound를 재계산하는 항목을 나타낸다.

메모리 튜너 프로파일 등록을 나타낸다.

memory tuner prof register time
cursor close
cursor close time

JC_CURSOR_CLOSE는 cursor 닫은 작업을 수행한 횟수와 걸린 시
간을 나타낸다.
cursor는 서버 내에서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여
러가지 다양한 데이터나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구조체이다.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 Cursor 구조체를 만들고 초기화하는 작업
을 Open이라고 하고, 클라이언트 요청을 마치고 Cursor 구조체 내
데이터를 정리하고 해제하는 작업을 Close라고 한다.

reply message
reply message time
reply msg wait log flush
reply msg wait log flush time

write reply msg
write reply msg time

reply msg sql common
reply msg sql common time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 일반적인 응답 메시지를 보낸 횟수과 걸린
시간을 나타낸다.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 일반적인 응답 메시지를 보낼 때 Log flush
작업을 먼저 한다. 이때 작업을 수행한 횟수와 걸린 시간을 나타낸
다.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 일반적인 응답 메시지를 보낼 때 보낼 메시
지에 대한 패키징을 마친 후 실제 네트워크 소켓에 물리적으로 쓰는
작업을 수행한 횟수와 걸린 시간을 나타낸다.
워킹 스레드가 클라이언트의 요청 메시지 중 다음과 같은 타입의 메
시지를 처리한 후 Reply msg를 보내는 작업을 수행한 횟수와 걸린
시간을 나타낸다. (case 1)
– TBMSG_EXECUTE
– TBMSG_EXECDIR
– TBMSG_PREPARE_EXE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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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 TBMSG_EXECUTE_UDT
– TBMSG_PREPARE_EXECUTE_UDT

reply msg etc
reply msg etc time

워킹 스레드가 클라이언트의 요청 메시지 중 다음과 같은 타입을 제
외한 나머지 타입의 메시지를 처리한 후 Reply msg를 보내는 작업
을 수행한 횟수와 걸린 시간을 나타낸다. (case 2)
– TBMSG_PREPARE
– TBMSG_EXECUTE
– TBMSG_EXECDIR
– TBMSG_PREPARE_EXECUTE
– TBMSG_EXECUTE_UDT
– TBMSG_PREPARE_EXECUTE_UDT

msg commit
msg commit time

msg rollback
msg rollback time

msg long read
msg long read time

msg lob
msg lob time

msg xa
msg xa time
msg dpl
msg dp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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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스레드가 클라이언트의 요청 메시지 중 TBMSG_COMMIT(Com
mit 요청)을 처리하는데 작업을 수행한 횟수와 걸린 시간을 나타낸
다.
워킹 스레드가 클라이언트의 요청 메시지 중 TBMSG_ROLL
BACK(Rollback 요청)을 처리하는데 작업을 수행한 횟수와 걸린 시
간을 나타낸다.
워킹

스레드가

클라이언트의

요청

메시지

중

TBMSG_LONG_READ(LONG 데이터 Read)를 처리하는데 작업을
수행한 횟수와 걸린 시간을 나타낸다.
워킹 스레드가 클라이언트의 요청 메시지 중 LOB read/write 등 LOB
과 관련된 요청을 처리하는데 작업을 수행한 횟수와 걸린 시간을 나
타낸다.
워킹 스레드가 클라이언트의 요청 메시지 중 XA와 관련된 요청을 처
리하는데 작업을 수행한 횟수와 걸린 시간을 나타낸다.

워킹 스레드가 클라이언트의 요청 메시지 중 DPL(Direct Path
Loading)과 관련된 요청을 처리하는데 작업을 수행한 횟수와 걸린
시간을 나타낸다.

항목

설명

msg dblink 2pc

Homogeneous DBLink의 요청 메시지 중 2 phase commit 등 Global

msg dblink 2pc time

msg tsam
msg tsam time
sql dd lock acquire
sql dd lock acquire time
sql dml lock acquire

transaction과 관련된 요청을 처리하는데 작업을 수행한 횟수와 걸린
시간을 나타낸다.
워킹 스레드가 클라이언트의 요청 메시지 중 TSAM과 관련된 요청
을 처리하는데 작업을 수행한 횟수와 걸린 시간을 나타낸다.

SQL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Object들에 대한 DD lock을 획득하는 횟
수를 나타낸다.

DML을 수행하기 위해 획득한 DML lock의 수를 나타낸다.

sql dml lock acquire time
hint dba

Table에 새로운 Row를 추가하기 위해 Hint DBA를 사용하여 여유 공
간이 있는 Block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전체 횟수를 나타낸다.

hint dba get fail

Table에 새로운 Row를 추가하기 위해 Hint DBA를 사용하여 여유 공
간이 있는 Block을 찾으려고 시도하였으나, 해당 Block을 Exclusive
mode로 잡는데 실패한 경우를 나타낸다.

hint clear

Table에 새로운 Row를 추가하기 위해 Hint DBA를 사용하여 여유 공
간이 있는 Block을 찾는 알고리즘에서 해당 Block에 더 이상의 공간
이 없어서 Hint DBA를 Clear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wc hit

Cache가 이용된 횟수를 나타낸다.
쿼리 수행기는 런타임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Execution contexts라
는 구조를 만들어 사용한다. Execution contenxt를 매번 생성하는 비
용을 줄이기 위해서 Cache를 사용하며, 이 Cache를 Executor
workarea cache라고 부른다.

wc miss

재사용 가능한 Execution contexts를 찾지 못한 횟수를 나타낸다.
쿼리 수행기는 런타임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Execution contexts라
는 구조를 만들어 사용한다. Execution contenxt를 매번 생성하는 비
용을 줄이기 위해서 Cache를 사용하며, 이 Cache를 Executor
workarea cache라고 부른다.

jc time reversal count
jc time reversal sum

jcnt 시간을 측정할 때 시간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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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rowid sort prefetch

Rowidscan 노드에서 Rowid에 해당하는 CR block을 읽을 때 인접한

rowid sort prefetch total cnt

index continous block count
index continous block sum

Block들 중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Block을 미리 읽어온다. 이
때 읽어들인 총 Block 수를 나타낸다.
Index branch block에서 주어진 Key 값에 맞는 Child block을 찾아갈
때 찾은 Child block의 다음 Block들이 연속된 Block address를 갖는
경우 연속된 Block 수를 나타낸다.
단, _BUF_GET_PREFETCH_COUNT 설정값이 0 이상인 경우에 동
작한다.

buf get prefetch request count
buf get prefetch request block
sum
buf get prefetch done count
buf get prefetch done block sum
multi block read invalid block
count on pga
multi block read invalid block sum
on pga
get multi block read count - re
quested
get multi block read count - block
count
get multi block read count time
multi block read check on cache
- requested
multi block read check on cache
- block count not on cache
multi block read check on cache
time
hash group by

Hash group by에서 Hash table을 만드는데 소요된 시간을 나타낸다.

hash group by - htbl build time

Hash table은 N개의 Partition으로 나뉘어 있다. 메모리가 모자란 경
우 Partition별로 Sort sgement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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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hash group by - grouping

Hash table을 이용해 집합 함수를 계산하고, 결과셋을 만드는데 소

hash group by - grouping time

요된 시간을 나타낸다.
Partition은 N개의 Cell로 구성되어 있는데 Sort segment에 쓰여진
적이 없는 Cell만이 Grouping의 대상이 된다.

hash group by - rebuild
hash group by - rebuild time

Grouping이 가능한 크기의 Partition을 골라서 Hash table을 복원한
다. 이때 나머지 Partition은 Sort segement에 저장해서 필요한 메모
리를 확보하기 위해 Partition 크기의 계산과 정렬, Sort segement의
Swap in/out 작업을 수행한다.

hash group by - loop
hash group by - loop time

하나의 Partition을 Hash table로 만들 수 없는 경우에 수행된다.
Partition을 N개의 Sub-Partition으로 분할하고 Hash table 생성,
Grouping, Rebuilding 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작업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Partition을 나누며 반복된다.

hash group by - htbl build (in loop) Loop 상황에서 Hash table을 만드는데 소요된 시간을 나타낸다.
hash group by - htbl build time (in
loop)
usgmt get current
usgmt get current time
usgmt get cr
usgmt get cr time
dsgmt get cr
dsgmt get cr time
isgmt get cr
isgmt get cr time
isgmt get cr in lvl
isgmt get cr in lvl - get_cr call

DML 수행 등을 위해 Undo block을 Current로 요청한 횟수 및 시간
을 나타낸다.

Consistent read 등을 위해 Undo block을 CR로 요청한 횟수 및 시간
을 나타낸다.

Table의 특정 Block에 대해 CR image를 만드는 작업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ndex의 특정 Block에 대해 CR image를 만드는 작업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Index에서 주어진 Key 값과 Snapshot을 가지고 Index leaf block의
CR image를 만드는 작업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count
isgmt get cr in lvl time
isgmt get new blk
isgmt get new blk time

Index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Block을 찾는 작업에 대한 성
능을 나타낸다.

Appendix A. Tibero APM Reports Stats, Events, Locks
Descriptions 133

항목

설명

isgmt get new blk - search space Index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Block을 찾을 때 여유 공간이
isgmt get new blk - search space

있는 Block을 찾는 단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

time

JC_ISGMT_GET_NEW_BLK(isgmt get new blk) 항목에 포함된다.

sgmt format

Block format 횟수를 나타낸다.

sgmt format get l1bmb count

L1 bitmap search 중 Format 수행 횟수 및 시간 통계를 나타낸다.

sgmt format get l1bmb time
sgmt format block

Block 단위 format 횟수 및 시간 관련 통계를 나타낸다.

sgmt format block count
sgmt format block time
sgmt format set bm count

Format할 때 Bitmap을 갱신한 횟수 및 시간 관련 통계를 나타낸다.

sgmt format set bm time
sgmt_search_space_l1_no_wait_case Insert할 때 가용 공간이 있는 Block을 No wait로 요청하고 공간 확인
까지 수행한 횟수 및 가용 Block을 찾은 횟수, 누적 수행 시간을 나타
낸다.
sgmt_search_space_l1_no_wait_get_cur Insert할 때 가용 공간이 있는 Block을 Current no wait로 요청한 횟
수 및 성공한 횟수, 누적 수행 시간을 나타낸다.
sgmt_search_space_l1_no_wait_can_use Insert할 때 가용 공간이 있는 Block을 Current no wait로 요청한 후
실제 가용 공간이 있는지 확인한 횟수 및 누적 수행 시간을 나타낸
다.
Number of times CR request

Current block에 대한 Lock 요청으로 인해 CR block 요청이 기다리

blocked by CUR request

게 되는 경우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Number of blocks CR request
blocked by CUR request
Total CR blocked time by CUR
request
Number of conflict DBA while
scanning candidate 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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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block/CR block과 관련된 메시지 처리 중 out-of-order 메시

messages

지가 발생하는 경우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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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Number of CCC messages pro

Current block/CR block과 관련된 메시지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

cessed

간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Total Times to process CCC
message
recreatable chunk cache out

JC_RECR_CACHE_OUT는 Shared pool의 Recreatable chunk 중
에 재사용이 가능한 Recreatable chunk들을 대상으로 메모리를 해
제하여 Shaed pool 메모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을 수행한
횟수를 나타낸다.
Shared pool 메모리 공간의 일부는 Physical plan cache나 Dictionary
cache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용도로 할당되는 메모리를
Recreatable chunk라고 한다.

Number of times the send queue 다른 노드로 보낼 메시지를 처리하는 작업과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
processed

다.

Number of messages in the send
queue
number of begin tx
total times to begin tx

number of getting undo ts
total times to get undo ts
number of getting undo sgmt
total times to get undo sgmt

Transaction begin(Idle undo segment search, Undo segment header
의 Slot 할당 및 TX 정보 Alloc 등) 수행 횟수 및 누적 수행 시간을 나
타낸다.
Transaction begin 과정 중 Undo tablespace를 찾는데 걸린 횟수 및
누적 시간을 나타낸다.

Transaction begin 과정 중 Idle undo segment를 찾는데 걸린 횟수
및 누적 시간을 나타낸다.

number of getting undo block and Transaction begin 과정 중 Transaction begin에 필요한 가용 Undo
apply

block에 대한 전체 처리 횟수 및 누적 시간을 나타낸다.

total times to get undo block and
apply
number of getting undo block
total times to get undo block
profile checked
profile check fail

Transaction begin 과정 중 Transaction begin에 필요한 가용 Undo
block을 얻는 횟수 및 걸린 시간을 나타낸다.

시스템에 있는 사용자에 대한 Profile 적용 사항들을 Internal task로
주기적 갱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소요된 시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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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profile check time
set session login/logout time
set session logout time only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공유 메모리에 로그인 여부를 기록하게 되는
데 이때 발생하는 항목을 나타낸다.

Total times to set session login/lo
gout time
update session profile login/logout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공유 메모리에 로그인 여부를 기록하게 되고,
time
updated user count for session

이를 Internal task가 주기적으로 돌면서 _PROFILE_USER에 기록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항목을 나타낸다.

profile login/logout time
Total times to update session lo
gin/logout time
Number of CR blocks served for 다른 노드에 전송한 CR block 전체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other instances
CR block send fail
CR block send time
CR block served:control file

다른 노드에 전송한 CR block 중 컨트롤 파일 Header 타입에 대한

header

항목을 나타낸다.

CR block served:data file header 다른 노드에 전송한 CR block 중 데이터 파일 Header 타입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CR block served:control file block 다른 노드에 전송한 CR block 중 컨트롤 파일 Block 타입에 대한 항
목을 나타낸다.
CR block served:bitmap header

다른 노드에 전송한 CR block 중 Bitmap header 타입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CR block served:bitmap block

다른 노드에 전송한 CR block 중 Bitmap block 타입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CR block served:extent map

다른 노드에 전송한 CR block 중 Extent map 타입에 대한 항목을 나
타낸다.

CR block served:1st level bmb

다른 노드에 전송한 CR block 중 1st level bmb 타입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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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CR block served:2nd level bmb

다른 노드에 전송한 CR block 중 2nd level bmb 타입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CR block served:3rd level bmb

다른 노드에 전송한 CR block 중 3rd level bmb 타입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CR block served:undo header

다른 노드에 전송한 CR block 중 Undo header 타입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CR block served:undo extent map 다른 노드에 전송한 CR block 중 Undo extent map 타입에 대한 항
목을 나타낸다.
CR block served:undo block

다른 노드에 전송한 CR block 중 Undo block 타입에 대한 항목을 나
타낸다.

CR block served:segment header 다른 노드에 전송한 CR block 중 Segment header 타입에 대한 항목
을 나타낸다.
CR block served:data block

다른 노드에 전송한 CR block 중 Data block 타입에 대한 항목을 나
타낸다.

CR block served:index branch

다른 노드에 전송한 CR block 중 Index branch block 타입에 대한 항

block

목을 나타낸다.

CR block served:index leaf block 다른 노드에 전송한 CR block 중 Index leaf block 타입에 대한 항목
을 나타낸다.
CR block served:sort block

다른 노드에 전송한 CR block 중 Sort block 타입에 대한 항목을 나
타낸다.

CR block served:lob block

다른 노드에 전송한 CR block 중 Lob block 타입에 대한 항목을 나타
낸다.

CR block served:reading block

다른 노드에 전송한 CR block 중 Reading block 타입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CR block served:others

다른 노드에 전송한 CR block 중 기타 Block 타입에 대한 항목을 나
타낸다.

Number of CR blocks received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모든 CR block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from other instances
CR block receive time
CR block received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모든 CR block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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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CR block received RTT
CR block received:control file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R block 중 컨트롤 파일 Header 타입에 대한

header

항목을 나타낸다.

CR block received RTT:control file
header
CR block received:data file header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R block 중 데이터 파일 Header 타입에 대한
CR block received RTT:data file

항목을 나타낸다.

header
CR block received:control file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R block 중 컨트롤 파일 Block 타입에 대한

block

항목을 나타낸다.

CR block received RTT:control file
block
CR block received:bitmap header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R block 중 Bitmap header 타입에 대한 항목
CR block received RTT:bitmap

을 나타낸다.

header
CR block received:bitmap block
CR block received RTT:bitmap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R block 중 Bitmap block 타입에 대한 항목
을 나타낸다.

block
CR block received:extent map
CR block received RTT:extent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R block 중 Extent map 타입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map
CR block received:1st level bmb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R block 중 1st level bmb 타입에 대한 항목
CR block received RTT:1st level

을 나타낸다.

bmb
CR block received:2nd level bmb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R block 중 2nd level bmb 타입에 대한 항목
CR block received RTT:2nd level

을 나타낸다.

bmb
CR block received:3rd level bmb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R block 중 3rd level bmb 타입에 대한 항목
CR block received RTT:3rd level
b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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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다.

항목

설명

CR block received:undo header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R block 중 Undo header 타입에 대한 항목

CR block received RTT:undo

을 나타낸다.

header
CR block received:undo extent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R block 중 Undo extent map 타입에 대한

map

항목을 나타낸다.

CR block received RTT:undo ex
tent map
CR block received:undo block
CR block received RTT:undo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R block 중 Undo block 타입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block
CR block received:segment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R block 중 Segment header 타입에 대한 항

header

목을 나타낸다.

CR block received RTT:segment
header
CR block received:data block
CR block received RTT:data block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R block 중 Data block 타입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CR block received:index branch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R block 중 Index branch block 타입에 대한
block

항목을 나타낸다.

CR block received RTT:index
branch block
CR block received:index leaf block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R block 중 Index leaf block 타입에 대한 항
CR block received RTT:index leaf

목을 나타낸다.

block
CR block received:sort block
CR block received RTT:sort block
CR block received:lob block
CR block received RTT:lob block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R block 중 Sort block 타입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R block 중 Lob block 타입에 대한 항목을 나
타낸다.

CR block received:reading block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R block 중 Reading block 타입에 대한 항목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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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CR block received RTT:reading
block
CR block received:others
CR block received RTT:others

다른 노드에서 수신한 CR block 중 기타 Block 타입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Number of CR messages made

다른 노드로 CR block을 전송하는 경우와 Log flush 여부로 인해 실

for other instances

패하는 경우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Number of CR messages not logflushed
pending tx insert
pending tx insert time
pending tx delete
pending tx delete time
dd search count
dd search time
dd search - load count
dd search - load time

CWS DLM msgs received

SQL parsing할 때 DD 정보를 DD cache 내에서 찾는 과정을 나타낸
다.

SQL parsing할 때 DD 정보를 DD cache 내에서 찾는 과정 중 해당
정보가 DD cache 내에 존재하지 않아 실제 DD table의 내용을 읽어
와 DD cache에 넣는 과정을 나타낸다.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Wait-lock 관련 메시지와 관련된 통계값을 나
타낸다.

CWS DLM NULL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Wait-lock 관련 메시지 중 NULL 메시지와 관
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WS DLM CONVERT msgs re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Wait-lock 관련 메시지 중 CONVERT 메시지

ceived

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WS DLM CANCEL msgs re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Wait-lock 관련 메시지 중 CANCEL 메시지와

ceived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WS DLM CONVERT ACK msgs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Wait-lock 관련 메시지 중 CONVERT ACK 메
received

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WS DLM CANCEL ACK msgs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Wait-lock 관련 메시지 중 CANCEL ACK 메시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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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항목

설명

CWS DLM CAST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Wait-lock 관련 메시지 중 CAST 메시지와 관
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WS DLM BAST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Wait-lock 관련 메시지 중 BAST 메시지와 관
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WS DLM not used msgs re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Wait-lock 관련 메시지 중 NOT USED 메시지

ceived

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WS RCO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Wait-lock recovery 관련 메시지와 관련된 항
목을 나타낸다.

CWS RCO STATUS msgs re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Wait-lock recovery 관련 메시지 중 STATUS

ceived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WS RCO LOCK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Wait-lock recovery 관련 메시지 중 LOCK 메
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WS RCO STATUS ACK msgs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Wait-lock recovery 관련 메시지 중 STATUS

received

ACK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WS RCO LOCK ACK msgs re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Wait-lock recovery 관련 메시지 중 LOCK ACK

ceived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CC DLM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Block 관련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CC DLM NULL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Block 관련 메시지 중 NULL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CC DLM CONVERT UP msgs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Block 관련 메시지 중 CONVERT UP 메시지
received

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CC DLM CONVERT DOWN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Block 관련 메시지 중 CONVERT DOWN 메

msgs received

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CC DLM CANCEL msgs re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Block 관련 메시지 중 CANCEL 메시지와 관

ceived

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CC DLM CONVERT ACK msgs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Block 관련 메시지 중 CONVERT ACK 메시
received

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CC DLM CANCEL ACK msgs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Block 관련 메시지 중 CANCEL ACK 메시지

received

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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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CCC DLM CAST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Block 관련 메시지 중 CAST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CC DLM BAST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Block 관련 메시지 중 BAST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CC DLM not used msgs re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Block 관련 메시지 중 NOT USED 메시지와

ceived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CC DLM CR MAKE msgs re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Block 관련 메시지 중 CR MAKE 메시지와 관

ceived

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CC DLM CR REPLY msgs re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Block 관련 메시지 중 CR REPLY 메시지와

ceived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CC DLM BLK PING msgs re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Block 관련 메시지 중 BLK PING 메시지와 관

ceived

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CC DLM BLK PING ACK msgs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Block 관련 메시지 중 BLK PING ACK 메시지
received

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CC DLM WRITE REQUEST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Block 관련 메시지 중 WRITE REQUEST 메

msgs received

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CC DLM WRITE NOTIFY msgs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Block 관련 메시지 중 WRITE NOTIFY 메시지
received

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CC DLM WRITE PING msgs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Block 관련 메시지 중 WRITE PING 메시지와

received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CC DLM RESERVED msgs re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Block 관련 메시지 중 RESERVED 메시지와
ceived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CC DLM CR EXPIRED msgs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Block 관련 메시지 중 CR EXPIRED 메시지와

received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CC RCO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Block recovery 관련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CC RCO STATUS msgs re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Block recovery 관련 메시지 중 STATUS 메시

ceived

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CC RCO LOCK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Block recovery 관련 메시지 중 LOCK 메시지
와 관련된 통계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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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CCC RCO STATUS ACK msgs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Block recovery 관련 메시지 중 STATUS ACK

received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CCC RCO LOCK ACK msgs re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Block recovery 관련 메시지 중 LOCK ACK 메

ceived

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IIC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Inter-Instance call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
타낸다.

IIC CKPT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Inter-Instance call 메시지 중 체크포인트 메시
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IIC CFC INVALIDATE msgs re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Inter-Instance call 메시지 중 Control file cache

ceived

invalidation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IIC DD INVALIDATE msgs re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Inter-Instance call 메시지 중 DD cache inval

ceived

idation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IIC CSR INVALIDATE msgs re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Inter-Instance call 메시지 중 Cursor invalidation

ceived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IIC UCACHE UPDATE msgs re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Inter-Instance call 메시지 중 Undo segment

ceived

cache update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IIC IR START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Inter-Instance call 메시지 중 Instance recovery
시작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IIC IR FINISH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Inter-Instance call 메시지 중 Instance recovery
완료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IIC TSN SYNC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Inter-Instance call 메시지 중 TSN 동기화 메
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IIC TSN UPDATE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Inter-Instance call 메시지 중 TSN update 메
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IIC TSN ACK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Inter-Instance call 메시지 중 TSN 동기화 Ack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IIC TEMP FILE SYNC msgs re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Inter-Instance call 메시지 중 Temp 파일 동기

ceived

화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IIC CLOSE FDS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Inter-Instance call 메시지 중 Close file descrip
tor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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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IIC TS SET HOTBACKUP msgs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Inter-Instance call 메시지 중 Tablespace
received

hotbackup 설정 메시지와 관련된 통계값을 나타낸다.

IIC TS REDO BARRIER msgs re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Inter-Instance call 메시지 중 Tablespace redo
ceived

barrier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IIC BUF FLUSH TS msgs re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Inter-Instance call 메시지 중 Tablespace buffer

ceived

flush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IIC BUF INVALIDATE TS msgs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Inter-Instance call 메시지 중 Tablespace buffer

received

invalidation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IIC NO BUF TS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Inter-Instance call 메시지 중 Tablespace buffer
flush check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IIC JOB POST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Inter-Instance call 메시지 중 Job post 메시지
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IIC TEST DBFILE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Inter-Instance call 메시지 중 Test database
file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IIC SVRMODE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Inter-Instance call 메시지 중 Server mode 메
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IIC SESS TEMP TS INVAL msgs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Inter-Instance call 메시지 중 Session temp
received

tablespace invalidation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IIC TAS BOOT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Inter-Instance call 메시지 중 TAS boot 메시
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IIC TAS MOUNT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Inter-Instance call 메시지 중 TAS mount 메시
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IIC UCACHE MST UPDATE msgs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Inter-Instance call 메시지 중 Undo segment
received

cache의 Master 노드 정보 Update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
다.

IIC RCACHE INVALIDATE msgs 다른 노드로부터 결과집합 Invalidation 요청을 받은 횟수를 나타낸
received

다.

IIC LOGFLUSH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Inter-Instance call 메시지 중 Log flush 메시
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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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IIC AQ MSG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Inter-Instance call 메시지 중 AQ 메시지와 관
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IIC SGMT SEARCH REQ msgs

Segment master에게 L1 blk search를 요청한 시간을 나타낸다.

received
IIC SGMT SEARCH REPLY msgs Segment master로부터 L1 blk search를 리턴받는 시간을 나타낸다.
received
IIC L1CACHE INVALIDATE msgs 전체 TAC 노드에 대해 L1 cache invalidate 요청에 걸린 시간을 나타
received

낸다.

IIC GV REQ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Global view 수행 요청을 받은 횟수를 나타낸다.

IIC GV REPLY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Global view 수행 결과를 받은 횟수를 나타낸다.

GV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Global view 관련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를 나
타낸다.

IIC INC PING REQ msgs received Interconenct ping 요청 시간을 나타낸다.

[표 A.5] Stats, Events, Locks Descriptions 5
항목

설명

METRIC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Metric 관련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
다.

DDD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분산 Deadlock 감지 관련 메시지와 관련된 항
목을 나타낸다.

DDL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DDL 관련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FIT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FIT 관련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APM msgs received

TAC에서 다른 노드로부터 APM 스냅샷 생성 메시지를 받은 횟수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Unknown msgs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메시지 중 타입을 알 수 없는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alloc itl
alloc itl fail cnt

DML 수행을 위해 Block 내 Transaction entry를 할당한 횟수 및 실패
횟수, 걸린 시간을 나타낸다.

alloc it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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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wait DDL barrier when loading DD
time to wait DDL barrier when
loading DD
dml retry in DD WLock Free
dml retry in DD WLock Free 2
alloc itl with non block cleanout
alloc itl with full cleanout
ge chunk send
ge chunk send size
ge chunk send time
ge chunk send wait
ge chunk send wait cnt
ge chunk send wait time
seq get nextval

Sequence의 다음 값을 가져오는 과정을 나타낸다.

seq get nextval time
csr fetch repace

REPLACE 문을 처리하는데 걸린 전체 시간을 나타낸다.

csr fetch repace - abort
csr fetch repace time
msg fetch
msg fetch time
result cache search
result cache search time
result cache wait
result cache wait time

sql result cache append
sql result cache appe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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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스레드가 클라이언트의 요청 메시지 중에 TBMSG_FETCH 타
입의 요청을 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한 횟수와 걸린 시간을 나타낸다.

Result cache에서 현재 수행 중인 쿼리와 일치하는 결과 집합이 있
는지 찾는 과정과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두 개 이상의 세션에서 같은 쿼리를 수행한 경우 뒤늦게 시작한 세션
에서 앞선 세션이 결과집합 생성을 완료하기를 기다리는 과정과 관
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쿼리의 최종 결과 Row를 Result cache에 저장하는 과정과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항목

설명

result cache invalidate

DDL이나 DML로 인해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결과집합들을 Invalida

result cache invalidate time
result cache purge
result cache purge time

result cache flush
result cache flush time
DML insert
DML insert time
before/after insert row triggers
before/after insert row triggers -

tion시키는 과정과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Result cache 공간이 가득차 새로운 결과집합을 추가할 수 없을때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결과집합들을 지우는 과정과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사용자에 의해 강제로 결과집합들을 지우는 과정과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DML INSERT에서 소요된 총 시간으로 INSERT 시간은 Table insert,
Index insert, Trigger 호출 시간을 나타낸다.

DML INSERT에서 Row before trigger 또는 Row after trigger를 호출
한 시간을 나타낸다.

time
table single insert

DML INSERT에서 Table에 Row를 Insert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table single insert time
table direct path insert
table direct path insert time

DML INSERT 중 Direct path insert 기능을 이용하여 Table에 Row를
Insert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해당 기능은 INSERT 쿼리에서 APPEND 힌트를 주는 경우에 사용
된다.

index single insert

DML INSERT 중 Index에 Key를 Insert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index single insert time
insert IOT
insert IOT time
DML delete
DML delete time
before/after delete row triggers
before/after delete row triggers -

DML INSERT 중 Index organized table에 Row를 Insert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DML DELETE에서 소요된 총 시간으로 DELETE 시간은 Table delete,
Index delete, Trigger 호출 시간을 나타낸다.

DML DELETE에서 Row before trigger 또는 Row after trigger를 호
출한 시간을 나타낸다.

time
table single delete

DML DELETE에서 Table에 Row를 Delete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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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table single delete time
index single delete

DML DELETE 중 Index에 Key를 Delete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index single delete time
IOT delete
IOT delete time
delete pick current block
delete pick current block time

DML DELETE 중 Index organized table에 Row를 Delete하는 시간
을 나타낸다.

DML DELETE 중 Row를 포함하는 Current block을 Pin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해당 Row가 다른 Transaction에서 아직 Commit되지 않은 Active 상
태이면, tx_wait 시간을 포함한다.

DML update
DML update time
before/after update row triggers
before/after update row triggers -

DML UPDATE에서 소요된 총 시간으로 UPDATE 시간은 Table up
date, Index update, Trigger 호출 시간을 나타낸다.

DML UPDATE에서 Row before trigger 또는 Row after trigger를 호
출한 시간을 나타낸다.

time
table single update

DML UPDATE에서 Table에 Row를 Update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table single update time
index single update

DML UPDATE 중 Index에 Key를 Update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index single update time
IOT update
IOT update time
update pick current block
update pick current block time

DML UPDATE 중 Index organized table에 Row를 Update하는 시간
을 나타낸다.

DML UPDATE 중 Row를 포함하는 Current block을 Pin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해당 Row가 다른 Transaction에서 아직 Commit되지 않은 Active 상
태이면, tx_wait 시간을 포함한다.

tscan rowid
tscan rowid time
tscan rowid pick e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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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idscan 노드에서 Rowid 값에 해당하는 CR block을 통해 Row를
구하는 Operation에서 소요된 총 시간을 나타낸다.

Rowidscan 노드에서 CR block을 가져오는 시간을 나타낸다.

항목

설명

tscan rowid pick exb time
tscan rowid examine rp
tscan rowid examine rp time

Rowidscan 노드에서 Block을 Pin하지 않고 특정 Row만 읽어오는
시간을 나타낸다.
Unpin하는 과정이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Spinlock 횟수를 줄일 수
있다.

ppc search time

Physical plan cache에서 저장된 Physical plan을 찾는 과정이다. 성
공적으로 찾은 경우에는 Physical plan을 활용하여 수행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Parsing과 Optimizing 단계를 거쳐 수행된다.

IIC DDL_COMMIT REQ msgs re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DDL Commit 관련 메시지와 관련된 항목을
ceived

나타낸다.

block pin - nowait

Non-Block block(버퍼) Pin 요청에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block pin - fail

Block pi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lock pin - not conflict" 항목을
참고한다.

block buffer recovery
block buffer recovery time
pin wait by blk write wait
pin waiters by blk write wait

버퍼 Pin recovery(Unpin)가 수행된 횟수와 걸린 시간을 보여주는 항
목을 나타낸다.

Block(버퍼) pin 과정에서 버퍼가 Writing 중이라 대기한 경우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대기했는지를 나타낸다.

pin wait by blk write wait time
pin wait by blk read wait
pin waiters by blk read wait

Block(버퍼) pin 과정에서 해당 Block을 다른 세션이 버퍼로 읽는 중
이라 대기한 경우 얼마나 긴 시간동안 대기했는지를 나타낸다.

pin wait by blk read wait time
pin wait by pin wait
pin waiters by pin wait

Block(버퍼) pin 과정에서 해당 Block을 다른 세션이 먼저 호환되지
않는 모드로 Pin하고 있어 대기한 경우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대기했
는지를 나타낸다.

pin wait by pin wait time
dbwr dirty scans
dbwr dirty scan time

DB writer가 기록 가능한 Cold dirty 버퍼들을 모으기 위해 Dirty 버퍼
들을 검색한 횟수와 걸린 시간을 나타낸다.

Appendix A. Tibero APM Reports Stats, Events, Locks
Descriptions 149

항목

설명

dbwr scan block requests

DB writer가 기록할 Dirty 버퍼를 찾기 위해 각종 Queue와 리스트를

dbwr scan block count

검색한 횟수와 검색한 Block(버퍼)의 수 그리고 검색하는데 걸린 시
간을 보여주는 항목을 나타낸다.

dbwr scan block time
dbwr write skipped blocks - dba

수집한 Dirty block(버퍼)의 버퍼 Head와 버퍼의 내용이 다른 경우

mismatch

DB writer가 기록을 하지 않는다. 이때 기록하지 않는 횟수를 보여주
는 항목을 나타낸다.

dbwr write skipped blocks - free

DB writer가 기록하기 위해 수집한 Block이 무효화 된 경우 기록할

buffer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때 제외된 Block의
수를 나타낸다.

dbwr write skipped blocks - need 해당 Block의 변경에 대응되는 Redo 로그가 디스크로 기록되지 않
flush

아 DB writer가 기록하지 않은 횟수를 보여주는 항목을 나타낸다.

dbwr write skipped blocks - writing 이미 수집된 Dirty 버퍼를 기록 대상에서 제외한 개수를 나타낸다.
copy

체크포인트 대상인 Dirty block을 빨리 Pin하기 위해 복사된 다른 Dirty
버퍼가 이미 있고, 기록을 위해 이미 DB writer에 의해 수집된 경우
현재 Dirty 버퍼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때 기록 대상에서 제외된 Dirty
버퍼의 수를 나타낸다.

dbwr copied blocks
dbwr block copy time

버퍼를 Pin하려는 세션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DB writer가 Block
의 내용을 복사해서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복사가 일어난 횟수
와 걸린 시간을 나타낸다.

free blocks scanned CR block

세션이 가용 버퍼를 찾지 못했을 경우 검색했던 총 CR 버퍼의 수를

count

보여주는 항목을 나타낸다.

free blocks scanned touch count 세션이 가용 버퍼를 찾지 못했을 경우 검색했던 버퍼의 총 터치 카운
트를 보여주는 항목을 나타낸다.
free blocks scanned CR touch

세션이 가용 버퍼를 찾지 못했을 경우 검색했던 CR 버퍼의 총 터치

count

카운트를 보여주는 항목을 나타낸다.

free blocks victim found

세션이 새로운 버퍼가 필요해 버퍼를 얻으려고 시도한 후 가용 버퍼

free blocks CR victim found

를 성공적으로 찾은 횟수를 나타낸다.
성공한 총 횟수와 Consistent block을 위한 버퍼(CR victim)를 찾은
경우가 분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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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blocks - ws lock ok

세션이 가용 버퍼 선정을 위해 어떤 워킹셋의 워킹셋 Lock 획득에

free blocks - tried ws count

redo scan
redo scan time
rset build

성공한 횟수와 워킹셋 Lock을 획득하기 위해 시도한 횟수를 나타낸
다.
Instance recovery를 수행할 때 Redo 로그를 Scan한 시간을 나타낸
다.

복구를 위한 Recovery set build를 나타낸다.

rset build time
redo replay

복구를 위한 Redo log replay를 나타낸다.

redo replay - cv count
redo replay time
lscan fetch

복구를 위한 Redo log fetch를 나타낸다.

lscan fetch time
redo records

복구를 위한 Redo log block의 Change vectors 항목을 나타낸다.

redo records - cv count
cvlist build time
block written redo log trials
block written redo log success

DB writer가 BWR을 Redo 로그에 남기려고 시도한 횟수와 성공한
횟수를 나타낸다.
Recovery 시간 단축을 위해 DB writer는 Block을 기록한 후 Redo 로
그에 기록된 Block들에 대한 정보를 남기려고 시도하는데 이를 block
written record(BWR)라고 한다.

block written redo entries

DB writer가 BWR을 남긴 횟수와 남긴 로그의 크기를 나타낸다.

block written redo log size

Recovery 시간 단축을 위해 DB writer는 Block을 기록한 후 Redo 로
그에 기록된 Block들에 대한 정보를 남기려고 시도하는데 이를 block
written record(BWR)라고 한다.

rset - skip replay

Recovery set에 없는 Redo logs skip을 나타낸다.

rset - skip replay (no block read)
rset - block written seen
rset - block written seen (remove
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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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S,PC,LC] up request

TAC 환경에서 워킹 스레드가 최초로 Wait-lock 요청을 하는 경우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CWS,PC,LC] up conversion

TAC 환경에서 워킹 스레드의 Wait-lock 요청에 관한 항목을 나타낸
다.

[CWS,PC,LC] up conversion try

TAC 환경에서 워킹 스레드의 Nowait wait-lock 요청에 관한 항목을
나타낸다.

[CWS,PC,LC] up conversion try

TAC 환경에서 Wait-lock 요청을 재시도하는 경우에 대한 항목을 나

again

타낸다.

[CWS,PC,LC] down conversion

TAC 환경에서 Master 노드의 요청으로 인해 Wait-lock down을 수행

by bast

하는 경우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CWS,PC,LC] down conversion

Master 노드의 요청으로 Nowait wait-lock down을 수행하는 경우에

by probing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CWS,PC,LC] middle conversion TAC 환경에서 RX->S 또는 S->RX로 Lock mode를 올리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CWS,PC,LC] null conversion

로컬 세션에서 Wait-lock에 대한 Null convert down을 수행하는 경우
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CWS,PC] bast received

Master 노드로부터 Wait-lock down 요청을 받은 경우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CWS,PC] bast probe received

Master 노드로부터 Nowait wait-lock down 요청을 받은 경우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CWS,PC,LC] convert cancel

TAC 환경에서 워킹 스레드가 Wait-lock 요청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
한 항목을 나타낸다.

[CWS,PC] cast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Wait-lock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경우에 대한 항
목을 나타낸다.

[CWS,PC,LC] CWS deadlock

TAC 환경에서 분산 Deadlock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항목을 나타
낸다.

[CWS,PC,LC] delayed deadlock TAC 환경에서 Wait-lock 요청을 재시도함으로써 분산 Deadlock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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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S,MC] shadow MC lock un

Shadow 노드의 Reclaim 요청으로 인해 Wait-lock에 대한 Master

lock for reclaim

copy lock을 제거하는 경우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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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CWS,MC] MC lock up conversion Master 노드가 Shadow 노드부터 받은 Wait-lock 요청에 대한 항목
을 나타낸다.
[CWS,LC] LC lock up conversion Master 노드의 워킹 스레드가 요청한 Wait-lock 요청에 대한 항목을
count

나타낸다.

[CWS,MASTER] bast broadcast TAC 환경에서 Wait-lock 요청에 의해 다른 노드로 Lock down 요청
을 보내는 경우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CCC,PC,LC] up request

워킹 스레드가 최초로 Current block의 Lock 요청을 하는 경우에 대
한 항목을 나타낸다.

[CCC,PC,LC] up conversion

워킹 스레드의 Current block의 Lock 요청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CCC,PC,LC] up conversion try

워킹 스레드의 Current block에 대한 Nowait lock 요청에 대한 항목
을 나타낸다.

[CCC,PC,LC] up conversion try

Current block에 대한 Lock 요청을 재시도하는 경우에 대한 항목을

again

나타낸다.

[CCC,PC,LC] down conversion by Master 노드의 요청으로 인해 Lock down을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bast

항목을 나타낸다.

[CCC,PC,LC] down conversion by Master 노드의 요청으로 인해 Nowait lock down을 수행하는 경우에
probing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CCC,PC,LC] null conversion

로컬 세션에서 Current block의 Lock에 Null convert down을 수행하
는 경우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CCC,PC] bast received

Master 노드로부터 Current block의 Lock down 요청을 받은 경우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CCC,PC] bast probe received

Master 노드로부터 Current block의 Nowait lock down 요청을 받은
경우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CCC,PC,LC] convert cancel

워킹 스레드가 Current block에 대한 Lock 요청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CCC,PC] cast received

다른 노드로부터 Current block lock 요청의 응답을 받는 경우에 대
한 항목을 나타낸다.

[CCC,PC,LC] CCC deadlock

Current block의 Lock 요청에서 Deadlock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항
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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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MC] shadow MC lock un

Shadow 노드의 Reclaim 요청으로 인해 Master copy lock을 제거하

lock for reclaim

는 경우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CCC,MC] MC lock up conversion Master 노드가 Shadow 노드부터 받은 Current block의 Lock 요청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CCC,LC] LC lock up conversion Master 노드의 워킹 스레드가 요청한 Current block에 대한 Lock 요
count

청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CCC,MASTER] bast broadcast

Current block의 Lock 요청에 의해 다른 노드로 Lock down 요청을
보내는 경우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instance recovery

Instance recovery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instance recovery - success
instance recovery time
Number of times the log or the

다른 노드로 Current block을 전송하기 위해 Log flush 요청을 하는

block has been flushed by GCA

경우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Number of flushes queued by

다른 노드로 Current block을 전송하기 위한 Log flush가 이미 진행

GCA

중인 경우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Number of times the light-work

다른 노드의 요청으로 인해 CR block을 Build하는 과정에서 Cache

rule was evoked

miss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항목을 나타낸다.

fscan - mark useless L1

Full tablespace 수행 중 Unformatted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L1 block

fscan - mark useless L1 size

끝에서 멈춘 횟수를 나타낸다.

fscan - mark useless L1 time
fscan - bypass useless L1
fscan - bypass useless L1 size

Full tablescan 수행 중 불필요한 L1 block 이후부터 다시 Scan을 시
작한 횟수를 나타낸다.

fscan - bypass useless L1 time
tdd mu new rp chained case
tdd mu new rp chained case - time

Table에서 여러 Row를 동시에 갱신하기 위해, MU 버퍼에 Row를 하
나씩 추가하는 단계에서 작업 대상 Row가 Chain 되어 있는 경우 MU
버퍼를 Flush 하고 대신 일반 Update를 수행한 횟수를 나타낸다. (현
재 사용되지 않음)

tdd lock row internal

Table에서 한 Row에 Lock을 잡을 때 내부 Lock 함수가 호출된 전체
횟수를 나타내는 성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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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col slob check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

oldcol slob changed
oldcol check skip by old blk
oldcol check - old blk
oldcol check skip by old tx
oldcol check - old tx
isgmt get buf peep - get lvl
isgmt get buf peep - get lvl time

isgmt get buf peep - get cdba
isgmt get buf peep - get cdba time

isgmt get buf spl wlock blocked
isgmt get buf spl wlock blocked
time

DML이 수행될 때 기준 TSN보다 오래된 Block인 경우 Old column
check를 생략할 수 있다.

DML이 수행될 때 기준 TSN보다 오래전에 Commit된 TX인 경우 Old
column check를 생략할 수 있다,

Index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Key 값을 가지고 Index leaf
block을 찾아가는 단계에서 Block의 Level을 가져오는 단계의 성능
을 나타낸다. (현재 사용되지 않음)
Index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Key 값을 가지고 Index leaf
block을 찾아가는 단계에서 Block의 Child DBA를 가져오는 단계의
성능을 나타낸다. (현재 사용되지 않음)
Index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Key 값을 가지고 Index leaf
block을 찾아가는 중에 중간 Block이 Split 작업을 진행 중인지 판단
하기 위해 WLock을 Wait하는 성능을 나타낸다. (현재 사용되지 않
음)

isgmt get buf optimistic - cleanout Index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Key 값을 가지고 Index leaf
isgmt get buf optimistic - cleanout
time
isgmt get buf optimistic retry
isgmt get buf optimistic retry - wait
svctx

isgmt coalesce rm leaf

block을 찾아갈 때 마지막 Leaf block에 Clean-out을 수행하는 단계
의 성능을 나타낸다. (현재 사용되지 않음)

Index에 DML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Key 값을 가지고 Index leaf
block을 찾아갈 때 마지막 Leaf block에 Service transaction을 기다
리고, Root block부터 찾기를 다시 시도하는 횟수를 나타낸다. (현재
사용되지 않음)
Index에 Key 삭제로 인하여 빈 Block이 생기는 경우 대상 Index에 대
해 Coalesce를 수행하는데, 특정 Leaf block에 대해 Block을 삭제하
는 전체 횟수를 나타낸다. (현재 사용되지 않음)

idx delete key

Index에서 특정 Key를 삭제하는 작업의 성능을 나타낸다.

idx delete key size
idx delete ke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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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build - image log

Index fast build에서 Image log를 남기는 작업의 성능을 나타낸다.

ifbuild - image log size

(현재 사용되지 않음)

ifbuild - image log time
ifbuild - branch insert
ifbuild - branch insert size

Index fast build에서 Branch block에 Split key를 삽입하는 작업의 성
능을 나타낸다. (현재 사용되지 않음)

ifbuild - branch insert time
index svctx on newblk
index svctx on newblk size

Index에 DML을 하기 위해 새로운 Block을 찾아올 때 찾아온 Block
에 Service transaction이 수행되고 있어서 Block을 재사용하지 못한
전체 횟수를 나타낸다.

index svctx on newblk time
ibranch split total count
ibranch split success count

Index branch block에 Split이 시도된 총 횟수와 성공적으로 Split이
수행된 횟수를 나타낸다. 단, 현재 시간은 기록하지 않는다.

ibranch split total time
ileaf split total count
ileaf split success count

Index leaf block에 Split이 시도된 총 횟수와 성공적으로 Split이 수행
된 횟수를 나타낸다. 단, 현재 시간은 기록하지 않는다.

ileaf split total time
index split DS committed
index split DS committed size

Index leaf block에 Split이 시도되었을 때 Split 작업 중간에 DSC가
추가로 생겨서 실패한 경우를 나타낸다.

index split DS committed time
index split rowcnt chagned
index split rowcnt chagned size

Index leaf block에 Split이 시도되었을 때 Split 작업 중간에 Row 개
수가 변경되어 실패한 경우를 나타낸다.

index split rowcnt chagned time
auto coalesce add

Index에 Key 삭제로 인하여 빈 Block이 생기는 경우 Auto-coalesce
의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Auto-coalesce의 대상으로 Index가 몇 번
이나 선정되었는지를 나타낸다.

auto coalesce add on scan
auto coalesce add on li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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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에 Key 삭제로 인하여 빈 Block이 생기는 경우 Auto-coalesce
의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Auto-coalesce의 대상으로 Index가 몇 번
이나 선정되었는지를 나타낸다.

항목

설명
단, Index scan을 이용하여 Index 내용을 조회하다가 빈 Block을 찾
는 경우에만 항목을 집계한다.

lblk svctx active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

lblk svctx active size
lblk svctx active time
get key in index build
get key in index build size

Index를 생성할 때 Index에 Key를 Insert하기 전 정보를 얻는 과정을
나타낸다.

get key in index build time
invalidate ckpt
invalidate ckpt size
invalidate ckpt time
sort sgmt extlist shp chunk
sort sgmt extlist shp chunk size

Sort segment는 여러 곳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Sort seg
ment를 할당하는 작업에 대한 횟수를 나타낸다.

sort sgmt extlist shp chunk time
commit tsn cache used
commit tsn usgmt cache used
rows processed
rows processed size

세션 및 Undo segment cache의 Commit tsn cache search 횟수 및
Cache hit 횟수를 나타낸다.

쿼리의 결과로 반환된 Row 개수 및 DML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된
Row 개수를 나타낸다.

rows processed time
cthr received msg size (byte)
cthr received msg size (byte) size

워킹 프로세스의 컨트롤 스레드가 클라이언트의 메시지를 받은 횟
수와 크기를 나타낸다.

cthr received msg size (byte) time
received msg size (byte)
received msg size (byte) size

워킹 프로세스의 워킹 스레드가 클라이언트의 메시지를 받은 횟수
와 크기를 나타낸다.

received msg size (byt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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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param bind called

워킹 스레드가 클라이언트의 요청 메시지 중에 다음과 같은 타입의

param bind count
param bind time

메시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자 바인드 파라미터 정보를 읽어서
수행 커서에 바인드하는 과정이다.
– TBMSG_EXECUTE
– TBMSG_PREPARE_EXECUTE
– TBMSG_EXECUTE_UDT
– TBMSG_PREPARE_EXECUTE_UDT
– TBMSG_BATCH_UPDATE
– TBMSG_PREPARE_BATCHUPDATE

transformer

Transformer 수행을 나타낸다.

transformer size
transformer time
sort sgmt fetch time
sort sgmt fetch time size

Sort segment에 대한 Full scan을 수행할 때 한번의 Fetch로 여러
Block을 가져오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을 나타낸다.

sort sgmt fetch time time
delete data get buf
delete data get buf size

RP(Row Piece)를 삭제할 때 대상 Block을 Current mode로 Pin을 잡
는 단계의 성능을 나타낸다.

delete data get buf time
delete data clean out
delete data clean out size

RP(Row Piece)를 삭제할 때 대상 Block을 Clean-out하는 단계의 성
능을 나타낸다.

delete data clean out time
delete data alloc itl
delete data alloc itl size

RP(Row Piece)를 삭제할 때 대상 Block에 Transaction entry slot을
할당받는 단계의 성능을 나타낸다.

delete data alloc itl time
delete data csr reset check
delete data csr reset check size
delete data csr reset check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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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w Piece)를 삭제할 때 해당 Row가 이전 Transaction에 의해
변경되어 삭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의 성능을
나타낸다.

항목

설명

delete data cv init

RP(Row Piece)를 삭제할 때 대상 Block에 적용할 Redo 로그를 준

delete data cv init size

비하는 단계의 성능을 나타낸다.

delete data cv init time
delete data cv apply
delete data cv apply size

RP(Row Piece)를 삭제할 때 대상 Block에 적용할 Redo 로그를 적
용하는 단계의 성능을 나타낸다.

delete data cv apply time
ex referential dml table rxlock
ex referential dml table rxlock

DML을 수행할 때 Referential table에 RX 모드로 Lock을 거는 횟수
를 나타낸다.

count
ex referential dml table rxlock time
ex referential dml table srxlock
ex referential dml table srxlock

DML을 수행할 때 Referential table에 SRX 모드로 Lock을 거는 횟수
를 나타낸다.

count
ex referential dml table srxlock
time
slab allocator - decrease maxi

JC_SLAB_GC는 Slab allocator가 미리 잡아 놓을 수 있는 최대 빈

mum

Block의 개수를 줄여 사용을 마친 Block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작
업을 수행한 횟수를 나타낸다.
Slab allcoator는 미리 메모리 Block을 크게 잡아 놓고, 해당 Block을
동일한 크기의 작은 Slab block으로 나누어서 사용한다.

slab allocator - extend count

JC_SLAB_EXTEND는 Slab allocator가 관리하는 Block 내 공간을

(shp_malloc)

모두 써버려서 더 이상 할당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지 않을 때

slab allocator - extend and exceed
maximum

Block을 추가로 할당하는 작업을 수행한 횟수를 나타낸다.
Slab allcoator는 미리 메모리 Block을 크게 잡아 놓고, 해당 Block을
동일한 크기의 작은 Slab block으로 나누어서 사용한다.

hint not found sess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

number of apply begin tx with un Transaction begin 과정 중 Transaction begin에 필요한 가용 Undo
do block
total times to apply begin tx with

block에 Transaction begin 관련 정보를 갱신하는 횟수 및 걸린 시간
을 나타낸다.

undo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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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number of apply begin tx with un 가용 Undo block에 Transaction begin 관련 정보 갱신 횟수 및 소요
do block part 1

시간을 나타낸다. (part 1)

total times to apply begin tx with
undo block part 1
number of apply begin tx with un 가용 Undo block에 Transaction begin 관련 정보 갱신 횟수 및 소요
do block part 2

시간을 나타낸다. (part 2)

total times to apply begin tx with
undo block part 2
number of alloc tx info part 1
total times to alloc tx info part 1
number of alloc tx info part 2
total times to alloc tx info part 2
number of alloc tx info part 3
total times to alloc tx info part 3
spinlock: SPIN_WTHR_READY

Transaction begin 과정 중 메모리에 Transaction 정보를 할당하는
횟수 및 소요 시간을 나타낸다. (part 1)

Transaction begin 과정 중 메모리에 Transaction 정보를 할당하는
횟수 및 소요 시간을 나타낸다. (part 2)

Transaction begin 과정 중 메모리에 Transaction 정보를 할당하는
횟수 및 소요 시간을 나타낸다. (part 3)

부팅할 때 컨트롤 스레드에서 워킹 스레드가 전부 준비 작업을 마쳤
음을 알리기 위한 공유 데이터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Spinlock이다.

spinlock: SPIN_TSN_TIME_MAP Flashback 쿼리 등에서 기간 기반으로 주어진 특정 시점을 TSN으로
변환하기 위한 tsn-time map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MR allow corruption lock Media recovery를 진행할 때 Corrupt된 Block을 몇 개나 용인할 것인
지 지정할 수 있다. 즉, Parallel media recovery를 진행할 때 이 Corrupt
된 Block을 몇개나 발견하였는지 동기화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GMC_CALLBACK 노드 간 메시지에 대한 Ack과 Callback 함수에 관한 정보 보호 항목
을 나타낸다.
spinlock:

TSAM으로 연결된 세션마다 관리하고 있는 TSAM handle 리스트를

SPIN_SESS_TSAM_HNDL_POOL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세션마다 각자의 TSAM handle 정보를 관리하지만 외부에서 invali
dation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시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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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spinlock: SPIN_LISTENER

워킹 프로세스의 세션들이 열리고 닫힌 상태를 나타내는 공유 데이
터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TX
spinlock: SPIN_DBWR_LOW

DB writer에서 Recovery를 위해 체크포인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REDO_WRITING Log writer는 Redo 로그가 Flush된 이후 Waiter 리스트를 검사하여
기다리고 있는 세션을 깨워준다. 이때 두 작업 사이의 동기화를 위해
사용한다.
만약 Redo 로그가 Write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 자신을 Log
writer의 Waiter 리스트에 추가해야 한다.
spinlock:

DD search할 때 해당 Hash bucket에 사용한다.

SPIN_DD_CACHE_BUCKET
spinlock: SPIN_MBR_POOL

Working 프로세스의 워킹 스레드에서 Aio 정보를 담고 있는 Handle
을 Control 스레드와 공유하기 위해 해당 Handle의 Pool에 등록하고,
Control 스레드는 해당 Pool에서 Aio handle 정보를 얻어 Aio를 위한
완료 처리를 수행한다.
이때 해당 Pool에 Aio handle을 넣거나 빼거나 하는 작업과 Pool을
Scan하는 작업 사이의 동기화를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XA_VTI

새롭게 만들어지는 XA 브랜치마다 서버 내에서 관리되는 Virtual
thread ID를 유일하게 부여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체를 보호하기 위
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AUTO_COA

Index에 Key 삭제로 인하여 빈 Block이 생기는 경우 Auto-coalesce

LESCE

의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Auto-coalesce의 대상으로 선정된 Index
segment ID를 저장하기 위한 구조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SESS_SERI

새롭게 열리는 세션에 유일한 Serial no를 부여하기 위한 공유 데이

AL_NO

터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SVRMODE_ACK 서버 모드를 변경할 때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서버 모드 변경에 대
한 확인을 알리는 변수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Temp 파일의 개별 Temp extent 사용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SPIN_TEMP_UNIT_POOL_TF

다. 각 Temp 파일별로 Temp extent의 가용 공간을 찾거나 Alloc 및
Free를 동기화하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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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spinlock: SPIN_FD_BUCKET

FDPOOL은 빠른 탐색을 위해 Hash table로 되어 있다. 이때 해당
Hash table의 각 Bucket에 대한 동시 접근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한
다.

spinlock: SPIN_MEM_AU

Sort/Hash operation을 종료할 때 자신이 사용했던 최대 메모리와

TO_TUNER_SH

Temporary segment의 양을 Workarea 통계 정보에 남길 때 사용한
다.

spinlock:

DML에 의해 변경된 Row와 관련된 통계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Hash

SPIN_DML_STAT_BUCKET

bucket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RCACHE_WSET Result cache의 LRU 리스트를 관리하는 각 워킹셋들을 보호하기 위
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SESS_LONGOPS SQL execution 등에서 지정된 시간(LONGOPS_THRESHOLD_SEC)
이상 수행되는 operation을 기록한다. Shared 메모리에 저장되는
Long operation 정보를 관리하는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PREDEF_PKG

[표 A.6] Stats, Events, Locks Descriptions 6
항목

설명

spinlock: SPIN_CL_CONN

현재 클라이언트의 메시지를 누가 읽고 있는지 또는 누가 읽을 수 있
는지 나타내는 상태 변수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하나의 워킹 프로세스 내에서 워킹 스레드가 작업을 하는 중에 클라
이언트의 요청 메시지가 오면 컨트롤 스레드가 대신 읽을 수 있다.

spinlock: SPIN_TSGMT_LIST

각 세션별로 만들어진 Temp segment(Global temporary table)를 보
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각 세션을 담당하는 wthr과 다른 세션의 vtm 등에서 Temp segment
를 조회하는 경우 또는 세션 Recovery 등이 동시에 Temp segment
에 접근하는 것을 동기화한다.

spinlock: SPIN_TEMP_TS_ID

각 세션별로 Temp segment의 Segment ID 부여를 동기화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PE_EXBQ

Parallel execution을 수행하면 중간 결과를 만들어내는 Producer
slave 세션에서 해당 결과를 이용하여 일을 하는 Consumer slave 세
션에 해당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중간 결과 저장 버퍼는 여러 세션들이 동시에 추가하거나 빼는 동작
을 수행한다. 이때 해당 버퍼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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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spinlock: SPIN_ACF_CTX_LIST Global context(CCC, CWS) 관련 정보 보호에 관한 항목을 나타낸
다.
spinlock: SPIN_ACF_RMSG

Reconfiguration 관련 정보 보호에 관한 항목을 나타낸다.

spinlock: SPIN_ACF_COMM_IIC 노드 간 IIC 관련 정보 보호에 관한 항목을 나타낸다.
spinlock: SPIN_INFO_STRUCT
spinlock: RW_TTE
spinlock: SPIN_ASH

ASH(Active Session History) 기능은 보통 1초에 한 번씩 RUNNING
세션의 정보를 메모리상에 남기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테이
블에 그 내용을 Flush한다. 사용자는 이렇게 축적된 메모리상의 데
이터나 테이블 안의 데이터를 조회하여 당시의 RUNNING 세션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ASH 데이터를 남기는 작업은 Idle 세션에서 이루어지는데 앞선 ASH
작업이 Interval 내에 끝나지 않은 경우 또 다른 세션에서 ASH 작업
이 시작할 수 있고 이들 사이에 동시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RT_WAIT

세션 유량제어가 활성화되었을 때 Available한 세션을 할당받기 위
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DBMS_PIPE_EL DBMS_PIPE 패키지에서 사용되며, 멀티 세션에서 요구되는 PIPE
EM

에 읽기, 쓰기 연산으로부터 PIPE ELEM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SESS_LTIME

로그인할 때 자신의 정보를 공유 메모리에 기록해 놓는다. 이때 기록
하는 Bucket을 보호하는 항목을 나타낸다.

spinlock: SPIN_TAS_DFD

Tibero Active Storage에서 관리하는 개별 Device의 fd cache를 관리

POOL_BUCKET

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AQ

Advanced queue 기능에서 각각의 Queue에 있는 Wait 리스트(De
queue할 메시지가 없을 때 새로 메시지가 Enqueue되기를 기다리
는)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AQ_HT

Advanced queue 기능에서 각 Queue를 관리하는 자료구조를 저장
하는 Hash bucket을 조작하는 동작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RW_AQ_SUBS

Advanced Queue 기능에서 Notification을 등록하거나 조회하는 동
작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SN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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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spinlock: SPIN_FAN

FAN(fast application notification) 기능과 관련된 데이터 구조체(Event
리스트, Ticket 리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hared server 모드에서 Dispatch가 클라이언트 세션의 요청을

SPIN_SESS_REQ_QUEUE

Session request queue에 매달고 각각의 워킹 스레드는 이 Queue
에서 다음에 처리할 요청을 꺼내간다. 이때 해당 동작들의 동시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BIND_CPT

Bind variable capture(BIND_VARIABLE_CAPTURE) 기능을 사용하
면 쿼리를 수행할 때 전달되는 사용자 Bind parameter 값을 Shared
메모리에 저장한다. 이때 해당 값들을 관리하는 구조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RW_SYSCTX
spinlock: RW_GSYSCTX
spinlock: SPIN_VPDC
spinlock: SPIN_DUM

테스트 목적으로 Shared pool을 Dummy chunk로 채우거나 Dummy

MY_CHUNK_LIST

chunk를 다시 해제하는 작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SM_BUF_ELEM v$sql_monitor에 등록되는 각각의 통계 정보 엔트리의 등록, 해제,
조회하는 동작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ASH_CSR_READ ASH 데이터상에 기록되는 현재 커서가 실행 중인 SQL의 실행 시각,
PP ID 값의 쓰기 및 조회하는 동작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OPEN_TS

Parallel execution을 수행하면 여러 개의 Slave 세션들이 같은 SQL
을 수행한다. 이때 Slave 세션들 간의 SQL 수행 시작 시점을 동기화
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GV_PARAM

Global view 수행 결과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GV_CANCEL

Global view와 관련된 사용자 또는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Cancel 요
청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PRECO_BUCKET
spinlock: SPIN_PRECO_BH_AL
LOC
spinlock: SPIN_L1CG
spinlock: SPIN_L1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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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spinlock: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나 상태 정보를

SPIN_SESS_CSR_POOL

Cursor라는 구조체를 만들어서 관리한다. 이때 하나의 세션에서 관
리하고 있는 Cursor들의 리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FIT_WTHR

FIT 테스트의 워킹 스레드들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보호하
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SLAVE_TX
spinlock: SPIN_MBR_AIO

AIO를 이용한 Fullscan을 수행할 때 관련 정보를 동기화하기 위해
사용한다.
Fullscan을 수행하는 워킹 스레드에서 AIO를 시작하고 컨트롤 스레
드에서 AIO에 대한 완료 Signal을 처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둘 사
이의 동기화를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Temp tablespace의 Temp extent 할당 여부를 관리하는 Temp unit

SPIN_TEMP_UNIT_POOL

pool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특별히 Temp ts loading이나
add/drop temp 파일 등을 관리한다.

spinlock: SPIN_FDPOOL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모든 파일에 대한 정보는 FDPOOL이라
는 모듈에서 관리한다. 새로운 파일을 Open하거나 기존에 Open한
파일을 찾을 때 사용하는 Spinlock으로 동시 접근을 제어한다.

spinlock: Control file lock

컨트롤 파일은 여럿이 동시에 고치면 안되므로 컨트롤 파일을 보호
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Control file RW lock

컨트롤 파일을 고치고 있는 중에도 다른 세션이 컨트롤 파일을 읽는
것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spinlock: SPIN_MEM_AU

메모리 튜너가 메모리 Bound를 재계산할 때 사용한다.

TO_TUNER_CALC
spinlock:

Rresult object들을 저장하기 위한 Hash bucket을 보호하기 위해 사

SPIN_RCACHE_BUCKET

용한다.

spinlock: SPIN_TAS_DS

Tibero Active Storage에서 관리하는 스토리지 영역의 Cache 정보
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Diskspace add/drop 및 Search 등을 동
기화한다.

spinlock: SPIN_TAS_DFDPOOL Tibero Active Storage에서 관리하는 개별 Device의 fd pool을 관리
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N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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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spinlock: SPIN_PRECO_LIST
spinlock: SPIN_L1CG_POOL
spinlock: SPIN_L1CL_POOL
spinlock: SPIN_SORT_SGMT

Sort segment는 여러 곳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Sort
segment를 관리하기 위한 구조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MEM_AU

메모리 튜너가 메모리 드리프트 상황을 감지했을 때 하나의 워킹 스

TO_TUNER_DRIFT

레드만 드리프트를 처리(메모리 한도를 재계산)하게 되고, 나머지
메모리를 요구하는 워킹 스레드는 잠들게 된다.
즉, 하나의 워킹 스레드를 선출하는 작업과 잠드는 워킹 스레드의 리
스트를 조작하는 동작을 수행할 때 사용한다.

spinlock: SPIN_PPC_BUCKET

클라이언트의 질의에 대한 처리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질의의
Physical plan을 Shared pool 메모리 상에 Hash 테이블로 이루어진
캐시 구조로 저장한다.
Hash 테이블의 특정 Bucket에는 Hash값이 같은 Physical plan의 캐
시 구조체가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되어 있다. 이때 해당 링크드 리스
트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Spinlock으로 리스트를 검색하거나 수
정할 때 사용한다.

spinlock: SPIN_PPSTAT

쿼리의 수행이 종료되면 각 오퍼레이션별로 모았던 수행 Stat을
Physical plan의 Stat에 누적시킨다. 이때 공유 메모리에 존재하는
Physical plan의 Stat을 갱신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RCMAP_BUCKET Result object와 Dependency object의 상하관계를 관리하는 Map의
각 Hash bucket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RCACHE

Result cache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WLOCK

WLock(Wait Lock)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WLock은 Shared(S), Exclusive(X) 등의 다양한 공유 모드를 지원하
기 때문에 각각의 WLock 항목은 owner, waiter, converter 등의 사용
자 리스트 정보 등을 관리한다.
이때 여러 세션에서 동시에 WLock을 Acquire하거나 Release하려는
동작을 동기화하여 처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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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lock:

버퍼 Cache에서 Free block을 찾지 못한 경우 Free block이 생길때

SPIN_BUF_FREE_WAIT

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때 기다리는 세션은 자신의 정보를 Free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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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wait 리스트에 추가하여 DB writer가 Dirty block을 써서 Free block
이 생긴 경우 자신을 깨워주게 한다.
이때 Free block wait 리스트를 읽거나 수정할 때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Spinlock으로 해당 Spinlock의 소요 시간이 높게 나온
경우 Cache에 Free block이 충분히 빠르게 공급되고 있지 않음을 나
타낸다.

spinlock: cache buffers chains

버퍼 Cache의 버퍼는 버퍼 Header에 의해 관리되며, 버퍼 Header
는 버퍼 자체에 대한 위치 정보, Lock 정보, 상태 정보 등을 가지고
있다.
원하는 DBA를 갖는 버퍼 Header를 빠르게 찾기 위해 Hash table로
관리한다. Hash value는 Tablespace ID와 DBA를 이용해 계산된다.
동일 Hash value를 가지는 버퍼들은 하나의 리스트로 관리되는데
이를 Bucket이라 부른다.
특정 DBA의 버퍼를 참조할 경우 해당하는 Hash bucket을 안전하게
읽기 위해 SPIN_BUF_BUCKET spinlock을 사용한다. 만약 해당
Bucket에 대한 동시 접근이 많으면 SPIN_BUF_BUCKET에서 소모
하는 시간이 많아져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spinlock: SPIN_RCPOOL

예비 Result object와 예비 Dependency object들을 관리하는 Pool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ACF_RCO

TAC일 경우 Reconfiguration을 진행할 때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들을
멈추기 위해 사용한다. Reconfiguration을 할 때 Recovery 관련 프로
세스가 Lock을 획득해서 다른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의 진행을 막는
다.

spinlock: SPIN_IICD
spinlock: SPIN_RECR_LIST
spinlock: SPIN_SLAB_PEND
spinlock: SPIN_USGMT_CACHE Undo segment 정보를 메모리에 Cache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Spinlock
이다.
usgmt add/drop 등을 동기화하는데 사용한다.
spinlock: cache buffers lru chain 버퍼 Cache는 여러 개의 워킹셋이라는 단위로 나누어 관리한다. 각
워킹셋은 버퍼 Cache의 Block을 균등한 개수로 나누어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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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워킹셋 단위로 버퍼 Cache를 나누어 관리하면 버퍼 Cache에서 동
시에 접근하여 발생하는 Contention을 줄일 수 있다.

spinlock: SPIN_REDO_COPY

Redo alloc lock은 한 Instance에 하나밖에 없는 비싼 Lock이기 때문
에 Redo record를 Redo 버퍼에 저장하는 동안 Redo alloc spinlock
을 잡고 있으면 성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개의 Redo copy lock을 두고 Alloc lock은 핵심적인 계
산을 수행할 때만 사용하고, 실제 Redo 로그를 Redo 버퍼에 복사하
는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Redo copy lock 중 하나를 사용한다.

spinlock: SPIN_PP_EXPCN_LIST Physical plan을 수행할 때 전체 Expression compile을 하게 된다. 이
때 Compile 결과를 Physical plan에 추가할 경우 동시 접근할 때 해
당 구조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CCC LKB table lock

CCC LKB의 Hash table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ACF_TIMEOUT
spinlock: CWS LKB table lock

CWS LKB의 Hash table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USGMT_HASH

Undo segment cache에서 각각의 usgmt 정보에 접근할 때 Contention
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각 usgmt를 Hash 형태로 나눈 Spinlock이
다.

spinlock:
SPIN_CKPT_PROGRESS
spinlock: SPIN_BUF_WS_CKPT 버퍼 Cache는 여러 개의 워킹셋으로 나누어 관리되며, 각 워킹셋에
는 Dirty 버퍼를 수정된 시간 순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크포인트 리스
트가 존재한다.
버퍼에 수정이 발생하면 버퍼가 속한 워킹셋의 체크포인트 리스트
에 해당 버퍼를 추가해야 한다. DB write는 체크포인트 리스트에서
버퍼들을 읽어 디스크에 주기적으로 Write한다. 이때 버퍼를 수정하
려는 세션과 DBWR를 동기화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LNR pool lock

TAC TSC의 경우 한 Standby 노드에서 LNR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이때 해당 LNR의 집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PPID

하나의 Physical plan에 대해 단 하나의 Integer identifier를 부여한다.
이때 부여하는 동작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EN
ABLED_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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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션의 Enabled role 리스트 보호와 관련된 항목을 나타낸다.

항목

설명

spinlock: SPIN_ACF_SC

TAC일 경우 백그라운드에서 진행되어야 할 일들을 SCNR에 주로

NR_SCANQ

맡긴다. 이때 SCNR에 일을 등록하는 Queue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
한다.

spinlock:

노드 간 통신 채널에 관련된 정보를 보호하는 항목이다.

SPIN_ACF_COMM_GMC
spinlock: SPIN_TDE
spinlock: Lognet write lock

LNW와 LNR의 메타 정보 구조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ACF_MSGQ_WS TAC일 경우 노드 간 통신을 위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일을
Sender(SNDR)가 담당한다.
이때 SNDR이 보내야 할 메시지 Queue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PP_RECR_HAN Adaptive cursor sharing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플랜에 영향을
DLE

주는 Bind variable과 비교하는 컬럼의 Selectivity range를 저장해야
하는데 이러한 저장 및 조회 동작을 수행할 때 사용한다.

spinlock: SPIN_REDO_ALLOC

여러 세션에서 Redo record를 생성하여 Redo 버퍼에 저장할 때
Redo 버퍼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이때 Redo 버퍼의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기화할 때 사
용한다.

spinlock: SPIN_SLAB_ALLOC

여러 프로세스의 스레드들이 공유하여 쓰고 있는 Slab 방식의 Shared
pool allocator를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MSG_LIST

하나의 워킹 프로세스내에서 워킹 스레드가 작업을 하는 중에 클라
이언트의 요청 메시지가 오면 컨트롤 스레드가 대신 읽어서 그 메시
지를 리스트에 달아둔 후 나중에 워킹 스레드가 리스트에 달린 메시
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해당 메시지 리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RECR_HAN

Recreatable handle pool내에서 유휴한 Handle를 모아둔 리스트를

DLE_POOL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PE_SESS

Parallel execution session들의 공유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다.

spinlock: SPIN_ACF_NMGR

노드 Membership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TID_VCON_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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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spinlock: SPIN_ALLOC

하나의 프로세스내 System allcoator들 중에 스레드들끼리 공유하여
보호가 필요한 Allocator를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hared pool

여러 프로세스에 스레드들이 공유하여 쓰고 있는 Shared pool allo
cator를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RECR_UNPIN

Recreatable chunk를 Unpin하기 위해서 Shared pool allocator의
Spinlock을 한번에 못잡는 경우 해당 Chunk를 리스트로 모아서 나
중에 한꺼번에 Lazy unpin을 한다. 이때 해당 리스트를 보호하기 위
해 사용한다.

spinlock: shared pool LRU

Shared pool의 Recreatable chunk 중에 재사용이 가능한 Recreatable
chunk를 모아둔 LRU 리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ACF_MON

ACF test용으로 사용한다.

spinlock: SPIN_ACF_MTX_RW

Read/Write mutex lock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ROOT_ALLOC

하나의 프로세스내 System allocator들 중에 최상위 Root allocator
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BITQ

세마포어를 이용한 스레드 간 내부 통신 메커니즘인 BITQ를 이용하
여 주고 받는 메시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CWS_LCB

Wait-lock의 Lock cache block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CCC_LCB

버퍼의 Lock cache block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EMUL_AOP

Atomic operation을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 Atomic operation을 대
체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DD_SEQ

Sequence agent가 Sequence buff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한다.
Tibero 5 이상 버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spinlock: SPIN_SEQ_PIN_LIST Sequence의 Cache 내용은 Pin 리스트에 의해서 Cache out으로부
터 보호되므로 해당 리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부팅할 때 여러 프로세스에서 고정적으로 할당하는 메모리 크기를

SPIN_FIXED_SYS_MEM_INFO 합산하기 위한 변수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taled materialized view(Refresh가 필요한)를 이용한 Physical plan

SPIN_QUERY_REWRITE

이 있는 경우 해당 Physical plan에 Staled 표기를 하기 위해서 Shared
메모리에 기록하는 작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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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spinlock: SPIN_DBLINK

세션이 열고 있는 DBLink 목록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세션마다 각자의 DBLink 정보를 관리하지만 V$DBLINK_STATUS
등 외부에서 조회할 때도 그 정보를 참조하므로 동시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TID_VCON_HTBL
spinlock: RW_TID_CONN_HTBL
spinlock: SPIN_LOG

서버 운영 중 남기는 로그 파일의 크기를 보고 로그 파일을 변경하는
작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PARAM

문자열 형태의 초기화 파라미터를 원자적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보
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spinlock: SPIN_SPIN_WAIT

특정 Spinlock을 Spin을 통해서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Spinlock

ER_LIST

의 Waiter 리스트에 들어가서 기다리다가 Spinlock을 놓는 스레드가
직접 알려줄 수 있다. 이때 해당 Waiter 리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사
용한다.

spinlock: SPIN_SQLSTATS
spinlock: SPIN_PP_RT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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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초기화 파라미터

본 장에서는 분석 대상 시스템에 대한 기본 정보, 리포트 생성 정보, 파라미터 정보에 대해 설명한다.

tip 파일에 설정된 내용 및 실행 시간에 변경된 내용을 출력한다. 사용자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DB가
자동으로 계산하여 사용하는 값도 포함되어 있다.
[예 B.1] Initial Parameter
================================================================================
RDBMS Init Parameters (APMDEMO.tip)
================================================================================
tip file generated from /home/tibero/tibero5/config/tip.template (Fri Jun 14
16:34:44 KST 2013)
#------------------------------------------------------------------------------#
# RDBMS initialization parameter
#
#------------------------------------------------------------------------------DB_NAME=APMDEMO
LISTENER_PORT=8269
CONTROL_FILES="/dev/raw/raw2","/dev/raw/raw3","/dev/raw/raw4"
DB_CREATE_FILE_DEST="/home/tibero/tbdata"
LOG_ARCHIVE_DEST="/home/tibero/arch"
MAX_SESSION_COUNT=4000
TOTAL_SHM_SIZE=95G

참고
리포트에 출력된 Initial Parameter는 스냅샷을 생성하는 시점이 아닌 리포트를 출력하는 시점에 tip
파일을 읽어서 출력한다.

Modified Parameter는 숨겨진 파라미터를 포함하여 기본값과 현재값이 다른 경우 출력하는데 tip 파일과
마찬가지로 리포트를 출력하는 시점에 변경된 값을 출력한다.
[예 B.2] Modified Parameter
================================================================================
Modified Parame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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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

NAME

DFLT VALUE

CURRENT VALUE

---------

-----------------------------------

---------------

------------------

0

ACF_RCVR_CNT

68

128

0

APM_SNAPSHOT_RETENTION

7

60

0

APM_SNAPSHOT_SAMPLING_INTERVAL

60

120

0

APM_SNAPSHOT_TOP_SQL_CNT

5

20

0

BOOT_WITH_AUTO_DOWN_CLEAN

NO

YES

0

CLUSTER_DATABASE

NO

YES

0

CM_ENABLE_CM_DOWN_NOTIFICATION

NO

YES

0

CM_ENABLE_FAST_NET_ERROR_DETECTION

N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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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CWS,PC,LC] down conversion by probing, 152
[CWS,PC,LC] middle conversion, 152
[CWS,PC,LC] null conversion, 152
[CWS,PC,LC] up conversion, 152
[CWS,PC,LC] up conversion try, 152
[CWS,PC,LC] up conversion try again, 152

Symbols
[CCC,LC] LC lock up conversion count, 154
[CCC,MASTER] bast broadcast, 154
[CCC,MASTER] cr make fail on the master(holder =
master), 90

[CWS,PC,LC] up request, 152
[CWS,PC] bast probe received, 152
[CWS,PC] bast received, 152
[CWS,PC] cast received, 152

[CCC,MASTER] cr make on the master(holder = master),

A

90

alloc itl, 145

[CCC,MASTER] cr request fail on the master(requester

alloc itl fail cnt, 145

= master), 90

alloc itl time, 145

[CCC,MASTER] cr request on the master(requester =

alloc itl with full cleanout, 146

master), 90

alloc itl with non block cleanout, 146

[CCC,MC] MC lock up conversion, 154

APM msgs received, 145

[CCC,MC] shadow MC lock unlock for reclaim, 154

auto coalesce add, 156

[CCC,PC,LC] CCC deadlock, 153

auto coalesce add on liscan, 156

[CCC,PC,LC] convert cancel, 153

auto coalesce add on scan, 156

[CCC,PC,LC] down conversion by bast, 153

auto coalesce timer skip, 112

[CCC,PC,LC] down conversion by probing, 153

auto coalesce timer time, 112

[CCC,PC,LC] null conversion, 153

auto coalesce timer total, 112

[CCC,PC,LC] up conversion, 153
[CCC,PC,LC] up conversion try, 153

B

[CCC,PC,LC] up conversion try again, 153

background process ready wait, 71

[CCC,PC,LC] up request, 153

before/after delete row triggers, 147

[CCC,PC] bast probe received, 153

before/after delete row triggers - time, 147

[CCC,PC] bast received, 153

before/after insert row triggers, 147

[CCC,PC] cast received, 153

before/after insert row triggers - time, 147

[CCC,SHADOW] cr make fail on the holder, 90

before/after update row triggers, 148

[CCC,SHADOW] cr make on the holder, 90

before/after update row triggers - time, 148

[CCC,SHADOW] cr request fail on the shadow, 90

block buffer recovery, 149

[CWS,LC] LC lock up conversion count, 153

block buffer recovery time, 149

[CWS,MASTER] bast broadcast, 153

block changes - current + consistent, 79

[CWS,MC] MC lock up conversion, 153

block cleanout - entries, 82

[CWS,MC] shadow MC lock unlock for reclaim, 152

block cleanout time, 82

[CWS,PC,LC] convert cancel, 152

block cleanouts, 82

[CWS,PC,LC] CWS deadlock, 152

block consistent changes, 79

[CWS,PC,LC] delayed deadlock, 152

block copy in ckpt progress or write, 81

[CWS,PC,LC] down conversion by bast, 152

block copy on write,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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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copy try, 81

candidate bh scan stop at breakpoint:scan cnt, 82

block corrupt block count, 80

candidate bh scan stoped by cr tsn, 81

block corrupt logging, 80

candidate bh scanned, 81

block disk read, 77

candidate bh scanned buffers, 81

block disk read size, 77

CCC cvt-up replied immediately on master, 92

block disk read time, 77

CCC DLM BAST msgs received, 142

block disk read undo header block, 79

CCC DLM BLK PING ACK msgs received, 142

block examine rowlock, 79

CCC DLM BLK PING msgs received, 142

block examine rowlock - locked, 79

CCC DLM CANCEL ACK msgs received, 141

block gets (CRX for uhdrblk), 78

CCC DLM CANCEL msgs received, 141

block partial cleanout - total, 82

CCC DLM CAST msgs received, 142

block partial cleanout - total time, 82

CCC DLM CONVERT ACK msgs received, 141

block pin - fail, 149

CCC DLM CONVERT DOWN msgs received, 141

block pin - not conflict, 80

CCC DLM CONVERT UP msgs received, 141

block pin - nowait, 149

CCC DLM CR EXPIRED msgs received, 142

block pin time - not conflict or fail, 80

CCC DLM CR MAKE msgs received, 142

block unpin, 80

CCC DLM CR REPLY msgs received, 142

block unpin time, 80

CCC DLM msgs received, 141

block updates, 90

CCC DLM not used msgs received, 142

block updates clean buffer, 90

CCC DLM NULL msgs received, 141

block wait (ckpt + writing), 80

CCC DLM RESERVED msgs received, 142

block wait (ckpt + writing) count, 80

CCC DLM WRITE NOTIFY msgs received, 142

block wait (ckpt + writing) time, 80

CCC DLM WRITE PING msgs received, 142

block wait (writing), 80

CCC DLM WRITE REQUEST msgs received, 142

block written redo entries, 151

CCC RCO LOCK ACK msgs received, 143

block written redo log size, 151

CCC RCO LOCK msgs received, 142

block written redo log success, 151

CCC RCO msgs received, 142

block written redo log trials, 151

CCC RCO STATUS ACK msgs received, 143

buf get prefetch done block sum, 132

CCC RCO STATUS msgs received, 142

buf get prefetch done count, 132

ccc recovery wait, 74

buf get prefetch request block sum, 132

checkpoint interval size - log blocks, 83

buf get prefetch request count, 132

checkpoint request time - instance recovery, 82

buf pin wait, 69

checkpoint request time - media recovery, 82

buf write force wait, 70

checkpoint requested - instance recovery, 82

buf write wait, 69

checkpoint requested - media recovery, 82

buffer cache invalidate, 80

checkpoint requests, 82
checkpoint requests - cache invalidate, 82

C

checkpoint requests - log block interval, 83

candidate bh scan for dropped segment, 81

checkpoint requests - next logfile, 83

candidate bh scan retry, 81

checkpoint requests - timeout, 82

candidate bh scan skip free bh, 81

checkpoint sync datafile headers, 83

candidate bh scan stop at breakpoint, 82

checkpoint sync datafile headers time, 83
checkpoint time,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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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point written block count, 82

consistent block wait-reads for other instance, 90

ckpt idle, 71

consistent gets - no clone, 83

ckpt wait, 73

consistent multi gets, 77

CM message wait, 75

consistent multi gets - blocks, 77

commit tsn cache hit, 116

consistent multi gets time, 77

commit tsn cache search, 116

consistent rollback, 83

commit tsn cache used, 157

consistent rollback - apply count, 83

commit tsn usgmt cache used, 157

consistent rollback time, 83

compress add row, 102

count for degrade, 97

compress add row local, 102

cr bh sorted by cr tsn, 81

compress add row local total time, 102

cr bh sorted by cr tsn:scan cnt, 81

compress add row total time, 102

CR block receive time, 137

compress add symtab, 103

CR block received, 137

compress add symtab total time, 103

CR block received RTT, 137

compress make blk, 102

CR block received RTT:1st level bmb, 138

compress make blk total time, 102

CR block received RTT:2nd level bmb, 138

compress ranker add symbol, 102

CR block received RTT:3rd level bmb, 138

compress ranker add total time, 102

CR block received RTT:bitmap block, 138

compress ranker save symbol, 102

CR block received RTT:bitmap header, 138

compress ranker save total time, 102

CR block received RTT:control file block, 138

compress symtab add mc_sym, 103

CR block received RTT:control file header, 138

compress symtab add mc_sym total time, 103

CR block received RTT:data block, 139

compress symtab add symbol, 103

CR block received RTT:data file header, 138

compress symtab add symbol total time, 103

CR block received RTT:extent map, 138

compress symtab find mc_sym, 103

CR block received RTT:index branch block, 139

compress symtab find mc_sym total time, 103

CR block received RTT:index leaf block, 139

connection wait, 74

CR block received RTT:lob block, 139

consistent block cleanout, 83

CR block received RTT:others, 140

consistent block cleanout entries, 83

CR block received RTT:reading block, 139

consistent block copy time, 83

CR block received RTT:segment header, 139

consistent block created - clone, 83

CR block received RTT:sort block, 139

consistent block created - clone from CR, 83

CR block received RTT:undo block, 139

consistent block created - converted from current, 83

CR block received RTT:undo extent map, 139

consistent block get for other instance times, 90

CR block received RTT:undo header, 139

consistent block gets, 76

CR block received:1st level bmb, 138

consistent block gets - readonly pin, 77

CR block received:2nd level bmb, 138

consistent block gets examine, 77

CR block received:3rd level bmb, 138

consistent block gets examine - nowait, 77

CR block received:bitmap block, 138

consistent block gets for other instance, 90

CR block received:bitmap header, 138

consistent block gets for other instance failed, 90

CR block received:control file block, 138

consistent block partial cleanout, 83

CR block received:control file header, 138

consistent block partial cleanout entries, 83

CR block received:data block, 139

consistent block reads for other instance, 90

CR block received:data file header,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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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block received:extent map, 138

csr fetch repace, 146

CR block received:index branch block, 139

csr fetch repace - abort, 146

CR block received:index leaf block, 139

csr fetch repace time, 146

CR block received:lob block, 139

csr fetch select, 118

CR block received:others, 140

csr fetch select - abort, 118

CR block received:reading block, 139

csr fetch select time, 118

CR block received:segment header, 139

csr fetch update, 117

CR block received:sort block, 139

csr fetch update - abort, 117

CR block received:undo block, 139

csr fetch update time, 117

CR block received:undo extent map, 139

csr reset, 103

CR block received:undo header, 139

csr reset - row not found, 103

CR block send fail, 136

csr reset lob, 103

CR block send time, 136

cthr received msg size (byte), 157

CR block served:1st level bmb, 136

cthr received msg size (byte) size, 157

CR block served:2nd level bmb, 137

cthr received msg size (byte) time, 157

CR block served:3rd level bmb, 137

current block cleanout, 79

CR block served:bitmap block, 136

current block cleanout entries, 79

CR block served:bitmap header, 136

current block gets, 77

CR block served:control file block, 136

current block gets - exclusive mode, 77

CR block served:control file header, 136

current block gets - no wait, 79

CR block served:data block, 137

current block gets - wait time, 79

CR block served:data file header, 136

current block gets - waits, 79

CR block served:extent map, 136

current block gets - wake up unpinned, 79

CR block served:index branch block, 137

current block gets examine, 77

CR block served:index leaf block, 137

current block gets examine - no wait, 77

CR block served:lob block, 137

current block partial cleanout, 80

CR block served:others, 137

current block partial cleanout entries, 80

CR block served:reading block, 137

current block receive time, 126

CR block served:segment header, 137

current block received, 126

CR block served:sort block, 137

current block received RTT, 126

CR block served:undo block, 137

current block received RTT:1st level bmb, 127

CR block served:undo extent map, 137

current block received RTT:2nd level bmb, 127

CR block served:undo header, 137

current block received RTT:3rd level bmb, 127

csr fetch call, 117

current block received RTT:bitmap block, 126

csr fetch call time, 117

current block received RTT:bitmap header, 126

csr fetch delete, 117

current block received RTT:control file block, 126

csr fetch delete time, 117

current block received RTT:control file header, 126

csr fetch direct path insert, 118

current block received RTT:data block, 127

csr fetch direct path insert time, 118

current block received RTT:data file header, 126

csr fetch insert, 117

current block received RTT:extent map, 127

csr fetch insert time, 117

current block received RTT:index branch block, 128

csr fetch merge, 117

current block received RTT:index leaf block, 128

csr fetch merge time, 117

current block received RTT:lob block,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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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block received RTT:others, 128

current block served:sort block, 125

current block received RTT:reading block, 128

current block served:undo block, 125

current block received RTT:segment header, 127

current block served:undo extent map, 125

current block received RTT:sort block, 128

current block served:undo header, 125

current block received RTT:undo extent map, 127

current rollback, 115

current block received RTT:undo header, 127

current rollback - apply count, 115

current block received:1st level bmb, 127

cursor close, 129

current block received:2nd level bmb, 127

cursor close time, 129

current block received:3rd level bmb, 127

cvlist build time, 151

current block received:bitmap block, 126

CWS DLM BAST msgs received, 141

current block received:bitmap header, 126

CWS DLM CANCEL ACK msgs received, 140

current block received:control file block, 126

CWS DLM CANCEL msgs received, 140

current block received:control file header, 126

CWS DLM CAST msgs received, 141

current block received:data block, 127

CWS DLM CONVERT ACK msgs received, 140

current block received:data file header, 126

CWS DLM CONVERT msgs received, 140

current block received:extent map, 127

CWS DLM msgs received, 140

current block received:index branch block, 128

CWS DLM not used msgs received, 141

current block received:index leaf block, 128

CWS DLM NULL msgs received, 140

current block received:lob block, 128

CWS RCO LOCK ACK msgs received, 141

current block received:others, 128

CWS RCO LOCK msgs received, 141

current block received:reading block, 128

CWS RCO msgs received, 141

current block received:segment header, 127

CWS RCO STATUS ACK msgs received, 141

current block received:sort block, 128

CWS RCO STATUS msgs received, 141

current block received:undo extent map, 127
current block received:undo header, 127

D

current block send fail, 124

DB CPU, 78

current block send time, 124

DB CPU time, 78

current block served:1st level bmb, 125

dbwr block copy time, 150

current block served:2nd level bmb, 125

dbwr copied blocks, 150

current block served:3rd level bmb, 125

dbwr copied hot blocks, 86

current block served:bitmap block, 125

dbwr copied hot blocks - EXL mode, 86

current block served:bitmap header, 125

dbwr dirty scan time, 149

current block served:control file block, 125

dbwr dirty scans, 149

current block served:control file header, 124

dbwr failed gathering - ckpt queue, 86

current block served:data block, 125

dbwr failed gathering - force queue, 86

current block served:data file header, 124

dbwr failed gathering in ckptq - need log flush, 86

current block served:extent map, 125

dbwr failed gathering in forceq - need log flush, 86

current block served:index branch block, 125

dbwr flush requests - checkpoint, 84

current block served:index leaf block, 125

dbwr flush requests - force, 84

current block served:lob block, 126

dbwr flush requests - make clean, 84

current block served:others, 126

dbwr hot block copy time, 86

current block served:reading block, 126

dbwr idle, 71

current block served:segment header,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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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wr log flush requests, 85

delete data alloc itl time, 158

dbwr log flush waits, 85

delete data clean out, 158

dbwr lru list scanned block count, 84

delete data clean out size, 158

dbwr lru list scans, 84

delete data clean out time, 158

dbwr multi block writes, 85

delete data csr reset check, 158

dbwr multi block writes - block count, 85

delete data csr reset check size, 158

dbwr scan block count, 150

delete data csr reset check time, 158

dbwr scan block requests, 150

delete data cv apply, 159

dbwr scan block time, 150

delete data cv apply size, 159

dbwr skip gathering - hot block, 86

delete data cv apply time, 159

dbwr write - OS, 78

delete data cv init, 159

dbwr write block count - OS, 78

delete data cv init size, 159

dbwr write skipped blocks - dba mismatch, 150

delete data cv init time, 159

dbwr write skipped blocks - free buffer, 150

delete data get buf, 158

dbwr write skipped blocks - need flush, 150

delete data get buf size, 158

dbwr write skipped blocks - writing copy, 150

delete data get buf time, 158

dbwr write time, 84

delete pick current block, 148

dbwr write time - OS, 78

delete pick current block time, 148

dbwr writes, 84

direct path write wait, 80

dbwr writes - adjacent, 85

direct path write wait time, 80

dbwr writes - checkpoint list, 85

direct write blocks, 78

dbwr writes - file list, 85

direct write count, 78

dbwr writes - lru force list, 84

DML delete, 147

dbwr writes - lru list, 85

DML delete time, 147

dbwr writes for incremental checkpoint, 85

DML insert, 147

dbwr writing list scanned block count, 84

DML insert time, 147

dbwr writing list scans, 84

dml retry in DD WLock Free, 146

dbwr written block count, 84

dml retry in DD WLock Free 2, 146

dbwr written block count - adjacent, 85

DML update, 148

dbwr written block count - checkpoint list, 85

DML update time, 148

dbwr written block count - file list, 85

dp finish, 99

dbwr written block count - lru force list, 84

dp finish time, 99

dbwr written block count - lru list, 85

dp insert long in a block, 100

dbwr written blocks for incremental checkpoint, 85

dp insert long in a block time, 100

dd search - load count, 140

dp insert row, 99

dd search - load time, 140

dp insert row count, 99

dd search count, 140

dp insert row in a block, 100

dd search time, 140

dp insert row in a block time, 100

DDD msgs received, 145

dp insert row in blocks, 100

DDL msgs received, 145

dp insert row in blocks time, 100

delay between select and receive, 93

dp insert row in chains, 100

delete data alloc itl, 158

dp insert row in chains time, 100

delete data alloc itl size, 158

dp insert time,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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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load, 99

fit idle, 73

dp load row count, 99

FIT msgs received, 145

dp load time, 99

for explicit log switch request, 72

dp move to nextblk, 100

free block search in dbwr working set, 89

dp prepare, 99

free block search in dbwr working set - force wait, 89

dp prepare time, 99

free blocks - dirty list count, 88

dp set bm, 100

free blocks - invoke dbwr, 88

dp set bm time, 100

free blocks - tried ws count, 151

dp sgmt alloc ext, 100

free blocks - ws lock ok, 151

dp sgmt alloc ext size, 100

free blocks CR victim found, 150

dp sgmt alloc ext time, 100

free blocks fails - bucket lock busy, 88

dpidx insert key, 101

free blocks fails - ws lock busy, 88

dpidx insert key count, 101

free blocks requested, 88

dpidx insert key time, 101

free blocks scan, 87

dpidx rebuild, 101

free blocks scanned - copied seen, 87

dpidx rebuild count, 101

free blocks scanned - dirty seen, 88

dpidx rebuild time, 101

free blocks scanned - high touch seen, 87

dsgmt get cr, 133

free blocks scanned - high touch seen (CR), 87

dsgmt get cr time, 133

free blocks scanned - hot seen, 87

DSPC wait for next message, 74

free blocks scanned - hot seen (CR), 87
free blocks scanned - ir allocated seen, 88

E

free blocks scanned - ir allocated seen (CR), 88

ex dml partition hint hit, 119

free blocks scanned - pinned seen, 87

ex pga cr cache hit, 118

free blocks scanned - pinned seen (CR), 87

ex pga cr cache miss, 119

free blocks scanned - readonly pinned seen, 87

ex referential dml table rxlock, 159

free blocks scanned - received seen, 88

ex referential dml table rxlock count, 159

free blocks scanned - received seen (CR), 88

ex referential dml table rxlock time, 159

free blocks scanned - shadow seen, 87

ex referential dml table srxlock, 159

free blocks scanned - writing clean seen, 88

ex referential dml table srxlock count, 159

free blocks scanned - writing clean seen (CR), 88

ex referential dml table srxlock time, 159

free blocks scanned block count, 87

execute count, 118

free blocks scanned CR block count, 150
free blocks scanned CR touch count, 150

F
fail to allocate fdpool, 120
fast cleanout blocks, 116
fast cleanout blocks succeed, 116
fast cleanout time, 116
fast cleanouts, 116
fast examines for consistent block get, 78
fd selected, 93
FG wait for message handling, 75

free blocks scanned touch count, 150
free blocks survival upgrades, 89
free blocks total waits, 88
free blocks victim found, 150
free blocks wait time, 88
free blocks waits - timeout count, 88
fscan - bypass useless L1, 154
fscan - bypass useless L1 size, 154
fscan - bypass useless L1 time, 154
fscan - mark useless L1,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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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can - mark useless L1 size, 154

hash join 1p hash table build time, 119

fscan - mark useless L1 time, 154

hash join 1p hash table probing, 119

fscan fetch, 94

hash join 1p hash table probing size, 119

fscan fetch - multiblk read, 94

hash join 1p hash table probing time, 119

fscan fetch - multiblk read count, 94

hash join 2p 1st probing, 119

fscan fetch - multiblk read time, 94

hash join 2p 1st probing size, 119

fscan fetch - single block fetch, 95

hash join 2p 1st probing time, 119

fscan fetch time, 94

hash join 2p 2nd probing, 120

fscan fetched block count, 94

hash join 2p 2nd probing size, 120
hash join 2p loop, 120

G

hash join 2p loop size, 120

ge chunk send, 146

hash join 2p loop time, 120

ge chunk send size, 146

hash join 2p partition build, 119

ge chunk send time, 146

hash join 2p partition build size, 119

ge chunk send wait, 146

hash join 2p partition build time, 119

ge chunk send wait cnt, 146

hash join 2p rebuild, 119

ge chunk send wait time, 146

hash join 2p rebuild size, 119

get key in index build, 157

hash join 2p rebuild time, 119

get key in index build size, 157

hash join 6 time, 120

get key in index build time, 157

hash join pe probing, 120

get multi block read count - block count, 132

hash join pe probing size, 120

get multi block read count - requested, 132

hash join pe probing time, 120

get multi block read count time, 132

hash join size, 119

get new undo block, 99

hash join time, 119

get new undo block success, 99

hint clear, 131

get new undo block time, 99

hint dba, 131

GV msgs received, 145

hint dba get fail, 131
hint not found sess, 159

H
hash group by, 132

I

hash group by - grouping, 133

ibranch split success count, 156

hash group by - grouping time, 133

ibranch split total count, 156

hash group by - htbl build (in loop), 133

ibranch split total time, 156

hash group by - htbl build time, 132

idx branch split wlock blocked, 106

hash group by - htbl build time (in loop), 133

idx branch split wlock blocked time, 106

hash group by - loop, 133

idx delete - pin total, 109

hash group by - loop time, 133

idx delete - pin total size, 109

hash group by - rebuild, 133

idx delete - pin total time, 109

hash group by - rebuild time, 133

idx delete key, 155

hash join, 119

idx delete key - 1st cleanout, 109

hash join 1p hash table build, 119

idx delete key - 1st cleanout size, 109

hash join 1p hash table build size, 119

idx delete key - 1st cleanout time,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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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x delete key - alloc itl, 109

idx fbuild write time, 78

idx delete key - alloc itl size, 109

idx insert - pin total, 104

idx delete key - alloc itl time, 109

idx insert - pin total size, 104

idx delete key - apply cv, 109

idx insert - pin total time, 104

idx delete key - apply cv size, 109

idx insert key - 1st cleanout, 104

idx delete key - apply cv time, 109

idx insert key - 1st cleanout size, 104

idx delete key - get leaf, 109

idx insert key - 1st cleanout time, 104

idx delete key - get leaf size, 109

idx insert key - alloc itl, 104

idx delete key - get leaf time, 109

idx insert key - alloc itl size, 104

idx delete key - key search, 109

idx insert key - alloc itl time, 104

idx delete key - key search size, 109

idx insert key - apply cv, 104

idx delete key - key search time, 109

idx insert key - apply cv size, 104

idx delete key - txu scan, 109

idx insert key - apply cv time, 104

idx delete key - txu scan size, 109

idx insert key - key search, 104

idx delete key - txu scan time, 109

idx insert key - key search size, 104

idx delete key - wait svctx, 109

idx insert key - key search time, 104

idx delete key - wait svctx size, 109

idx insert key - wait svctx, 104

idx delete key - wait svctx time, 109

idx insert key - wait svctx size, 104

idx delete key size, 155

idx insert key - wait svctx time, 104

idx delete key time, 155

idx modify col, 112

idx drop col, 111

idx modify col - 1st cleanout, 111

idx drop col - 1st cleanout, 111

idx modify col - 1st cleanout size, 111

idx drop col - 1st cleanout size, 111

idx modify col - 1st cleanout time, 111

idx drop col - 1st cleanout time, 111

idx modify col - alloc itl, 112

idx drop col - alloc itl, 111

idx modify col - alloc itl size, 112

idx drop col - alloc itl size, 111

idx modify col - alloc itl time, 112

idx drop col - alloc itl time, 111

idx modify col - get leaf, 111

idx drop col - apply cv, 111

idx modify col - get leaf size, 111

idx drop col - apply cv size, 111

idx modify col - get leaf time, 111

idx drop col - apply cv time, 111

idx modify col - key search, 112

idx drop col - get leaf, 110

idx modify col - key search size, 112

idx drop col - get leaf size, 110

idx modify col - key search time, 112

idx drop col - get leaf time, 110

idx modify col - wait svctx, 112

idx drop col - key search, 111

idx modify col - wait svctx size, 112

idx drop col - key search size, 111

idx modify col - wait svctx time, 112

idx drop col - key search time, 111

idx modify col size, 112

idx drop col - wait svctx, 111

idx modify col time, 112

idx drop col - wait svctx size, 111

idx partition build etc, 99

idx drop col - wait svctx time, 111

idx partition build etc size, 99

idx drop col size, 111

idx partition build etc time, 99

idx drop col time, 111

idx partition dd/sgmt make, 99

idx fbuild write, 78

idx partition dd/sgmt make size, 99

idx fbuild write size, 78

idx partition dd/sgmt make time,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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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x partition sgmt make, 99

idx split - make rc time, 107

idx partition sgmt make size, 99

idx split - prepare split key, 108

idx partition sgmt make time, 99

idx split - prepare split key time, 108

idx restore key, 108

idx split - set next prev, 108

idx restore key size, 108

idx split - set next prev time, 108

idx restore key time, 108

idx split - total, 107

idx sclear - total, 107

idx split - total fail, 107

idx sclear - total size, 107

idx split - total time, 107

idx sclear - total time, 107

idx split - txlock, 107

idx sclear for split - total, 108

idx split - txlock fail, 107

idx sclear/split - 1st cleanout, 107

idx split - txlock time, 107

idx sclear/split - 1st cleanout size, 107

idx update key, 108

idx sclear/split - 1st cleanout time, 107

idx update key size, 108

idx sclear/split - buf get, 107

idx update key time, 108

idx sclear/split - buf get size, 107

idx update non key - 1st cleanout, 110

idx sclear/split - buf get time, 107

idx update non key - 1st cleanout size, 110

idx sclear/split - total, 106

idx update non key - 1st cleanout time, 110

idx sclear/split - total size, 106

idx update non key - alloc itl, 110

idx sclear/split - total time, 106

idx update non key - alloc itl size, 110

idx sclear/split - wait svctx, 107

idx update non key - alloc itl time, 110

idx sclear/split - wait svctx size, 107

idx update non key - apply cv, 110

idx sclear/split - wait svctx time, 107

idx update non key - apply cv size, 110

idx sclear/split - wlock blocked, 106

idx update non key - apply cv time, 110

idx sclear/split - wlock blocked size, 106

idx update non key - key search, 110

idx sclear/split - wlock blocked time, 106

idx update non key - key search size, 110

idx sclear/split abort - space, 107

idx update non key - key search time, 110

idx sclear/split abort - space size, 107

idx update non key - wait svctx, 110

idx sclear/split abort - space time, 107

idx update non key - wait svctx size, 110

idx sclear/split abort - splitcnt, 107

idx update non key - wait svctx time, 110

idx sclear/split abort - splitcnt size, 107

idx update nonkey, 108, 110

idx sclear/split abort - splitcnt time, 107

idx update nonkey - get leaf, 110

idx split - branch insert, 108

idx update nonkey - get leaf size, 110

idx split - branch insert time, 108

idx update nonkey - get leaf time, 110

idx split - commit, 108

idx update nonkey size, 108, 110

idx split - commit time, 108

idx update nonkey time, 108, 110

idx split - DSC check, 108

ifbuild - branch insert, 156

idx split - DSC check fail, 108

ifbuild - branch insert size, 156

idx split - DSC check time, 108

ifbuild - branch insert time, 156

idx split - get rc, 108

ifbuild - image log, 156

idx split - get rc time, 108

ifbuild - image log size, 156

idx split - make lc, 108

ifbuild - image log time, 156

idx split - make lc time, 108

IIC AQ MSG msgs received, 145

idx split - make rc, 107

IIC BUF FLUSH TS msgs received,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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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C BUF INVALIDATE TS msgs received, 144

INC send partial, 94

IIC CFC INVALIDATE msgs received, 143

INC send retry, 93

IIC CKPT msgs received, 143

INC send retry count, 93

IIC CLOSE FDS msgs received, 143

incremental checkpoint by log interval, 86

IIC CSR INVALIDATE msgs received, 143

incremental checkpoint by many dirty blocks, 86

IIC DD INVALIDATE msgs received, 143

incremental checkpoint by timeout, 86

IIC DDL_COMMIT REQ msgs received, 149

incremental checkpoint continues, 86

IIC GV REPLY msgs received, 145

incremental checkpoint with target tsn, 86

IIC GV REQ msgs received, 145

index continous block count, 132

IIC INC PING REQ msgs received, 145

index continous block sum, 132

IIC IR FINISH msgs received, 143

index single delete, 148

IIC IR START msgs received, 143

index single delete time, 148

IIC JOB POST msgs received, 144

index single insert, 147

IIC L1CACHE INVALIDATE msgs received, 145

index single insert time, 147

IIC LOGFLUSH msgs received, 144

index single update, 148

IIC msgs received, 143

index single update time, 148

IIC NO BUF TS msgs received, 144

index split DS committed, 156

IIC RCACHE INVALIDATE msgs received, 144

index split DS committed size, 156

IIC SESS TEMP TS INVAL msgs received, 144

index split DS committed time, 156

IIC SGMT SEARCH REPLY msgs received, 145

index split rowcnt chagned, 156

IIC SGMT SEARCH REQ msgs received, 145

index split rowcnt chagned size, 156

IIC SVRMODE msgs received, 144

index split rowcnt chagned time, 156

IIC TAS BOOT msgs received, 144

index svctx on newblk, 156

IIC TAS MOUNT msgs received, 144

index svctx on newblk size, 156

IIC TEMP FILE SYNC msgs received, 143

index svctx on newblk time, 156

IIC TEST DBFILE msgs received, 144

insert IOT, 147

IIC TS REDO BARRIER msgs received, 144

insert IOT time, 147

IIC TS SET HOTBACKUP msgs received, 144

instance recovery, 154

IIC TSN ACK msgs received, 143

instance recovery - success, 154

IIC TSN SYNC msgs received, 143

instance recovery time, 154

IIC TSN UPDATE msgs received, 143

invalidate ckpt, 157

IIC UCACHE MST UPDATE msgs received, 144

invalidate ckpt size, 157

IIC UCACHE UPDATE msgs received, 143

invalidate ckpt time, 157

ileaf split success count, 156

invalidate fd wait, 120

ileaf split total count, 156

invalidate fd wait time, 120

ileaf split total time, 156

invalidated buffer cache count, 80

INC message receive time, 93

IOT delete, 148

INC message send time, 93

IOT delete time, 148

INC receive packet, 93

IOT update, 148

INC receive partial, 93

IOT update time, 148

INC receive retry, 93

isgmt coalesce, 106

INC receive retry count, 93

isgmt coalesce rm leaf, 155

INC send packet, 94

isgmt coalesce skip leaf,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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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gmt coalesce skip leaf - active tx exist, 106

isgmt get new blk time, 133

isgmt coalesce time, 106

isgmt key exist check peep, 106

isgmt get buf optimistic - cleanout, 155

isgmt wait svctx, 106

isgmt get buf optimistic - cleanout time, 155

isgmt wait svctx time, 106

isgmt get buf optimistic retry, 155
isgmt get buf optimistic retry - wait svctx, 155

J

isgmt get buf peep, 104

jc time reversal count, 131

isgmt get buf peep - get cdba, 155

jc time reversal sum, 131

isgmt get buf peep - get cdba all, 105
isgmt get buf peep - get cdba all time, 105
isgmt get buf peep - get cdba lvl, 105
isgmt get buf peep - get cdba lvl time, 105
isgmt get buf peep - get cdba only, 105
isgmt get buf peep - get cdba only time, 105
isgmt get buf peep - get cdba time, 155
isgmt get buf peep - get current, 105
isgmt get buf peep - get current time, 105
isgmt get buf peep - get lvl, 155
isgmt get buf peep - get lvl time, 155
isgmt get buf peep retry, 105
isgmt get buf peep retry - SHR, 105
isgmt get buf peep retry - wait svctx, 105
isgmt get buf peep retry because of block type change,
106

l1 local cache get, 98
l1 local cache get - miss count, 98
l1 local cache get - time, 98
l1 local cache update, 98
l1 local cache update - error count, 98
l1 local cache update - time, 98
larc idle, 73
lblk delete rp failed, 113
lblk delete rp failed size, 113
lblk delete rp failed time, 113
lblk get newblk total, 113
lblk get newblk total size, 113
lblk get newblk total time, 113
lblk insert oldblk call/count, 112

isgmt get buf peep retry because of branch block split
rollback, 106
isgmt get buf peep retry because of leaf block split roll
back, 106
isgmt get buf peep retry branch, 105
isgmt get buf peep retry branch because of parent split,
105

lblk insert oldblk call/count size, 112
lblk insert oldblk call/count time, 112
lblk new with add_ext, 113
lblk new with add_ext size, 113
lblk new with add_ext time, 113
lblk new without add_ext, 113
lblk new without add_ext size, 113

isgmt get buf peep time, 104
isgmt get buf spl wlock blocked, 155
isgmt get buf spl wlock blocked time, 155
isgmt get cr, 133
isgmt get cr in lvl, 133
isgmt get cr in lvl - get_cr call count, 133
isgmt get cr in lvl time, 133
isgmt get cr time, 133
isgmt get key peep CR, 105
isgmt get new blk, 133
isgmt get new blk - search space, 134
isgmt get new blk - search space time,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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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lk new without add_ext time, 113
lblk no more oldkey, 113
lblk no more oldkey size, 113
lblk no more oldkey time, 113
lblk no oldkey in 1st blk, 113
lblk no oldkey in 1st blk size, 113
lblk no oldkey in 1st blk time, 113
lblk oldest key not expired, 113
lblk oldest key not expired size, 113
lblk oldest key not expired time, 113
lblk reuse - buffered, 113

lblk reuse - buffered size, 113

msg commit time, 130

lblk reuse - buffered time, 113

msg dblink 2pc, 131

lblk reuse - unexpired, 114

msg dblink 2pc time, 131

lblk reuse - unexpired size, 114

msg dpl, 130

lblk reuse - unexpired time, 114

msg dpl time, 130

lblk reuse oldblk, 113

msg fetch, 146

lblk reuse oldblk size, 113

msg fetch time, 146

lblk reuse oldblk time, 113

msg lob, 130

lblk set bm conflict, 114

msg lob time, 130

lblk set bm conflict size, 114

msg long read, 130

lblk set bm conflict time, 114

msg long read time, 130

lblk svctx active, 157

msg rollback, 130

lblk svctx active size, 157

msg rollback time, 130

lblk svctx active time, 157

msg tsam, 131

lgwr archive finish wait, 71

msg tsam time, 131

lgwr idle, 71

msg xa, 130

lgwr log network write wait, 71

msg xa time, 130

lgwr logfile switch, 87

multi block disk read - blocks, 77

lgwr switch time, 87

multi block disk read - requested, 77

lgwr wait for copy, 87

multi block disk read time, 77

lgwr wait for copy - sleep count, 87

multi block read - no block, 79

lgwr wait for copy time, 87

multi block read check on cache - block count not on

lnr idle, 73

cache, 132

lnw idle, 73

multi block read check on cache - requested, 132

log flush wait for commit, 71

multi block read check on cache time, 132

log flush wait for space, 72

multi block read complete, 79

loga archive block count, 87

multi block read invalid block count on pga, 132

loga write, 87

multi block read invalid block sum on pga, 132

loga write time, 87

multi block read wait time, 79

logons cumulative, 87

multi block read wait until IO complete, 79

lscan fetch, 151
lscan fetch time, 151

N
no seq_buffer_ free slot, 69

M

notification coordinator, 76

memory tuner drift, 129

notification sender, 76

memory tuner drift calc time, 129

number of alloc tx info part 1, 160

memory tuner prof register, 129

number of alloc tx info part 2, 160

memory tuner prof register time, 129

number of alloc tx info part 3, 160

message pass time, 93

number of apply begin tx with undo block, 159

message passed to RCVR, 93

number of apply begin tx with undo block part 1, 160

METRIC msgs received, 145

number of apply begin tx with undo block part 2, 160

msg commit, 130

number of begin tx, 135

색인 187

Number of block lock get fails by block waiting, 128

Number of re-scaning send msg Q, 94

Number of block lock get fails by blocked by other in

Number of receiving INC packet, 93

stances, 128

Number of sending INC packet, 93

Number of block lock get fails by compatibility, 128

Number of times CR request blocked by CUR request,

Number of block lock get fails by writing, 128

134

Number of block lock gets ignoring starvation of other

Number of times received from a remote CR Server, 91

instances, 129

Number of times the light-work rule was evoked, 154

Number of blocked requests by local thread, 92

Number of times the log or the block has been flushed

Number of blocked requests by remote instance, 92

by GCA, 154

Number of blocks CR request blocked by CUR request,

Number of times the send queue processed, 135

134

Number of times to send INC packet vector, 94

Number of blocks received from a remote CR Server,

Number of times to wait & process CR reply for prefetch,

91

91

Number of blocks waited CR reply for prefetch, 91

Number of times to wait acf task ready, 93

Number of bytes received INC packet, 93

Number of times to wait ctx sync, 92

Number of bytes sent INC packet, 93

Number of times to wait DSPC suspend, 94

Number of CCC messages processed, 135

Number of times to wait DSPC working, 94

Number of CCC out-of-order messages, 134

Number of UP locks processed as master, 92

Number of conflict DBA while scanning candidate bh,

Number of wait-locks granted from the master, 90

134

Number of waiting BUSY flag to cancel lock, 91

Number of CR blocks received from other instances,

Number of waiting previous CR reply, 91

137

Number of waiting RCO start, 92

Number of CR blocks served for other instances, 136

Number of waiting RCOC start, 91

Number of CR messages made for other instances, 140

Number of waiting RCOC status, 91

Number of CR messages not log-flushed, 140

Number of waiting RCOW status, 92

Number of current blocks received from other instances,
126

O

Number of current blocks served for other instances,

oldcol check, 103

124

oldcol check - old blk, 155

Number of down convert rejects despite no owner in the

oldcol check - old tx, 155

ccc lock holder, 129

oldcol check colcnt, 103

Number of DOWN locks processed as master, 92

oldcol check skip by old blk, 155

Number of errors during receiving INC packet, 93

oldcol check skip by old tx, 155

Number of errors during sending INC packet, 94

oldcol replace - row reset, 104

Number of flushes queued by GCA, 154

oldcol replace total, 104

number of getting undo block, 135

oldcol slob changed, 155

number of getting undo block and apply, 135

oldcol slob check, 155

number of getting undo sgmt, 135

on demand recovery, 115

number of getting undo ts, 135

on demand recovery apply urec count, 115

Number of INC packet vectors sent, 94

optimizer, 118

Number of locks granted from the master, 92

optimizer dynamic sampled block count, 124

Number of locks prefetched, 91

optimizer dynamic sampling, 124

Number of messages in the send queue,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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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er dynamic sampling block read, 124

RCVR wait for next message, 74

optimizer dynamic sampling block read time, 124

received msg size (byte), 157

optimizer dynamic sampling time, 124

received msg size (byte) size, 157

optimizer size, 118

received msg size (byte) time, 157

optimizer time, 118

recover undoblk for tx begin, 116
recover undoblk for tx begin time, 116

P

recreatable chunk cache out, 135

param bind called, 158

recursive transactions, 116

param bind count, 158

recursive transactions total time, 116

param bind time, 158

redo entries, 89

parse count (failures), 118

redo log size, 89

parse count (for all sessions), 118

redo log space requests, 89

parse count (hard), 118

redo log space requests - logfile switch, 89

parse count (total), 118

redo records, 151

parse time elapsed, 118

redo records - cv count, 151

pending tx delete, 140

redo replay, 151

pending tx delete time, 140

redo replay - cv count, 151

pending tx insert, 140

redo replay time, 151

pending tx insert time, 140

redo scan, 151

pin wait by blk read wait, 149

redo scan time, 151

pin wait by blk read wait time, 149

redo space allocation successes, 89

pin wait by blk write wait, 149

redo space allocation trials, 89

pin wait by blk write wait time, 149

redo wait for flush, 89

pin wait by pin wait, 149

redo wait for logfile switch, 89

pin wait by pin wait time, 149

redo wait time for flush time, 89

pin waiters by blk read wait, 149

redo wait time for logfile switch, 89

pin waiters by blk write wait, 149

redo write, 89

pin waiters by pin wait, 149

redo write multi, 89

poll time, 93

redo write multi - waiter count, 89

poll wake-up, 93

redo write time, 89

poll wake-up: timeout, 93

redo written log blocks, 89

ppc search time, 149

reply message, 129

profile check fail, 135

reply message time, 129

profile check time, 135

reply msg etc, 130

profile checked, 135

reply msg etc time, 130
reply msg sql common, 129

Q
quicksort, 121
quicksort time, 121

reply msg sql common time, 129
reply msg wait log flush, 129
reply msg wait log flush time, 129
req service time, 78

R
RCVR Full, 94

req total count, 78
result cache flush, 147
result cache flush time,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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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cache invalidate, 147

sent message size (byte), 116

result cache invalidate time, 147

sent message time, 116

result cache invalidation, 93

seq get nextval, 146

result cache invalidation time, 93

seq get nextval time, 146

result cache purge, 147

seqw idle, 70

result cache purge time, 147

seqw wait for cache flush, 70

result cache search, 146

seqw wait for message reply, 70

result cache search time, 146

seqw wait for new value, 69

result cache wait, 146

seqw wait for writeback, 69

result cache wait time, 146

service tx wait in index, 75

row reset, 104

set bitmap freeness, 97

row reset - pinhold, 104

set freeness time, 97

rowid sort prefetch, 132

set session login/logout time, 136

rowid sort prefetch total cnt, 132

set session logout time only, 136

rows processed, 157

set sgmt hhwm count, 97

rows processed size, 157

set sgmt hhwm success, 97

rows processed time, 157

set sgmt hhwm time, 97

rset - block written seen, 151

sgmt alloc ext, 98

rset - block written seen (remove rse), 151

sgmt alloc ext size, 98

rset - skip replay, 151

sgmt alloc ext time, 98

rset - skip replay (no block read), 151

sgmt format, 134

rset build, 151

sgmt format block, 134

rset build time, 151

sgmt format block count, 134

rt inflow wait, 73

sgmt format block time, 134

RW mutex wait, 75

sgmt format get l1bmb count, 134
sgmt format get l1bmb time, 134

S

sgmt format set bm count, 134

scnr wait for AST/BAST, 74

sgmt format set bm time, 134

segment search master, 97

sgmt search - fail count, 97

segment search master - block count, 97

sgmt search - hint hit, 95

segment search master - time, 97

sgmt search - hint hit size, 95

segment search master request, 97

sgmt search - hint hit time, 95

segment search master request - success cnt, 97

sgmt search - hint miss, 95

segment search master request - time, 97

sgmt search - hint miss size, 95

segment search slave, 98

sgmt search - hint miss time, 95

segment search slave - space size, 98

sgmt search - new iblk, 97

segment search slave - time, 98

sgmt search - new iblk time, 97

segment search slave set l1 freeness, 98

sgmt search - request, 95

segment search slave set l1 freeness - time, 98

sgmt search - request time, 95

segment search slave set l1 freeness(nowait fail count),

sgmt search - requested space, 95

98

sgmt search L1 - bitmap block get, 96

sent message count, 116

sgmt search L1 - bitmap block get count, 96
sgmt search L1 - bitmap block get time,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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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mt search L1 - format, 96

SNDR wait for next message, 74

sgmt search L1 - format failed, 96

sort, 120

sgmt search L1 - format failed size, 96

sort - build key stage, 120

sgmt search L1 - format failed time, 96

sort - build key stage time, 120

sgmt search L1 - format size, 96

sort - build mplan stage, 121

sgmt search L1 - format time, 96

sort - build mplan stage time, 121

sgmt search L1 - l1 block pin count, 96

sort - build run from keystore stage, 120

sgmt search L1 - nowait mode get fail count, 96

sort - build run from keystore stage time, 120

sgmt search L1 - ok - nowait, 96

sort - build run from mruns stage, 121

sgmt search L1 - ok - nowait time, 96

sort - build run from mruns stage time, 121

sgmt search L1 - ok - wait, 96

sort - gather rows stage, 120

sgmt search L1 - ok - wait time, 96

sort - gather rows stage time, 120

sgmt search L1 - request, 96

sort - make result from keystore stage, 121

sgmt search L1 - request time, 96

sort - make result from keystore stage time, 121

sgmt search L1 - scan bitmap, 96

sort - make result from mruns stage, 121

sgmt search L1 - scan bitmap size, 96

sort - make result from mruns stage time, 121

sgmt search L1 - scan bitmap time, 96

sort - merge runs stage, 121

sgmt search L1 - wait mode get fail count, 96

sort - merge runs stage time, 121

sgmt search L2 - bitmap block get, 95

sort - top-k process stage, 120

sgmt search L2 - bitmap block get count, 95

sort - top-k process stage time, 120

sgmt search L2 - bitmap block get time, 95

sort aggregation - build run stage, 123

sgmt search L2 - l2 block pin count, 95

sort aggregation - build run stage time, 123

sgmt search L2 - range search count(hash), 95

sort aggregation - eval out stage, 124

sgmt search L2 - range search count(linear), 95

sort aggregation - eval out stage time, 124

sgmt search L2 - request, 95

sort aggregation - first phase stage, 123

sgmt search L2 - request time, 95

sort aggregation - first phase stage time, 123

sgmt search L2 - request time(hash), 95

sort aggregation - gather rows stage, 123

sgmt search L2 - request time(linear), 95

sort aggregation - gather rows stage time, 123

sgmt search L2 - request(hash), 95

sort aggregation - grouping stage, 123

sgmt search L2 - request(linear), 95

sort aggregation - grouping stage time, 123

sgmt search(direct L1), 97

sort aggregation - make result stage, 123

sgmt search(direct L1) success count, 97

sort aggregation - make result stage time, 123

sgmt search(direct L1) time, 97

sort aggregation - merge run stage, 123

sgmt_search_space_l1_no_wait_can_use, 134

sort aggregation - merge run stage time, 123

sgmt_search_space_l1_no_wait_case, 134

sort aggregation - second phase stage, 123

sgmt_search_space_l1_no_wait_get_cur, 134

sort aggregation - second phase stage time, 123

shutdown finish wait, 74

sort group by - build disk run stage, 122

slab allocator - decrease maximum, 159

sort group by - build disk run stage time, 122

slab allocator - extend and exceed maximum, 159

sort group by - build intermediate run stage, 121

slab allocator - extend count (shp_malloc), 159

sort group by - build intermediate run stage time, 121

smr idle, 73

sort group by - build key stage, 121

smr replay wait, 73

sort group by - build key stage time, 121

smr suspend, 73

sort group by - build mplan stage,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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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 group by - build mplan stage time, 122

spinlock: RW_GSYSCTX, 164

sort group by - gather rows stage, 121

spinlock: RW_SYSCTX, 164

sort group by - gather rows stage time, 121

spinlock: RW_TID_CONN_HTBL, 171

sort group by - make result stage, 122

spinlock: RW_TTE, 163

sort group by - make result stage time, 122

spinlock: shared pool, 170

sort group by - merge runs stage, 122

spinlock: shared pool LRU, 170

sort group by - merge runs stage time, 122

spinlock: SPIN_ACF_COMM_GMC, 169

sort group by (v2) - build disk run stage, 122

spinlock: SPIN_ACF_COMM_IIC, 163

sort group by (v2) - build disk run stage time, 122

spinlock: SPIN_ACF_CTX_LIST, 163

sort group by (v2) - build mplan stage, 122

spinlock: SPIN_ACF_MON, 170

sort group by (v2) - build mplan stage time, 122

spinlock: SPIN_ACF_MSGQ_WS, 169

sort group by (v2) - build tree stage, 122

spinlock: SPIN_ACF_MTX_RW, 170

sort group by (v2) - build tree stage time, 122

spinlock: SPIN_ACF_NMGR, 169

sort group by (v2) - gather rows stage, 122

spinlock: SPIN_ACF_RCO, 167

sort group by (v2) - gather rows stage time, 122

spinlock: SPIN_ACF_RMSG, 163

sort group by (v2) - make result stage, 123

spinlock: SPIN_ACF_SCNR_SCANQ, 169

sort group by (v2) - make result stage time, 123

spinlock: SPIN_ACF_TIMEOUT, 168

sort group by (v2) - merge runs stage, 122

spinlock: SPIN_ALLOC, 170

sort group by (v2) - merge runs stage time, 122

spinlock: SPIN_AQ, 163

sort sgmt extlist shp chunk, 157

spinlock: SPIN_AQ_HT, 163

sort sgmt extlist shp chunk size, 157

spinlock: SPIN_ASH, 163

sort sgmt extlist shp chunk time, 157

spinlock: SPIN_ASH_CSR_READ, 164

sort sgmt fetch time, 158

spinlock: SPIN_AUTO_COALESCE, 161

sort sgmt fetch time size, 158

spinlock: SPIN_BIND_CPT, 164

sort sgmt fetch time time, 158

spinlock: SPIN_BITQ, 170

sort time, 120

spinlock: SPIN_BUF_FREE_WAIT, 166

sorts (disk), 114

spinlock: SPIN_BUF_WS_CKPT, 168

sorts (disk) size, 114

spinlock: SPIN_CCC_LCB, 170

sorts (disk) time, 114

spinlock: SPIN_CKPT_PROGRESS, 168

sorts (memory), 116

spinlock: SPIN_CL_CONN, 162

sorts (memory) size, 116

spinlock: SPIN_CWS_LCB, 170

sorts (memory) time, 116

spinlock: SPIN_DBLINK, 171

spinlock total wait, 75

spinlock: SPIN_DBMS_PIPE_ELEM, 163

spinlock: cache buffers chains, 167

spinlock: SPIN_DBWR_LOW, 161

spinlock: cache buffers lru chain, 167

spinlock: SPIN_DD_CACHE_BUCKET, 161

spinlock: CCC LKB table lock, 168

spinlock: SPIN_DD_SEQ, 170

spinlock: Control file lock, 165

spinlock: SPIN_DML_STAT_BUCKET, 162

spinlock: Control file RW lock, 165

spinlock: SPIN_DUMMY_CHUNK_LIST, 164

spinlock: CWS LKB table lock, 168

spinlock: SPIN_EMUL_AOP, 170

spinlock: LNR pool lock, 168

spinlock: SPIN_ENABLED_ROLES, 168

spinlock: Lognet write lock, 169

spinlock: SPIN_FAN, 164

spinlock: MR allow corruption lock, 160

spinlock: SPIN_FD_BUCKET, 162

spinlock: RW_AQ_SUBS, 163

spinlock: SPIN_FDPOOL,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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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lock: SPIN_FIT_WTHR, 165

spinlock: SPIN_REDO_ALLOC, 169

spinlock: SPIN_FIXED_SYS_MEM_INFO, 170

spinlock: SPIN_REDO_COPY, 168

spinlock: SPIN_GMC_CALLBACK, 160

spinlock: SPIN_REDO_WRITING, 161

spinlock: SPIN_GV_CANCEL, 164

spinlock: SPIN_ROOT_ALLOC, 170

spinlock: SPIN_GV_PARAM, 164

spinlock: SPIN_RT_WAIT, 163

spinlock: SPIN_IICD, 167

spinlock: SPIN_SEQ_PIN_LIST, 170

spinlock: SPIN_INFO_STRUCT, 163

spinlock: SPIN_SESS_CSR_POOL, 165

spinlock: SPIN_L1CG, 164

spinlock: SPIN_SESS_LONGOPS, 162

spinlock: SPIN_L1CG_POOL, 166

spinlock: SPIN_SESS_LTIME, 163

spinlock: SPIN_L1CL, 164

spinlock: SPIN_SESS_REQ_QUEUE, 164

spinlock: SPIN_L1CL_POOL, 166

spinlock: SPIN_SESS_SERIAL_NO, 161

spinlock: SPIN_LISTENER, 161

spinlock: SPIN_SESS_TSAM_HNDL_POOL, 160

spinlock: SPIN_LOG, 171

spinlock: SPIN_SLAB_ALLOC, 169

spinlock: SPIN_MBR_AIO, 165

spinlock: SPIN_SLAB_PEND, 167

spinlock: SPIN_MBR_POOL, 161

spinlock: SPIN_SLAVE_TX, 165

spinlock: SPIN_MEM_AUTO_TUNER_CALC, 165

spinlock: SPIN_SM_BUF_ELEM, 164

spinlock: SPIN_MEM_AUTO_TUNER_DRIFT, 166

spinlock: SPIN_SNDR, 163

spinlock: SPIN_MEM_AUTO_TUNER_SH, 162

spinlock: SPIN_SORT_SGMT, 166

spinlock: SPIN_MSG_LIST, 169

spinlock: SPIN_SPIN_WAITER_LIST, 171

spinlock: SPIN_NTF, 165

spinlock: SPIN_SQLSTATS, 171

spinlock: SPIN_OPEN_TS, 164

spinlock: SPIN_SVRMODE_ACK, 161

spinlock: SPIN_PARAM, 171

spinlock: SPIN_TAS_DFDPOOL, 165

spinlock: SPIN_PE_EXBQ, 162

spinlock: SPIN_TAS_DFDPOOL_BUCKET, 163

spinlock: SPIN_PE_SESS, 169

spinlock: SPIN_TAS_DS, 165

spinlock: SPIN_PP_EXPCN_LIST, 168

spinlock: SPIN_TDE, 169

spinlock: SPIN_PP_RECR_HANDLE, 169

spinlock: SPIN_TEMP_TS_ID, 162

spinlock: SPIN_PP_RTSTAT, 171

spinlock: SPIN_TEMP_UNIT_POOL, 165

spinlock: SPIN_PPC_BUCKET, 166

spinlock: SPIN_TEMP_UNIT_POOL_TF, 161

spinlock: SPIN_PPID, 168

spinlock: SPIN_TID_VCON_HTBL, 171

spinlock: SPIN_PPSTAT, 166

spinlock: SPIN_TID_VCON_MSG, 169

spinlock: SPIN_PRECO_BH_ALLOC, 164

spinlock: SPIN_TSGMT_LIST, 162

spinlock: SPIN_PRECO_BUCKET, 164

spinlock: SPIN_TSN_TIME_MAP, 160

spinlock: SPIN_PRECO_LIST, 166

spinlock: SPIN_TX, 161

spinlock: SPIN_PREDEF_PKG, 162

spinlock: SPIN_USGMT_CACHE, 167

spinlock: SPIN_QUERY_REWRITE, 170

spinlock: SPIN_USGMT_HASH, 168

spinlock: SPIN_RCACHE, 166

spinlock: SPIN_VPDC, 164

spinlock: SPIN_RCACHE_BUCKET, 165

spinlock: SPIN_WLOCK, 166

spinlock: SPIN_RCACHE_WSET, 162

spinlock: SPIN_WTHR_READY, 160

spinlock: SPIN_RCMAP_BUCKET, 166

spinlock: SPIN_XA_VTI, 161

spinlock: SPIN_RCPOOL, 167

sql dd lock acquire, 131

spinlock: SPIN_RECR_HANDLE_POOL, 169

sql dd lock acquire time, 131

spinlock: SPIN_RECR_LIST, 167

sql dml lock acquire, 131

spinlock: SPIN_RECR_UNPIN, 170

sql dml lock acquire time, 131
색인 193

SQL processing (batchupdate) count, 117

tdd mu add + close, 101

SQL processing (batchupdate) time, 117

tdd mu chained case, 102

SQL processing count, 117

tdd mu chained case - time, 102

SQL processing time, 117

tdd mu close, 101

sql result cache append, 146

tdd mu compaction, 102

sql result cache append time, 146

tdd mu compaction time, 102

ssgmt aio read time, 114

tdd mu flush, 101

ssgmt aio reads, 114

tdd mu flush cv apply, 102

ssgmt aio suspend, 114

tdd mu flush cv apply time, 102

ssgmt aio suspend size, 114

tdd mu flush time, 101

ssgmt aio suspend time, 114

tdd mu last flush count, 101

ssgmt read time, 78

tdd mu new rp chained case, 154

ssgmt reads, 78

tdd mu new rp chained case - time, 154

ssgmt write time, 78

tdd mu row reset, 102

ssgmt writes, 78

tdd mu row reset - pinhold, 102

switching logfile waits - incomplete checkpoint, 82

tdd mu total time, 101

sysdump wait, 74

tdd update row, 101
tdd update row time, 101

T

tdd update rp, 101

table direct path insert, 147

tdd update rp time, 101

table direct path insert time, 147

tdil alloc itl, 112

table full scan, 124

tdil alloc itl fail, 112

table full scan - ex filtering and compacting, 124

tdil alloc itl time, 112

table full scan - ex filtering and compacting time, 124

tdil wait itl, 112

table full scan time, 124

tdil wait itl - cannot extend itl, 112

table single delete, 147

tdil wait itl time, 112

table single delete time, 147

temp granule acquire, 115

table single insert, 147

temp granule acquire count, 115

table single insert time, 147

temp granule acquire time, 115

table single update, 148

temp granule get wait, 75

table single update time, 148

temp granule request, 114

tdd delete row, 101

temp granule request time, 114

tdd delete row time, 101

temp granule success count, 114

tdd delete rp, 101

temp ts alloc, 114

tdd delete rp time, 101

temp ts alloc size, 114

tdd insert row, 101

temp ts alloc time, 114

tdd insert row time, 101

temp ts free, 114

tdd insert rp, 101

temp ts free size, 114

tdd insert rp time, 101

temp ts free time, 114

tdd lock row - called, 102

tempe granule check lock, 115

tdd lock row - effective, 102

tempe granule check lock count, 115

tdd lock row internal, 154

tempe granule check lock time, 115
tempe granule release,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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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 granule release count, 115

transformer, 158

tempe granule release time, 115

transformer size, 158

the number of user commits performed, 89

transformer time, 158

time to wait DDL barrier when loading DD, 146

tscan rowid, 148

Total blocked times by local thread, 92

tscan rowid examine rp, 149

Total blocked times by remote instance, 92

tscan rowid examine rp time, 149

Total CR blocked time by CUR request, 134

tscan rowid pick exb, 148

Total processing times to process DOWN locks as

tscan rowid pick exb time, 148

master, 92

tscan rowid time, 148

Total processing times to process UP locks as master,

tx binded new block, 115

92

tx binded reused, 115

Total Round Trip Times to get CR blocks, 91

tx recovery suspended, 75

Total Round Trip Times to grant lock, 92

tx table consistent rollback, 84

Total Round Trip Times to grant wait-lock, 90

tx table consistent rollback - application count, 84

Total Times sleeps before re-scaning send msg Q, 94
Total Times sleeps to wait acf task ready, 93

U

Total Times sleeps to wait BUSY flag to cancel lock, 91

undo extent steal ignore retention, 116

Total Times sleeps to wait ctx sync, 92

undo extent steal ignore retention time, 116

Total Times sleeps to wait DSPC suspend, 94

undo extent steal ignore retention value, 116

Total Times sleeps to wait DSPC working, 94

undo extent steal time, 116

Total Times sleeps to wait previous CR reply, 91

undo extent steal trials, 116

Total Times sleeps to wait RCO start, 92

undo extent steals, 116

Total Times sleeps to wait RCOC start, 91

undo retention recoveries, 98

Total Times sleeps to wait RCOC status, 91

undo retention recovery time, 98

Total Times sleeps to wait RCOW status, 92

undo retention recovery updates, 98

total times to alloc tx info part 1, 160

undo retention update extents count, 98

total times to alloc tx info part 2, 160

undo retention update time, 98

total times to alloc tx info part 3, 160

undo retention updates, 98

total times to apply begin tx with undo block, 159

Unknown msgs received, 145

total times to apply begin tx with undo block part 1, 160

update block's cleanout time, 80

total times to apply begin tx with undo block part 2, 160

update block's cleanout time - cr block, 80

total times to begin tx, 135

update pick current block, 148

total times to get undo block, 135

update pick current block time, 148

total times to get undo block and apply, 135

update session profile login/logout time, 136

total times to get undo sgmt, 135

updated user count for session profile login/logout time,

total times to get undo ts, 135

136

Total Times to process CCC message, 135

user calls, 87

Total times to set session login/logout time, 136

user rollbacks, 115

Total times to update session login/logout time, 136

usgmt get cr, 133

Total Times to wait & process CR reply for prefetch, 91

usgmt get cr time, 133

Total Times to wait for prefetching done, 91

usgmt get current, 133

transactions, 115

usgmt get current time, 133

transactions total time, 115
색인 195

W
wait DDL barrier when loading DD, 146
wait for explicit log flush request, 72
wait for free buf, 70
wait for global view reply, 76
wait for global view request, 76
wait for mbr to be completed, 70
wait for message arrival (advanced queue), 76
wait for related csr invalidation, 76
wait for search space master reply, 76
wait for undo ts switch, 76
wait until buffer cache flushed, 75
wait until memory operation limit is recalculated during
drift, 76
wait until the result set is finished to build, 75
wc hit, 131
wc miss, 131
write comp_blk, 103
write comp_blk total time, 103
write reply msg, 129
write reply msg time, 129
write uncomp_blk, 103
write uncomp_blk total time, 103
wthr archive finish wait, 74
wthr read client msg, 74
wthr ready wait, 71
wthr receive client msg, 74
wthr start msg wait, 74
wthr wait for CCC AST CR, 75
wthr wait for CCC AST CUR, 76
wthr wait for CCC AST MBR, 76
wthr wait for client msg, 74
wthr wait for CWS AST, 75
wthr_join() wait,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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