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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클러스터 기반 DBMS에 관한 연구와 상용화된 솔루션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클러스터 기반 DBMS를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상태의 관리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 기반 DBMS를 위한 고가용성 클러스터 

솔루션의 최적화된 관리 기법과 이론에 대해 알아본다.

 

I. 서론 

  클러스터 기반 DBMS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관리 도구가 필요하다. 

첫째, 다수의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 시스템을 단일 

시스템처럼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즉, 시스템 내의 어떠한 노드에서도 클러스터 내의 모

든 시스템 자원과 행위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전체 시스템 구성과 각 노드의 부하 및 CPU, 메

모리, 디스크 등 자원의 활용 상태의 파악이 용이 하여

야 한다. 셋째, 모든 노드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

해 사용자의 요구를 적절히 분산시키는 스케줄링 방법

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가용성을 위해 노드 장애가 

발생한 상황에 즉시 대응 할 수 있는 장애극복

(fail-over)을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1,2] 

   

Ⅱ. 본론

  

  고가용성(High availability) DBMS 구현의 80% 이상

은 복구 클러스터링 구조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 구

조는 미션 크리티컬한 비즈니스에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의 고가용성을 보장하는, 업계가 인정한 가장 신뢰성 

있는 솔루션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오라클은 노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의 중단을 최소

화하는데 중점을 둔 RAC(Real Application Cluster)를 

10g 버전 이상부터 제공 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고가

용성(high availability)를 위해 복구 클러스터링과 

RAC 외에 데이타베이스 복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방법은 종종 관리 효율성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Microsoft와 IBM도 앞으로 수년 내에 간단하고 향상된 

통합 데이터베이스 가용성 솔루션에 중점을 둔 강화된 

HA 제품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복구 클러스터링, RAC 및 데이터베이스 복제가 사용 

가능한 HA 솔루션이긴 하지만 성공적인 배포와 지속적

인 가용성을 보장하려면 모두 (1) 신중한 계획, (2) 추

가 관리 노력, (3) 운영 정책 및 절차, (4) 엔드-투-엔

드 통합 테스트가 필요하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애플

리케이션의 요구 사항이 많아지면 서비스 수준 계약

(SLA)의 요구 사항도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고, 무엇

보다도 SLA의 요구수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최근에 대

부분의 DBMS 작동 중단의 가장 큰 원인은 하드웨어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드웨어 문제는 디스크 고장, 네트워크 카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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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제 고장, 리소스 할당 실패 등 많은 원인에서 

기인한다. DBMS용 복구 클러스터링 솔루션은 데이터베

이스 인스턴스를 다른 서버로 복구하여 대부분의 하드

웨어 관련 문제를 극복하고, 복구 구조에 대한 일반적

인 복구 클러스터링 솔루션은 (1) 하드웨어 서버, (2) 

운영 체제, (3) 패치 레벨, (4) 네트워크 카드로 구성되

며, SAN과 같은 공유 기억 장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HA 구현을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신중

한 계획, 실행 및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4].

  클러스터 가상서버(clustering virtual server)는 하

나의 시스템처럼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독립적인 컴퓨

터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웹서비스와 같이 대량의 트래

픽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많은 서버가 필요하지만 서

버가 많은 시스템으로 구성되었을 지라도, 각 서버가 

IP를 가지고 서비스를 수행한다면 하나의 서버가 고장

을 일으켰을 경우, 그 서버에 대한 서비스는 중단되어 

전체 서버에 대한 고가용성(high availability) 및 고성

능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반해 클러스

터링 기반의 서버는 사용자에게는 단일 서버 또는 단일 

서버 이미지를 갖게 하여 클러스터를 하나의 서버인 것

처럼 간주하게 하기 때문에 고가용성이 높은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클러스터링 서버는 구조의 특성

상 서버의 용이한 확장이 가능하여 사용자 요청이 증가

하거나 복잡한 처리 작업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여분의 

시스템이 추가될 수 있다. 클러스터의 한 시스템이 에

러를 일으키면, 이 시스템의 작업은 자동적으로 다른 

시스템에 분산되며, 클러스터는 사용자에 대해 투명한 

단일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클러스터링 기술은 

저가의 PC를 이용하여 고가용성 및 고성능의 시스템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용성을 지원하는 클러스터 구조의 RAC은 돌발 장

애 발생 시의 복구 요구 시간에 따란 인스턴스의 복구 

시간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하나의 노드에 장애

가 발생 하였을 때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재

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인스턴스 복구 

시간을 고려하여 돌발 장애 시에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 

복구 되는 두 가지의 모드를 지원하고 있다. 이 기능은 

TAF(Transportation Application Failover)와 

CTF(Connection Time Failover) 기능이다. TAF는 클

라이언트가 인스턴스의 한쪽 노드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중에 접속한 노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가용한 다른 

노드로 접속하여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다. 즉 현재의 버전에서 조회를 하는 애플리케이션인 

경우에만 TAF기능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수정 없

이 Failover를 구현할 수 있고, CTF는 클라이언트가 데

이터베이스로 접속을 시도할 때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

가 장애가 발생하여 접속하지 못할 경우 다른 서버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와 같이 TAF와 

CTF를 통해 돌발 장애시 서비스의 정지 없이 혹은 수

초 내에 가용한 노드로 접속을 넘김으로서 시스템의 가

용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Ⅲ. 결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가상화 환경으로 만들어 

필요에 따라 인프라 지원을 사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최근 구

글이나 네이버, 다음 등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들을 통

해 직접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에서 배포, 관리까지 가

능한 플랫폼을 서비스 하는 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존의 ASP를 확장한 개념으로 차세대 ASP

로  볼 수 있는 Saas(Softeare as a Service) 로 현실

화 되고 있다. 더불어 서버의 가상화(virtulization)를 

통해  인프라플랫폼(Infra platform) 즉 데이터베이스

부터 어플리케이션 부분까지의 통합 환경에 따른 기술

들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3].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고

찰된 DBMS의 고가용성 솔루션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

영 관리하는 방안을 필두로 보다 진보된 다양한 그리드 

기술을 이용한 메모리 기술 및 캐싱(caching) 방법 또

는 서버 및 소프트웨어의 서비스 가상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의 가상화에 따른  기술들에 대한 연구 및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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