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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에서 MySQL 비동기 쿼리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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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대기시간최소화 – Connection Pool 미리생성

전통적인 동기 방식의 쿼리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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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대기시간최소화 – Connection Pool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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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대기시간최소화 – Thread Pool

전통적인 동기 방식의 쿼리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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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대기시간최소화 – Thread Pool

전통적인 동기 방식의 쿼리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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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은? 바로 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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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비동기 지원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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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 처리

MySQL 비동기 지원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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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 처리

MySQL 비동기 지원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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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비동기 지원을 위한 노력

8.0 or 
5.7.12 ↑  



import com.mysql.cj.xdevapi.*; 

// Connect to server on localhost using a connection URI 
Session mySession = new 
SessionFactory().getSession("mysqlx://localhost:33060/test?user=user&password=password"); 

Schema myDb = mySession.getSchema("test");
Table employees = myDb.getTable("employee"); 

// execute the query asynchronously, obtain a future 
CompletableFuture<RowResult> rowsFuture = employees.select("name", "age")
.where("name like:name")
.orderBy("name")
.bind("name", "m%").executeAsync();  

// 비동기 요청 후 필요한 작업을 수행

// wait until it's ready 
RowResult rows = rowsFuture.get(); // 결과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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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X DevAPI 핫!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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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X DevAPI 핫! 이슈
Session1.sql(query).executeAsync();

public void pushMessageListener(final MessageListener<XMessage> listener) {
. . .
synchronized (this.dispatchingThreadMonitor) {

if (this.dispatchingThread == null) {
ListenersDispatcher ld = new ListenersDispatcher();
this.dispatchingThread = new Thread(ld, "Message listeners dispatching thread");
this.dispatchingThread.start();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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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비동기 지원을 위한 노력

MySQL X DevAPI 핫! 이슈
private class ListenersDispatcher implements Runnable {

. . .

@Override
public void run() {

synchronized (SyncMessageReader.this.waitingSyncOperationMonitor) {
. . .
while (true) {

. . .
synchronized (SyncMessageReader.this.dispatchingThreadMonitor)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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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Configuration poolConfiguration = new PoolConfiguration(
100,                            // maxObjects
TimeUnit.MINUTES.toMillis(15),  // maxIdle
10_000,                         // maxQueueSize
TimeUnit.SECONDS.toMillis(30)   // validationInterval

);

Connection connection = new ConnectionPool<>(
new MySQLConnectionFactory(new Configuration("username", "host.com", 3306, "password", "schema"

)), poolConfiguration);

connection.connect().get();

CompletableFuture<QueryResult> future = connection.sendPreparedStatement("select * from table limit 
2");

// 비동기 요청 후 필요한 작업을 수행

QueryResult queryResult = future.get();
System.out.println(Arrays.toString(((ArrayRowData) (queryResult.getRows().get(0))).get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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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비동기 지원을 위한 노력

X DevAPI (MySQLX) jasync-SQL

지원버전 MySQL 8.0 이상(5.7.12) MySQL 4.1 이상

인증방식 caching_sha2_password mysql_native_password

제공기능

• ConnectionPool
• CompletableFuture 기반의비동기쿼리
• Table 객체사용
• Document store로사용가능

• add, find, modify, remove
• Transaction 처리지원

• ConnectionPool
• CompletableFuture 기반의비동기쿼리
• prepared 쿼리
• Transaction 처리지원

레퍼런스 • Spring의 R2DBC, Vert.x

X DevAPI VS jasync-SQL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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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find, modify, remove
• Transaction 처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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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etableFuture 기반의비동기쿼리
• prepared 쿼리
• Transaction 처리지원

레퍼런스 • Spring의 R2DBC, Vert.x

이슈 • Session이많아질수록성능저하

X DevAPI VS jasync-SQL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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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기로 얻을 수 있는 것



Executors.newFixedThreadPool(250).execute(() -> {
SqlSession sqlSession = GameSqlSessionFactory.getSqlSession();
try {

UserDataMapper userDataMapper = sqlSession.getMapper(UserDataMapper.class);
List<Map<String, Object>> userList = userDataMapper.selectUser();
Map<String, Object> user = userList.get(0);
user.forEach(logger::info);

} finally {
sqlSession.close();

}
});

비동기로 얻을 수 있는 것



Executors.newFixedThreadPool(250).execute(() -> {
SqlSession sqlSession = GameSqlSessionFactory.getSqlSession();
try {

UserDataMapper userDataMapper = sqlSession.getMapper(UserDataMapper.class);
List<Map<String, Object>> userList = userDataMapper.selectUser();
Map<String, Object> user = userList.get(0);
user.forEach(logger::info);

} finally {
sqlSession.close();

}
});

CompletableFuture<QueryResult> future = connection.sendPreparedStatement(sql)
.thenApplyAsync(r -> new ArrayList<>(r.getRows().get(0).columns()))
.thenAccept(r -> r.foreache(logger::info));

비동기로 얻을 수 있는 것



비동기로 얻을 수 있는 것

성능 - 테스트환경

항목 이름 내용 비고

VM 스펙 8코어 16기가 총 23대

서버구성

GameHammer 부하생성으로 동시유저접속역할 4대

Gateway GameHammer 실제연결되는노드 4대

GameNode 실제게임로직이처리되어부하를처리 4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처리 3대

설정 Thread Pool 250개

DB Connection Pool 2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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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 테스트시나리오

접속 인증

방메시지
X 10회

로그인
유저매치
(방입장)

방떠나기로그아웃1회종료

DB

X 1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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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 DB 사용안함

비동기로 얻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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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 MyBatis

비동기로 얻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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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 Hiber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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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 X DevAPI(MySQLX)

비동기로 얻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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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 jasync-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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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 jasync-SQL

비동기로 얻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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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ed Procedure

장점 단점

MySQL Stored Procedure
• 코드와쿼리분리
• 하나의요청으로여러 SQL 실행
• 네트워크소요시간단축

• 디버깅이어려움
• 처리성능이낮음
• 세션단위로캐싱되어메모리사

용많음



성능 – Stored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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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테스트

Stored Procedure에서 Transaction을 처리

DELIMITER $$
...
BEGIN 

DECLARE err INT default '0';
DECLARE continue handler for SQLEXCEPTION set err = -1;

START TRANSACTION;

...        
IF err < 0 THEN

ROLLBACK;
ELSE

COMMIT;
END IF;

END $$
DELIMITER ;



성능 – Stored Procedure Transaction

Stored Procedure에서 Transaction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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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기
X DevAPI

코드 생산성과 가독성, 성능이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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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비전



참고
• https://docs.toast.com/ko/Game/GameAnvil/ko/server-10-async/



MySQL 대규모 동접 처리

NHN Forward 2019



GameAn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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