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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는 말씀

 이 책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운용 결과에 대해 저/역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사 및 제공업체, 제이펍 출판사는  •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회사명, 제품명은 일반적으로 각 회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이며, 본문 중에는 TM, Ⓒ, Ⓡ 마크 등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버전은 독자의 학습 시점에 따라 책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의 리뷰를 통해 그 내용을 감수받았습니다. • 

 이 책의 원서는 2010년 9월에 출간되었으며, 지금까지 오라클 12c 릴리스 1이 출시되었고,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 5.x 버전

에서 6.x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이 책이 출간될 시점에 RHEL 7 버전이 릴리스되었으며, OEL 7 버전도 조만간 릴리스될 예정). 이

에 따라 최신 버전에서 달라진 내용은 역주를 달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12, 13장은 실제 제품을 통해 원서상의 내용을 검증,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오류를 수정하였으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서에 없는 내용이 일부 추가되었습니다.

11장에 실린 예제 코드는 • www.apress.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소스코드 형식• (예제, 출력 결과 등)은 가독성을 위해 원본과 다르게 편집하였습니다.

 책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역자• (김주현: jhkim1217@gmail.com)혹은 제이펍 출판사(jeipub@gmail.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cafe.naver.com/expertoracleexadata 사이트에서도 이 책에 실린 예제 코드, 오탈자 정보 등 책 내용에 관한 기술적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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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xiii

멈추지 않는 세상을 지탱하는 기술

만약 증권사의 온라인 거래 시스템이나 은행의 뱅킹 시스템이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 오

늘날 IT 세상은 이렇듯 알게 모르게 전산 인프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치명적 장

애는 곧 수익의 감소와 고객의 이탈로 이어진다. 오늘날 IT 시스템이 감당해야 할 트래픽

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온라인 트랜잭션은 1년 내내 쉼 없이 돌아

가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기업의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되는 기술이 바로 ‘클러

스터링’이다. 이러한 클러스터링 기술을 구현하는 것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은데, 오라클 

RAC에서 제공하는 중복 구성 기능 외에도 H/W 수준의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장비 등에

서도 충분한 중복 구성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

게 될 DBA도 RAC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필요하며, 장애 상황에서 클러스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리눅스와 오픈 소스

최근 국내에서도 오픈 소스를 채택하여 비용을 절감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

나 오픈 소스를 채택하는 이유가 비용 절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픈 소스의 대명사인 

리눅스는 저렴할 뿐만 아니라 탁월한 안정성과 성능을 갖춘 검증된 플랫폼이다. 이는 전 

세계의 수많은 해커들에 의해 매우 빠른 속도로 버그가 수정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

만, 레드햇, 인텔, IBM, 구글, 오라클, 퀄컴, 시스코, 후지쯔 같은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에 

힘입은 바 크다. 오늘날 리눅스는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오라클 엑사데이터

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제 더는 누구도 리눅스를 해커들의 장

난감으로 여기지 않는다.

머리
말

옮
긴
이



프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g RAC 리눅스 xiv

오늘날 리눅스가 이렇게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각광 받는 운영체제가 된 이유 중 하나로 

인텔 CPU의 성능 향상을 빼놓을 수 없다. x86 CPU가 64비트를 지원하게 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프로세스당 4GB의 메모리 제약은 사라졌으며, 수십에서 수백 GB의 메모리를 탑재

한 시스템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멀티코어 아키텍처가 발전하면서 

최근 출시되는 CPU는 하나의 소켓에서 최대 12코어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참고로 오

라클의 엑사데이터도 인텔의 제온 CPU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다). 더 이상 과거처럼 몇 대의 대

형 유닉스 머신만으로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대형 유닉스 머신 대신에 인텔 기반 플랫폼이 급부상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오라클 

RAC와 같은 클러스터링 기술의 발전이다. 이로써 여러 대의 저렴한 컴퓨터를 연결하여 거

대한 슈퍼컴퓨터의 파워를 낼 수 있게 되었다. RAC의 캐시 퓨전 아키텍처는 오라클 9i 버

전에서 거의 완성되었으며, 10g에서는 스토리지 수준에서 그리드를 구현한 ASM이 도입되

었고, 11g에서 클러스터웨어와 ASM이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로 통합되어 과거보다 뛰어

난 성능과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국내에서도 유닉스에서 x64 기반의 리눅스 플랫폼으로의 다운사이징

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마치 과거의 메인프레임이 유닉스로 다운사이징되던 시

절을 연상시킨다.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OEL)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

스(RHEL)에 기반한 제품으로 오라클에 최적화된 언브레이커블 엔터프라이즈 커널(UEK, 

Unbreakable Enterprise Kernel)을 탑재하고 있다. 최신의 UEK는 강화된 인피니밴드 성능, 대

형 NUMA 서버를 위한 최적화 기술, 솔라리스의 Dtrace 기능, 데이터 저장의 안정성을 높

이는 기술 등이 탑재되어 있다. 참고로 이 책은 OEL 5.x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지

만, 본 번역서가 출간될 시점의 최신 버전인 OEL 6.x 버전에서도 큰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다. 버전이 올라가면서 달라진 점은 별도의 주석으로 언급했으니 독자가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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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구성

이 책은 오라클 11gR2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지식과 트러블

슈팅, 진단과 분석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담고 있다. 처음 1, 2, 3장은 리눅스에 대한 이야

기와 오라클 RAC의 기반이 되는 정보들을 담고 있으므로 일독을 권한다. 하드웨어에 대

한 소개를 담고 있는 4장은 RAC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 지식을 제공한다. 5장은 최근 급

부상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반이 되는 가상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오픈 소스인 Xen

에 기반한 오라클의 OracleVM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6장은 RAC 구축에 필요한 리눅

스 운영체제의 설치 및 구성을 다루는 장이다. 실제 RAC 구축에 필요한 그리드 인프라스

트럭처의 구성 요소인 클러스터웨어와 ASM, RDBMS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는 7, 8, 9, 10

장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11장은 RAC를 논리

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념과 서비스 중단 없이 클라이언트에게 원활

한 페일오버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TAF, FCF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12, 13장은 각각 

오라클의 성능 진단 및 분석과 운영체제에서의 성능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

다. 14장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병렬 쿼리 기능이 RAC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15장은 오라클 버전 업그레이드에 대한 귀중한 조

언이 담겨 있다. 이 책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RAC 내부 작동 원리 및 성능 진단

에 대한 내용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RAC Advanced OWI, Internals 

and Performance in Oracle 10g》(조동욱 저)를 추천하는 바이다.

RAC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실습 안내

한 가지 당부를 하자면, 이 책의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독자 스스로 실제 

설치와 구성을 연습해볼 것을 권고한다. 실습과 이 책의 학습을 병행한다면 내용을 이해

하기가 한결 수월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가상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 PC에서도 RAC

를 충분히 구성해볼 수 있게 되었다. 가상 머신을 이용한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설명은 다

음과 같이 간단한 안내로 대신하고자 하니 독자들의 양해를 바란다.

우선, 가상 머신으로는 GNU GPL을 따르는 오픈 소스 제품인 오라클의 버추얼박스

(VirtualBox)를 설치하기 바란다. 이는 http://www.virtualbox.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단, 최

소 8G 이상의 메모리와 7200rpm 이상의 HDD나 SSD를 갖추고 있어야 RAC 테스트가 원

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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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가상 머신에서의 오라클 RAC 설치는 http://www.oracle-base.com/articles/11g/

oracle-db-11gr2-rac-installation-on-oracle-linux-6-using-virtualbox.php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 문

서는 오라클 11.2.0.3과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6.3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물론, 

보다 최신 버전인 11.2.0.4와 OEL 6.5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감사의 글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내 오라클 기술이 해외 경향이나 기술 수준과 많이 동떨어진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 이유 중 하나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참고할 만

한 한글화된 기술 문서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를 사용하는 오라클 엔

지니어가 1년에 읽을 수 있는 기술 서적이 5권이라면,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엔

지니어가 동일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을 때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은 2권 정도에 불과할 것

이다. 일본이 근대화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서양의 우수한 과학 서적을 자국의 언어

로 번역하는 일이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 위즈베이스의 컨설턴트들은 해외의 우수 

오라클 기술 서적의 번역 및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서의 집필과 번역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본 서적이 출간되는 데 있어 많은 분들의 도움과 노력이 있었다. 먼저 역자들이 이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위즈베이스의 박태욱, 전한태 대표이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또한, 국내 IT 시장을 위한 양질의 서적 출간에 애쓰고 계신 제이펍

의 장성두 대표님께도 감사 드린다. 그리고 《전문가를 위한 오라클 엑사데이터》에 이어 이 

책의 교정을 다시 한번 담당해주신 제이펍의 이슬 님께도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

다. 또한, 바쁜 프로젝트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번역과 리뷰를 해주신 위즈베

이스의 동료 컨설턴트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진행하는 내내 격려를 해주신, 오라클 마이그레이션 분야에서 독립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조준형 이사님께 감사 드리고 싶다. 그리고 같은 분야에서 몸 

담고 있는 막냇동생 보현이에게도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당부를 드린다면, 리눅스 커널을 만든 리누스 토발즈의 말처럼 독자

들도 RAC를 그냥 재미로 즐겨보기 바란다. 어쩌면 리누스의 말대로 인생의 목표는 빵이 

아니라 재미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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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말하는 ‘삶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직접 안내해

주지는 않는다. 기껏해야 이렇게 말해줄 뿐이다. ‘그래, 싸우고 헤쳐 나가는 게 

인생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인생을 즐기는 게 될 거야.’”

리누스 토발즈의 자서전 《Just for Fun》 중에서

Just for fun & happy hacking

2014년 어느 무더운 여름날

위즈베이스 수석 컨설턴트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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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료 조사, 테스트, 글쓰기, 검토 등 이 책의 출판에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특히, 우리는 귀중한 조언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았

던 Apress의 수석 편집자 Jonathan Gennick과 총괄 편집자 Anita Castro에게 감사를 전하

고 싶다. 또한, 우리의 기술 저작물을 완성된 책으로 만들어준 교열 담당자 Patrick Meader

와 기술 검토를 위해 자신들의 시간을 할애하여 이 책을 읽고, 주석을 달고, 우리가 전달

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해준 Bernhard de Cock Buning, Sandesh Rao, Chris Barclay에

게도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살펴봐주고 연구 결과를 공유해준 

Julian Dyke의 도움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자료들을 취합하는 데 도움

을 주고 영감을 불어넣어 준 Markus Michalewicz, Frits Hoogland, Joel Goodman, Martin 

Widlake, Doug Burns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영국과 유럽의 오라클 사용자 그룹, 

그중에서도 특히 영국 OUG의 오라클 RAC SIG에 공헌한 David Burnham, Dev Nayak, 

Jason Arneil, James Anthony, Piet de Visser, Simon Haslam, David Kurtz, Thomas Presslie, 

Howard Jones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 마틴 바흐, 스티브 쇼 

자료 조사를 하고 이 책을 쓰느라 바빴던 지난 시간 동안 나를 참고 견뎌주고 지원을 아

끼지 않은 나의 아내와 아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을 제시간

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내가 현재 위치에 서도록 도와준 몇몇 분들에게

도 감사를 드린다. 대학 시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스시에 빠져들 수 있도록 동기를 부

여해준 Steinbuβ 교수님의 귀중한 도움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H105에서 헤아릴 수 없이 멋

감사
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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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시간들을 함께했던 Jens Schweizer, Timo Philipps, Axel Biesdorf, Thorsten Häs를 잊을 

수 없다. 룩셈부르크에서 함께 일했던 기술 팀의 멤버 Michael Champagne, Yves Remy, 특

히 Jean-Yves Francois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문제 해결이나 제

한된 시간 관리에 있어 전문적인 태도를 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영국에서 첫해를 

보내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던 Justin과 Lisa Hudd, Kingsley Sawyers, Pete Howlet, Dave 

Scammel, Matt Nolan, Alex Louth에게도 감사드린다. 또한, 내가 런던에서 했던 작업

에 대해서는 Shahab Amir-Ebrahimi, David Marcos, Peter Boyes, Angus Thomas, James 

Lesworth, Mark Bradley, Mark Hargrave, Paul Wright에게 감사를 드린다. 

- 마틴 바흐

나는 이 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동기를 부여해주고 나를 이해해준 내 아

내 Angela와 내 딸 Evey 그리고 나의 아들 Lucas와 Hugo에게 감사한다. 또한, 글을 쓸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준 부모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나는 나

의 매니저와 인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의 동료들, Michael Vollmer, 

Alex Klimovitski, Andrew G. Hamilton, Mikhail Sinyavin 그리고 인텔 Winnersh 영국 팀

의 Evgueny Khartchenko, Hugues A. Mathis, Nadezhda Plotnikova에게도 감사의 말씀

을 전한다. 또한,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와 오라클 VM에 대해 도움을 준 오라클의 

Christian Rothe와 Jonathan Price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Todd Helfter와 Oratcl의 제

작자 그리고 오라클, 리눅스,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기여한 전 세계의 Hammerora 사용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스티브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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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바흐는 독일 트리어의 응용과학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오

라클의 사외 컨설턴트이자 저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01년부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사는 미션 크리티컬한 24x7 시스템을 위

한 고가용성 및 재난 복구 솔루션이다. 그는 OCM 10g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Oracle 

Certified Master 커뮤니티의 자랑스러운 일원이다. 또한, 오라클 기술 커뮤니티에서 그

의 주요 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오라클 에이스로 임명되었다. 이로써 오라클은 그가 자신

의 지식과 경험을 기꺼이 커뮤니티와 공유할 뿐만 아니라 오라클에 대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그는 고객을 위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최적으로 구성

하거나 오라클 내부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오라클 사용자 그룹 미팅에

도 참여하고 있다. 더하여, 최근의 연구 결과와 이 책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게재하는 

martincarstenbach.wordpress.com이라는 블로그를 인기리에 운영하고 있다. 

소
개

지
은
이

마틴 바흐(Martin B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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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쇼는 오라클 공인 전문가(OCP)로, 영국의 브래드포드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 인텔의 데이터베이스 기술 관리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오라클 및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마

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유닉스 운영체제를 실행하는 RISC 시스템에서 인텔 리눅스 서버

로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하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그가 인텔 시스템에서 오

라클을 사용한 지 어느새 17년이 지났으며, 리눅스에서 오라클을 다룬 것도 자그마치 14

년이다. 그는 최고의 오라클 및 MySQL의 부하 테스트 도구인 Hammerora을 만든 사람

이자 관리자이며,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데이터베이스 벤치마크 및 성능에 관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오라클 오픈월드, Linuxcon, UKOUG, DOAG 컨퍼런스를 포함한 전 

세계 오라클 및 리눅스 관련 행사의 인기 있는 연사로서 SIG, 세미나, 교육 행사에서 정기

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및 리눅스 관련 저술 활동이나 웹 사이트 기고

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스티브 쇼(Steve Sh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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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 드 콕 뷔닝은 Grid-It의 공동 설립자로서 DBA 및 컨설턴트 역할을 맡고 있다. 전문 

분야는 고가용성(H/A: RAC, 데이터 가드, MAA, ASM)에 관련된 것들이다. 오라클 RDBMS 

부분에서 약 16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는 네덜란드의 오라클 기술지원 팀에서 7년

간 일하면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H/A 팀원으로 일했던 네덜란

드의 오라클 기술지원으로부터 여전히 도움을 받고 있다. 그는 아주 까다로운 문제나 H/A

에 관한 자문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고객과 유저그룹

을 위한 고가용성 교육 과정이나 프레젠테이션을 즐긴다.

소
개

감
수
자

베른 드 콕 뷔닝(Bernhard de Cock Bu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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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데스 라오는 성능 튜닝, 고가용성, 재해 복구, 오라클을 사용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설계의 전문가이며, 오라클의 RAC 개발 부문에서 RAC 보증 팀을 이끌고 있다. H/A 분야

에서 16년간의 경험을 쌓고,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다양한 오라클 버전을 

다루면서 RAC와 데이터베이스 내부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다. 그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작업은 금융, 소매업, 과학, 보험, 생명공학 산업 관련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이다. 현재는 오라클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RAC, 스토리지(ASM, ACFS), 

오라클 클러스터웨어 같은 제품에 대한 모범 사례를 개발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일

을 맡기 전에는 오라클 기술지원에서 고객 SR을 통해 올라온 결함을 조사하는 BDE(버그 진

단 및 에스컬레이션) 조직을 운영했었다. 그는 인도의 뭄바이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 학위를 

통해 얻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온사이트 및 백오피스 관련 일을 10년 이상 수행했다. 자

세한 이력은 링크드인(www.linkedin.com/pub/sandesh-rao/2/956/1b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산데스 라오(Sandesh R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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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김주현

해외는 대부분의 신규 RAC 구축이 인텔 기반 리눅스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며 ASM의 채

택 비율도 통계에 따르면 85%를 넘어 섰다고 합니다. 반면 국내는 이러한 흐름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DBA들은 RAC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며, 

편의성이나 확장성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음에도 ASM을 꺼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리눅스에 대한 검증을 이미 오래 전에 끝마치고 핵심 업무에 적용하여 사용한 

지 오래되었지만 국내는 아직도 리눅스를 못 미더워하는 형편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오해

를 불식시켜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DBA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미래는 인프라 서비스의 통합이 보다 중요해질 겁니다. 과거의 사고 방식에 갇혀서는 새로

운 시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젠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들이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화답

할 차례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노고에 동반자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

입니다.

현 ㈜위즈베이스 수석 컨설턴트이며

DAP, SQLP, OCM 10g/11g, 오라클 리눅스/솔라리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컨설팅한 업체로는 대법원, KTF, LG U+, 한국투자증권, 코스콤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전문가를 위한 오라클 엑사데이터》(2013, 제이펍)가 있다.

옮긴이 심정훈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더 증

대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저장과 제공은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가용성을 유지하

기 위해서 기업들은 많은 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RAC는 가용성을 극대화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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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업계 선두의 데이터베이스이며,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RAC의 기본 

개념부터 RAC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 기술과 진보된 RAC 기술을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위즈베이스 수석 컨설턴트이며

OCP, SCJP, HPCP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참여한 프로젝트로는 도로공사 HICON 시스템 진단 및 튜닝(2013), LG전자 GTMS 성능 튜닝(2012), 삼성SDS 첼로 SCM 솔루션  

개발(2011), 한국정보통신 정보계 DB 진단 및 튜닝(2010), KT 주소록 표준화(2009) 등이 있다.

옮긴이 유원석

재작년에 리눅스로 오라클 RAC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두 가지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나는 빠른 성능이며, 또 다른 하나는 리눅스 x86 서버의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가격과 

성능 두 가지를 모두 잡은 플랫폼인 것입니다. 오라클 엑사데이터 머신 또한 기본적으로 

리눅스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이를 보면 오라클은 지속적으로 리눅스에 투자할 것으로 보

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내용 또한 이론적인 부분과 실무적

인 부문이 잘 결합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번역을 함께한 위즈베이스 동료 컨설턴트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랜 준비기간에 걸쳐 출간된 이 책으로 우리 아이들, 승현이와 지원이에

게 아빠가 하는 일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 (주)위즈베이스 기술 이사이며

IBM, 웨어밸리에서 데이터모델링과 성능 최적화에 힘썼다.

틈틈히 성능 이력 관리를 위한 툴을 개발 중이다.

옮긴이 유주환

데이터 웨어하우스, OLTP, 혼합 환경 등 모든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오라클 

RAC는 고가용성과 확장성이라는 기업의 핵심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뛰어난 솔루션입니

다. RAC 아키텍처부터 하드웨어, 설치에 이르기까지 이 책에는 RAC의 모든 것이 담겨 있

습니다. 오라클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RAC의 전반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유용한 밑거름이 되어주리라 생각합니다.

현 (주)위즈베이스 선임 컨설턴트이며

정보처리기사, OCP(11g)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참여한 프로젝트로는 KICC 차세대 프로젝트(2013), 산업은행 차세대 프로젝트(2011), 
스카이라이프 차세대 프로젝트(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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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이건택

이 책은 두꺼운 두께만큼이나 RAC 전반에 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AC 개념과 

구성, 설치, 성능에 대한 내용을 하드웨어, OS,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이는 DB 담당자뿐만 아니라 리눅스 기반 시스템에서 오라클 RAC를 운영

하는 SA에게도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

다. 끝으로 번역에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위즈베이스의 박태욱, 전한태 대표님과 검

토를 맡아주신 나장근, 김현철, 김현동 이사님, 그리고 한현종 선임께 감사 드리며, 일상에 

늘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 (주)위즈베이스 기술 이사이며

현대전자(정보시스템 사업부), 현대정보기술, 쉬프트정보통신, 웨어밸리에서 

KT, SKT, LG전자의 데이터베이스 성능 진단 및 개선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주로 수행했다.

DB-GURU라는 성능 관리 도구를 만들었으며

이와 관련된 Daum 까페(cafe.daum.net/DBGURU)도 운영하고 있다.

옮긴이 정병관

국내 RAC 사용자들은 대개 외국 서적이나 자료를 통해 DB에 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있습

니다. 국내의 관련 서적들은 대개 입문자용이라 중고급자를 위한 정보가 적은 것이 사실

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시각의 DB 관련 서적이 많이 출판되어 국내 사용자의 목마

름을 해결해줬으면 합니다. 이 책은 RAC 서적 중에서도 국내외에서 유명하며, 좋은 내용

을 담고 있어 번역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을 되새기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위즈베이스의 박

태욱, 전한태 대표님과 사내 모든 가족의 격려로 모두가 즐거운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특

히, 앞장서서 노력하신 김주현 수석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현 (주)위즈베이스 책임 컨설턴트이며

굿센테크날러지, 한국기업데이터, 한국IT진흥 등의 회사에서 

건설, 금융, 전자, 통신 분야 DBA로 일했으며 다수의 DB 성능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현재는 통신, 방송 분야의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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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어 김현동 

오라클은 RAC 환경을 기반으로 주변 환경인 클러스터, 파일시스템, 볼륨 매니저를 직접 

제공하여 정보 시스템 영역의 확장을 꾀함과 동시에 DBA(또는 시스템 관리자)가 알아야 할 

것을 늘려 놓았습니다. 이는 x86 기반 H/W에 리눅스가 탑재되고, 이를 오라클이 지원하

면서 가속화되었습니다. 또한, 가용성, 확장성, TCO 개선을 기반으로 유닉스 환경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고 있기에 많은 사이트에서 이미 채택되었고 앞으로도 채택될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x86 기반의 H/W에서 오라클 RAC 서버를 다루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체

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 (주)위즈베이스 기술 이사이며

OCM, OCP, CISSP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오라클, 효성인포메이션, 한국EMC에서 대형 물류사 시스템 통합 안정화, 

통신사 성능 테스트 및 업그레이드, 전자회사 시스템 진단 분석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리뷰어 김현철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의 가용성 지원을 위해 초창기 OPS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RAC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기술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 책은 그 역사의 흐름을 함께 지내 온 

입장에서 오라클 RAC에 관한 마인드맵과 세부 기술들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

니다. 이 책은 RAC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접근은 결코 가볍지 않

으며 실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세한 내용까지 다루고 있어 RAC를 운영하고 있는 독

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RAC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 접하는 독자에

게도 RAC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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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위즈베이스 기술 이사이며

한국오라클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많은 고객사를 기술지원하였고  

오라클 ERP를 사용하는 포스코와 SAP ERP를 사용하는 삼성전자에서 

오랫동안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리뷰어 나장근

예전에는 시스템 영역과 데이터베이스 영역의 담당자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DB 담당자

는 DB 쪽만 알아도 일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DB 담당

자가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양쪽을 모두 알아야만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좋은 시절 다 

갔다고 할 수 있겠죠. 요새 IT 트렌드를 보면 마치 서버 시장의 주도권이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90년대 초반의 다운사이징 붐을 연상케 합니다. 이제 서버 

시장의 주도권은 리눅스가 쥐게 되겠지만, 서버용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여전히 DBMS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용 DBMS 시장의 선두에는 오라클이 서 있고, 당분간 이 상

황이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데이터베이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리눅스

와 오라클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책은 최근의 DBMS 시장의 가장 뜨

거운 이슈인 리눅스 서버와 오라클 RAC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실무자들과 데이터베이스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

니다.

현 (주)위즈베이스 기술 이사이며

삼성SDS, 한국오라클, 웨어밸리 등의 회사에서 일했다.

웨어밸리와 위즈베이스 기술연구소장을 역임하면서

 데이터베이스 분야의 몇 가지 개발 도구와 보안 솔루션을 기획하고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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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계획되지 않은 중단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고, 

애플리케이션에 고가용성(high availability)과 내결함성(fault tolerance)을 부여하기 위해 오라

클 RAC를 사용하는 이유와 단일 인스턴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

이션에서는 얻을 수 없는 많은 이점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또한, RAC의 역사와 현재 우리

가 알고 있는 최종 제품인 오라클 클러스터링 제품의 진화를 다룰 것이다.

오라클 RAC 소개

RAC(Real Application Cluster)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위에 올라가는 추가 옵션이다. 공유 디

스크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여러 대의 컴퓨팅 노드(node)에 걸쳐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함으

로써 향상된 가용성을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수평 확장을 가능하게 해주며, 낮은 소

유 비용으로 관리 효율성을 개선해준다. 또한, RAC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과 스탠더드 에디션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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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은 사용자가 RAC를 생각할 때 그리드(grid)를 떠올리기를 원한다. 그리드는 유틸리

티1로서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오라클의 10번째 주요 데이터베이스 릴리

스에서, 초점은 기존의 인터넷(internet) 사용자를 의미하는 i(예를 들어, 오라클 9i)에서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을 의미하는 g(예를 들어, 오라클 10g)로 변경되었다. 산업 트렌드 역시 

비교적 고가의 독점 SMP 서버에서 사용자가 컴퓨팅 파워를 유틸리티로 취급하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탑재한 업계 표준 하드웨어로 이동했다. 실제로, 제네바의 CERN 핵 연구 센터

에 있는 대형 강입자 충돌기(LHC)를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가장 큰 물리학 실험의 일

부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업계 표준 하드웨어와 오라클 RAC를 사용하고 있다.

RAC 옵션은 2001년 여름 오라클 9i 릴리스 1부터 제공되었다. 그 전에 사용하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클러스터링 옵션을 오라클 병렬 서버(OPS)라고 불렀다. RAC는 OPS를 근본

적으로 개선했으며, 캐시 퓨전(Cache Fusion)을 도입하여 애플리케이션의 확장성과 인스턴스 

간 통신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RAC를 대세로 만들었다.

가트너 그룹이 발표한 연구에서 분석가들은 9i 릴리스 1에서 오라클 RAC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려면 여러 부서에서 숙련된 직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당시 분석가들은 RAC를 

확장성과 가용성을 향상시켜주는 신뢰할 수 있는 옵션으로 평가하면서도, RAC의 복잡성

으로 인해 광범위한 채택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그 이후 오라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이전에 도입했던 성공적

인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오라클 10g 릴리스 1에서 핵심적인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다. 예

를 들어, 오라클 ASM(Automatic Storage Management)은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오라

클 사용자가 서드파티 소프트웨어 벤더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종속성을 제거하여, 고

객이 보다 손쉽게 채택할 수 있는 클러스터 LVM(logical volume manager) 기능을 제공했다.

오라클 10g 릴리스 1은 과거에 서드파티 클러스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행했던 작

업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이식 가능한 통합 클러스터 계층인 클러스터웨어(Clusterware)를 

포함한다. 10g 릴리스 1 이전에는 오직 윈도우와 리눅스에서만 오라클 클러스터웨어를 사

1   역주  유틸리티 컴퓨팅에서 유틸리티라는 용어는 전기나 수돗물 등과 같이 스위치를 켜거나 수도꼭지를 열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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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었지만, 10g 릴리스 1부터는 모든 주요 플랫폼을 지원한다. 물론, 필요에 따라 

오라클의 인증을 통해 이전처럼 서드파티 클러스터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구성요소는 11.2 데이터베이스 버전에서 더욱 개선되었으며, 유틸리티 컴

퓨팅은 더욱 강조되었다. 여기에서 유틸리티 컴퓨팅은 보다 적은 관리자의 개입과 자동으

로 수행되는 작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그리드 플러그 앤 플레이(Grid Plug And 

Play) 구축 옵션은 사용자가 클러스터에서 쉽게 노드를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해준다. 

클러스터는 서버 풀(server pool)이라는 하위 구성 단위로 논리적으로 나눌 수 있다. 서버 풀

은 RAC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홈(home)이 되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추가 또는 제거함

으로써 서버 풀에 있는 서버의 수를 자동으로 축소하거나 확장해 데이터베이스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한다.

요약하자면, 오라클 11g 릴리스 2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RAC는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 고가용성: shared-everything 아키텍처는 노드 장애가 서비스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준다. 클러스터의 나머지 노드들이 데이터베이스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

스턴스 장애에 대한 오류 복구를 수행한다.

 • 확장성: 다중 노드는 단일 노드 데이터베이스에 부과된 한계를 넘어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 관리 용이성: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RAC 클러스터로 통합할 수 있다.

 • 소유 비용 절감: RAC는 업계 표준 하드웨어에 탑재되어, 낮은 하드웨어 비용으로 라이

선스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기능 외에도, 오라클 11g 릴리스 2에는 RAC 원 노드(RAC One Node)라는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오라클은 순수하게 고가용성을 위해 RAC를 구축하거나 점차 다른 가상

화(virtualization)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라

클 클러스터웨어, 오라클 ASM,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등의 RAC 기술 계층 위에 RAC 원 

노드를 구축했다. 오라클 RAC 원 노드는 3장에서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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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 아키텍처 살펴보기

그림 1-1은 RAC 기술 계층의 개괄적 모습을 보여준다. (RAC 아키텍처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

는 3장을 참조하라.)

퍼블릭 네트워크 스위치

퍼블릭 네트워크

ASM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운영체제

공유 스토리지

클러스터웨어

로컬 디스크로컬 디스크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호스트 버스 어댑터 호스트 버스 어댑터

OS user:oracle

OS user:grid

오라클 RDBMS

ASM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운영체제

클러스터웨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OS user:oracle

OS user:grid

오라클 RDBMS

클러스터 인터커넥트 스위치

그림 1 - 1  오라클 RAC 소프트웨어 계층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오라클 RAC는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 오라클 RAC는 운영체제 위에서 실행된다.

 • 오라클 RAC는 오라클 소프트웨어 계층을 기반으로 한다.

 • 오라클은 일반적으로 grid라는 별도 유저에 클러스터 소프트웨어 계층인 그리드 인프

라스트럭처(Grid Infrastructure)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이 계정은 운영체제 수준에서 

생성할 수 있다.

 • 11g 릴리스 2 이전 버전에서는 ASM을 oracle과 grid 계정이 아닌 별도의 운영체제 계

정에 설치할 수 있었다. 11g 릴리스 2와 함께 오라클은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LVM 소

프트웨어인 ASM과 클러스터웨어를 묶어서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이름으로 제

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서 더 이상 과거처럼 엄격하게 역할을 분리할 수 없게 되

었으며, ASM은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와 함께 grid 계정에 설치된다. 오라클 R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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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너리는 전통적으로 oracle 계정에 설치되었다.

 • 스토리지의 선택에 따라 공유 스토리지의 검색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해주는 라이브러

리를 RPM 형태로 제공한다.

 • 클러스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오라클 클러스터웨어 계

층은 데이터베이스 바이너리를 설치 하기 전에 미리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오라클 RAC는 온라인 리두 로그(Redo log), 컨트롤 파일(control file), 데이터파일(datafile) 

같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 공유 스토리지를 필요로 한다. 사용자는 다

양한 저장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오라클의 전략적 선택은 자사의 클러스

터 지원 LVM인 ASM을 사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바이너리가 설치된다.• 

소프트웨어 계층의 설치 및 구성 후에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된다.• 

오라클 10g 릴리스 1에서 오라클 11g 릴리스 1까지 오라클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는 공유 

오라클 홈이라고 불리는 OCFS2 같은 자사의 인증된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었다. 오라클 11g 릴리스 2부터 공유 홈에는 RDBMS 소프트웨어 바이너리만 설치할 수 

있으며,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는 더 이상 공유 파일 시스템에 설치할 수 없다.

그림 1-1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일 인스턴스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2개의 노드로 이루

어진 RAC 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프라이빗 인터커넥트(private interconnect)는 클러스터 간 통신에 사용된다. 이들 인터커

넥트는 프라이빗 인터커넥트 스위치를 사용한다.

 • 퍼블릭 네트워크(public network)는 클러스터와 전체 클라이언트의 통신에 사용된다.

 • 장애가 발생한 노드를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오라클 RAC는 클러스터 리소스로 

가상 IP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면 이 가상 IP가 클러스터의 다

른 노드로 이주(migrate)한다. 가상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클라이언트는 아주 

오랫동안 TCP/IP 타임아웃을 대기한 후에 클러스터의 다음 노드에 접속하려고 시도한

다. 다른 노드로 이주할 때, 가상 IP 주소는 즉각적으로 노드가 다운되었다는 신호를 

보내서, 클라이언트가 tnsnames.ora에 있는 다음 호스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공유 스토리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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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 구축하기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RAC에 기반한 시스템은 전통적인 단일 인스턴스 오라클 데이터베

이스에 비해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 다음 절에서 우리는 RAC 옵션의 특징인 고가용성, 확

장성, 관리 용이성, 소유 비용 절감에 초점을 두고 이들 시스템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것이다.

고가용성 유지하기

컴퓨터 클러스터링은 구성요소의 장애 발생 시 시스템의 연속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고가용성(High Availability)을 보장한다. 갑작스러운 구성요소의

장애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 수십년 동안 수많은 아이디어 개발 및 연구가 진행되었다. 시

스템은 여러 이유로 고장이 난다. 장애로 이어지는 시스템 사용 불가 상태는 대부분 노화

되거나 결함이 있는 하드웨어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운영자의 실수, 잘못된 시스템 사

양, 부적절한 구성, 중요 애플리케이션 구성요소의 불충분한 테스트도 시스템 장애를 일

으킬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하드 장애와 반대되는 소프트 장애라고 한다.

중복 구성으로 내결함성 제공하기

하드웨어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중복 구성(Redundancy)을 통해 하드

웨어 내결함성(Fault Tolerance)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것은 오늘날 IT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

법이다. 이른바 모든 단일 장애 지점(즉, 시스템의 핵심 부품)은 적절한 백업이 있어야 한다. 극

단적인 예로, 우주 왕복선은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4대의 예비 컴퓨터 시스템 외에 

추가로 다른 소프트웨어 버전을 탑재한 다섯 번째 시스템을 사용한다. 다른 예로, 부품에 

장애가 생길 위험이 있는 대중교통 자동 제어 시스템은 하드웨어의 프로세서 사이클, 메모

리 등을 동기화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

는 기술의 경우 대규모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다.

오늘날 오라클 RAC 사용자들은 업계 표준 부품을 사용하여 개별 부품의 장애로부터 보호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스턴스 복구에 소요되는 몇 밀리초 정도는 용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스토리지 어레이는 장애로부터 개별 하드 디스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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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핑(striping)과 미러링(mirroring) 조합을 제공한다. 통계학적으로 일괄 제조된 하드 드라

이브는 거의 동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디스크 장애가 발생

할 경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스토리지 어레이와 데이터베이스 호스트 사이의 연결

도 여러 경로로 데이터가 흐를 수 있도록 중복 구성 방식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는 처리량

(throughput)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호스트 버스 어댑터(HBA)나 SAN 스위치에 장애가 발

생하더라도 시스템이 다운되지 않도록 해준다.

물론, 모든 중요한 운영 서버는 전원 공급 장치 같은 가장 중요한 내부 부품이 중복 구성

되어 있어야 한다. 이상적인 관점에서 모든 부품은 핫 스왑(hot swap)이 가능해야 하지만, 

유지보수를 위해 클러스터에서 쉽게 서버를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는 RAC 환경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롤링(rolling) 방식으로 계획된 유지

보수를 수행할 수 있다.

오라클 RAC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고가용성 데이터베이스 플

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오라클 RAC는 고가용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계층을 사

용하며, 공유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액세스하는 인스턴스를 추가하여 고가용성을 달성

한다. 노드 페일오버가 발생할 경우에는 살아남은 노드가 장애가 발생한 인스턴스의 워크

로드(workload)를 이어받도록 구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살아남은 노드가 전체 워크

로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개별 노드의 

장애가 전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원활한 페일오버 처리

노드 장애를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추가하는 것 외에도, 오라클 RAC는 

다음과 같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최종 사용자까지 노드 페일오버(failover)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수의 기술을 제공한다.

TAF• (Transparent Application Failover)

FCF• (Fast Connect Failover)

TAF(Transparent Application Failover)는 클라이언트 측 기능이다. 이 용어는 인스턴스나 노

드의 장애 시 세션의 페일오버/재접속을 의미한다. TAF는 RAC 구성뿐만 아니라 active/

passive 클러스터에서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다. TAF는 클라이언트의 tnsnames.ora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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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로컬 명명을 사용하거나 RAC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 속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TAF 

구성 시 선호되는 방법은 후자이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OCI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기 때

문에 씬클라이언트(thin-client)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TAF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하

지만 오라클 인스턴트 클라이언트2가 도입되면서, 적절한 드라이버로 전환하여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TAF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노드 장애 시 세션을 복원하거나 SELECT 

구문을 다시 실행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이전부터 존재하던 기능이지만, 오라클 NETCA 

(NET Manager Configuration Assistant)는 클라이언트 측 TAF 설정을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실행 중이던 트랜잭션은 롤백 처리하기 때문에 TAF가 노드 장애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TAF는 SELECT 구문의 실행만 재개할 수 있다.

FCF(Fast Connection Failover) 기능은 노드 장애를 처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하며, 

RAC 고가용성 프레임워크에서 발행한 이벤트(Fast Application Notification 또는 FAN으로도 알

려진)를 다룰 수 있다. FCF는 TAF보다 훨씬 유연하다.

FCF는 현재 오라클 JDBC의 암묵적 연결 캐시(implicit connection cache), 오라클의 유니버설 

연결 풀(Universal Connection Pool), ODP.NET(Oracle Data Provider for .Net) 세션 풀뿐만 아니

라 OCI와 CMAN 같은 일부 다른 도구에서도 지원한다. 프레임워크 등록 시 클라이언트

는 그것이 발행한 이벤트에 반응할 수 있다. 즉, 잠재적인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데이터베

이스를 폴링(polling)하는 대신에, 클라이언트는 푸시(push) 메커니즘을 통해 알림을 받게 

된다. 장애가 발생한 노드에 관련된 모든 세션은 무효(invalid)로 표시되어 정리될 것이다. 

사용 가능한 세션 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다른 클러스터 노드에 신규 세션을 생성한다. 

FAN은 이 이벤트를 발행하기 위해 ONS(Oracle Notification Services) 프로세스나 AQ를 사용

한다. ONS는 RAC를 설치하는 동안 모든 RAC 노드에서 기본적으로 생성되고 구성된다.

추가적인 장점은 관리자에게 노드 up/down 이벤트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FAN 이벤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노드에 사용자 콜아웃(callout)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역주  오라클 인스턴트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URL을 참고하길 바란다.  

http://www.oracle.com/technetwork/database/features/instant-client/index-100365.html



RAC 구축하기 9

기술 계층 관점에서 살펴보기

이 단계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고가용성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는 첫걸음으로 데이터베

이스에 이르기까지의 기술 계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계층

의 구성요소도 다른 구성요소의 장애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잘 설계된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이라 하더라도, 단 하

나의 네트워크 스위치를 사용하여 모든 사용자 유입 트래픽을 처리하는 치명적 결함을 가

지고 있을 수 있다. 스위치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부 기술 계층이 이

상 없이 작동하더라도 최종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된다.

확장성 정의

확장성(Scalability)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모든 것을 포괄한 정의는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 용어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되며,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와 개발자는 이 용어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RAC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워크

로드가 증가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의 응답 시간이나 다른 주요 측정 요소가 일정하게 유

지되는 경우 시스템이 확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양한 수준의 확장성 살펴보기

단일 장애 지점과 유사하게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가장 약한 연결 고리가 전체 처리량

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노드가 스토리지 및 인터커넥트 연결에 인피니밴드

(Infiniband)를 사용했더라도, 웹 서버로 들어오는 퍼블릭 트래픽이 오직 100Mbit 이더넷만 

사용할 경우, 개별 구성요소가 요구 한도 내에서 작동하더라도 처음부터 확장성에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모든 측면에서 확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드웨어 확장성• 

스토리지 확장성• 

운영체제 확장성• 

데이터베이스 확장성• 

애플리케이션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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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이후 장에서 이들 각각의 확장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다.

수직 확장 vs 수평 확장

시스템에 리소스를 추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 스케일 업(Scale up): 클러스터 컴퓨팅이 광범위하게 채택되기 전에는 더 나은 성능을 제

공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확장했다. 대개는 나

중에 증설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거나 CPU 소켓의 일부를 비워둔 채 거대한 고성능 컴

퓨터를 구매한다. 나중에 필요할 경우 부품을 교체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 스케일 업

은 수직 확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스케일 아웃• (Scale out): SMP 서버에 비해 RAC가 제공하는 설계상의 이점은 전체 처리

량을 높이기 위해 클러스터에 다른 노드를 추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반면에 아

무리 강력한 SMP 서버라도 결국에는 모든 프로세서 소켓을 써버리게 되어있다. 스케

일 아웃은 수평 확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특정 워크로드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캐시 동기화 및 글로벌 락(lock)과 관련된 오버헤드

로 인해, RAC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업계 표준 하드

웨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CPU 처리 능력은 무어의 법칙(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장 참

조)에 따라서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드웨어 교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처리량 증가• 

처리량 동일• 

처리량 감소• 

아키텍터는 워크로드가 증가하더라도 처리량(throughput)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즉, 노드의 

수를 2배로 늘리면 애플리케이션의 처리량도 2배가 되는) 선형 확장성을 목표로 한다. 캐시 동기

화와 글로벌 락킹(locking) 같은 기술적 오버헤드로 인해 완전한 선형 확장성을 얻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고, 바인드(bind) 변수를 사용하

는 등, 단일 인스턴스 오라클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여러 기법들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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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한다면 RAC에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RAC로 얻을 수 있는 확장성은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관리 용이성 향상

RAC의 높은 라이선스 비용은 RAC가 제공하는 향상된 관리 용이성(Manageability)에 의해 

일부 상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RAC가 제공하는 기술로 인해 RAC는 데이터베이스 콘솔

리데이션(consolidation)을 위한 이상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데이터 센터 관리자는 특히 

최근에 더욱 주목받고 있는 그린 IT와 함께 가용 리소스를 최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콘솔리데이션을 통한 관리 용이성 달성하기

서버 콘솔리데이션(consolidation)3은 여러 형태로 제공된다. 현재 경향은 가상화(virtualization) 

또는 강력한 하드웨어를 물리적으로 파티셔닝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콘솔

리데이션하는 것이다. 오라클 RAC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 콘솔리데이션에 대해 매

우 흥미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콘솔리데이션을 찬성하는 근거 중 하나는 라이선스 비용뿐

만 아니라, 각자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연결을 필요로 하는 소형 서버 여러 대를 관리하는 

것보다 대형 클러스터 한두 대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에 있다. 또한, 사용

자는 콘솔리데이션을 통해서 더 나은 서비스 수준 계약(SLA)과 중앙 관리 시스템에서 모

니터링과 백업 및 복구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센터의 관리자도 서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잘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활용도가 낮은 하드웨어는 종종 콘솔리데이션이나 가

상화 프로젝트의 대상이 된다.

업무 단위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요청할 수 있는 몇몇 대형 회사들은 요구사항에 따라 

서비스와 리소스를 다양한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 구축되어 있다. 골드, 실

버, 브론즈 서비스 수준에 사용되는 세 가지 클러스터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 분명  

3   역주  콘솔리데이션은 서버 하드웨어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파티셔닝 기능이나 가상화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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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부서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과 품질에 따라 업무 이용 고객에게 다른 금액을 

청구할 것이다. 이러한 설정을 매우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골드:•  이 클러스터는 밀착 모니터링된다. 또한, 여기에는 다중 아카이브 로그 목적지

(multiple archive log destination),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 DBA에 의한 24x7 관리가 포함

된다. 플래시백(Flashback) 기능은 활성화되고, 안전한 원격지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에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 데이터베이스와 아카이브 로그는 자주 백업하여 

언제든지 최적의 복구를 보장한다. 이러한 클러스터는 다운타임이 용납되지 않는 매

우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며,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은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더

라도 보호받도록 구성된다.

 실버:•  이 클러스터는 골드와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업무 시간에 국한된

다. 이것은 업무 시간 이후에 접속하는 사용자가 없다는 점만 다를 뿐 골드와 마찬가

지로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된다.

 브론즈:•  이 클러스터는 품질 보증, 개발, 테스트 환경을 위한 것이다. 실버나 골드 레벨

보다 DBA 팀의 응답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잦은 변경 작업으로 테스터

와 개발자가 코드를 롤백할 수 있기 때문에 백업을 하지 않는다.

물론 앞의 예처럼 서비스 레벨이 엄격하게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비즈니스 요구사

항에 따라 서비스 레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현에 앞서 항상 요구사항을 먼저 

평가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은 아주 간단한 전자 양식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입력하여, 애플

리케이션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매우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즉,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높은 수준의 자동화가 제공된다.

골드, 실버, 브론즈 시나리오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개의 

스키마를 사용하든 다른 프로젝트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가정한다.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가 정적이면 정적일수록 콘솔리데이션에 적합하다.

서버 콘솔리데이션을 위한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는 다수의 스키마를 사용하여 단일 데

이터베이스로 통합하는 대신에,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하는 

방법이 있다. 톰 카이트(Tom Kyte)의 웹사이트(http://asktom.oracle.com)에서는 물리적으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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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호스트에서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

었다. 이 토론의 대부분은 실시간 스케줄링 방식으로 실행되는 일부 오라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인해 다른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 있는 CPU 시간이 극심하게 줄어들 수 있다

는 사실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8 코어 이상의 x86-64 프로세서 같은 강력한 최신 

하드웨어가 출현하면서 이러한 주장은 다소 빛을 잃었다.

데이터베이스 콘솔리데이션 활성화하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버 콘솔리데이션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리소스 관리자• (Resource Manager)

인스턴스 케이징• (Instance Caging)

워크로드 관리• (Workload management)

리소스 관리자(Resource Manager)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리소스 컨슈머 그룹을 통해 그

룹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기준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리소스 컨슈머 그룹은 데이터

베이스에서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사용자에게 할당할지 정의한다. 오라클 10g부터 리소

스 사용량이 허용된 임계 값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를 더 낮은 리소스 컨슈머 그룹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오라클 11g부터는 수행이 완료된 후 원래 리소스 컨슈머 그룹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는 전용 서버 연결(dedicated server connection) 및 오라클 Forms 애플리

케이션을 사용하던 시절과는 달리, 개별 세션을 더 이상 직접 구분할 수 없는 연결 풀링

(connection pooling) 및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특히 유용하다. 연결 풀링 시나리오에

서 애플리케이션은 연결 풀에서 사용 가능한 연결을 끄집어내서 할당된 작업을 수행한 후 

풀에 연결을 반환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작업은 대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처리된다. 연

결 풀링은 매번 전용 서버 프로세스를 생성해야 하는 오버헤드를 크게 줄여줬으며, 사용

자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때마다 매번 전용 연결을 생성하는 기존의 방법

에 비해 커다란 장점을 제공한다.

인스턴스 케이징(Instance Caging)은 오라클 11.2의 새로운 기능이다. 이 기능은 앞서 논의했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개의 스키마를 사용하는 대신, 동일 클러스터에서 여러 개

의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실행하는 경우를 위한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인스턴스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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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징은 관리자가 초기화 파라미터 CPU_COUNT를 설정하여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인스턴

스가 사용할 수 있는 CPU의 개수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소스 관리자 플랜을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워크로드 관리(Workload management)는 서비스 개념을 사용하여 RAC를 논리적

으로 나눌 수 있다. 서비스는 클러스터를 논리적으로 추상화한 것이며, 사용자와 애플리케

이션이 특정 수의 노드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서비스는 인스턴스 장애에서 애

플리케이션을 복구하는 데 필수적이다. 즉, 실행하던 인스턴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다

른 노드로 페일오버하도록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다. 오라클은 관리자가 노드의 목록을 선

호 노드(preferred node, 애플리케이션이 연결을 선호하는 노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오라클은 선호 노드 중 하나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관리자가 가용 노드(available 

node)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사용량을 측정하여 회계 처리에 사용할 수도 있다. 예

를 들어, 소비한 리소스에 따라 클러스터 사용에 대한 비용을 업체에 청구할 수 있다.

서버 콘솔리데이션하기

서버 콘솔리데이션이 훌륭한 아이디어이긴하지만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

어, 동일 데이터 센터의 동일 클러스터에서 핵심 업무 애플리케이션의 대부분을 실행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또한, 콘솔리데이션된 환경에서 시스템을 재해 복구(DR) 사이트로 전환하려면 많은 사

람들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예정된 DR 테스트도 관련자들의 증가로 인해 준비하기 어

려워진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동일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되면 될수록 의존 관

계에 있는 데이터에 사용자 오류나 데이터 손상이 발생하면 특정 시점 복구(point-in-time 

recovery) 수행이 더욱 어려워진다. 만약 15개 업무를 통합한 RAC 시스템에서 한 개의 업무

를 특정 시점으로 되돌려야 할 경우, 현재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의 상태에 전적으로 만족

하는 다른 14개 업무 담당자의 동의를 얻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소유 비용 평가하기

앞서 관리 용이성 절에서 논의했듯이, 많은 기업들이 전체 IT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RAC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에서 대부분의 RAC 시스템은 업계 표준 부품으로 구성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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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행되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이를 통해 과거 수년 전보다 더 많은 

CPU 파워를 장비에서 이끌어내는 동시에 기업들의 하드웨어 투자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오라클 스탠더드 에디션으로 RAC를 구축하지 않는 한, RAC로 인해 오라클 라이

선스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오라클 스탠더드 에디션은 데이터 가드(Data 

Guard) 옵션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직접 갭 해결(gap resolution)을 감안한 관리 복

구(managed recovery) 솔루션을 개발해야 한다.

RAC vs SMP

확실히 업계 표준 인텔 x86-64 아키텍처에 기반한 4-노드 RAC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비용은 16개의 CPU를 갖춘 다른 프로세서 아키텍처에 기반한 SMP 서버에 들어

가는 비용보다 적다. 멀티코어 시스템이 출현하기 이전에 전형적인 업계 표준 서버는 각각

의 소켓에 단일 코어 프로세서를 장착한 최대 8개의 CPU 소켓 구성을 사용했었다. 현재 

시스템은 수 테라바이트의 메모리를 지원하는 8개의 소켓을 갖춘 단일 x86-64 서버에서 

64 코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전에는 전용 RISC와 메인프레임 환경의 영역이었던 이러한 

구성을 이제는 업계 표준 하드웨어와 단일 오라클 인스턴스로도 처리 가능해졌다.

또한, 기업은 표준 하드웨어 모델을 사용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업계 표준 

x86-64 시스템은 현대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로 하는 많은 기능을 상대적으로 낮은 비

용에 제공한다. 일단 적절한 하드웨어 플랫폼이 선정되면, IT 부서의 리눅스 엔지니어링 

팀은 운영체제 설치 및 패치를 매우 쉽게 만들어주는 표준화된 시스템 이미지를 개발하여 

지역 소프트웨어 저장소를 통해 배포할 수 있다. 또한, 전자 메일, 파일 공유, 데이터베이

스에 대해서도 유사한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데이터 센터 관리자, 시스템 관리자, 초급 데

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직원 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

으로 사용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사용할 경우, 유사한 신규 

및 예비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유지보수 계약은 더 저렴해야 한다.

RAC를 선호하는 마지막 이유는 운영 중에도 중단 없이 클러스터에 노드를 추가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오라클 11.2에서 도입된 그리드 플러그 앤 플레이(Grid Plug and Play) 같은 기술 

때문에 운영 중의 노드 추가가 훨씬 간단해졌다. 아무리 강력한 SMP 서버라도 결국에는 

용량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RAC는 더 많은 노드를 추가하여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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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준 계약 평가

많은 기업들이 다른 업체와 서비스 수준 계약(SLA)을 하고 있다. 합의된 서비스 수준 계

약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보통 상대방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평균 복구 시간 

(MTTR)이 길어질 경우, 예상치 못한 다운타임으로 인해 서비스 수준 계약에서 합의된 시

간을 크게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합의된 서비스 수준은 항상 충족되어야 한다. 타사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관련 비용에 따라 벤더 지원 엔지니어를 상시 대기 상태

로 상주시켜야 할 수도 있다. 즉, 부품이 고장 나자마자 상주 엔지니어가 부품을 교체하거

나 고칠 수 있도록 한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이것은 프리미엄 수준의 서비스에 해당된다.

RAC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라클 RAC는 

shared-everything 환경이다. 이것은 단일 인스턴스 오라클을 다루었던 이전 시나리오처럼 

노드의 장애가 전체 서비스의 손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라클 클러스터 계층 

내에서 추가 개선을 통해 진정한 유틸리티 컴퓨팅이 가능해졌다. 서버 풀(server pool)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핫 스페어(hot spare) 서버도 클러스터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오라

클 RAC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하는 서버 풀이 최소 가용 노드 수 아래로 떨어질 경우, 스

페어 서버가 서버 풀로 이동하여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전체 서비스를 재개한다. 또한, 그

리드 인프라스트럭처는 우선순위가 높은 서버 풀의 최소 요구 노드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선순위가 낮은 다른 서버 풀에서 노드를 빼올 수 있다. 이를 통해 강력한 용량 관리가 

가능하며, 이는 단지 그리드 컴퓨팅에 대한 생각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오라클 11.2의 여

러 가지 개선사항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RAC는 장거리 클러스터를 채택하는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데이터 센터 전

체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개선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콘솔리데이션은 적절하게 구성했을 경우 관련 담당자들에게 큰 혜

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관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백업을 위해 테이프 라이브러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수 있도록 

여러 대의 호스트에 백업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대신에, 미디어 관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

여 소수의 특정 시스템만 백업하면 된다. 관련된 에이전트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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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의 패치도 훨씬 간단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백업을 통합할 경우 테스트 및 검증

이 훨씬 용이해진다.

콘솔리데이션된 RAC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재해 복구 시나리오도 더욱 단순해진다. 

오늘날 많은 시스템들이 스키마의 외부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경우 오라클에서는 종종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사용한다.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또는 BPEL 같은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면서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걸친 트랜

잭션을 추적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마스터(master)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소스

에서 읽기만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쓰기가 관련되는 

즉시, 재해 복구 시나리오는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여 사용

하는 대신에 스키마 간에 지능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여 RAC 시스템으로 콘솔리데이션하

는 편이 훨씬 복구가 간단하다. 사이트 장애는 수십 대가 아닌 한두 대의 데이터베이스에

서 페일오버를 수행함으로써 훨씬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추가 하드웨어 비용 고려하기

RAC 구축은 단일 인스턴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실행보다 더욱 정교한 설정을 요한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권장하지는 않음)은 직원들의 책

상 아래에서 실행 중인 충분한 메모리와 내장 디스크 용량을 갖춘 서버면 된다. 얼마나 많

은 운영 시스템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실행되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하지만 RAC는 

그렇지 않다(이번 논의에서 가상 환경에서 RAC를 실행하는 경우는 제외함).

고가용성 요구사항을 가진 운영 환경에 RAC를 구축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 충분히 견고한 데이터 센터 환경: 이러한 데이터 센터는 충분한 전력, 랙(rack) 공간, 냉각, 

보안을 제공해야 한다.

 • 스토리지 서브 시스템: 이는 디스크에 대한 중복 구성을 제공해야 한다.

 • 스토리지 인프라: 대개 RAC 환경은 4 또는 8Gbit/s의 파이버 채널을 사용하는 

SAN(storage array networks)에 구축되지만, NFS, iSCSI, FCoE(fibre channel over Ethernet), 

인피니밴드(Infiniband)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RAC를 구축하기도 한다.

 • 다중 호스트 버스 어댑터(HBA): 어떤 기술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HBA는 데이터

베이스 서버와 스토리지 백엔드 사이에 효과적인 통신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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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티패스(Multipath) 소프트웨어: 멀티패스 소프트웨어는 채널 페일오버 및 스토리지 백엔

드로의 멀티패스를 제공함으로써 처리량을 늘리고 내결함성(fault tolerance) 기능을 제공

한다. 리눅스 커널에서 독자적인 디바이스 매퍼 멀티패스(device-mapper-multipath) 툴셋

을 제공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HBA 벤더는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고

유한 멀티패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

 • 네트워크 인프라: RAC 데이터베이스로의 퍼블릭 인터페이스와 마찬가지로, RAC 클러

스터 간 통신을 위해서는 프라이빗 인터커넥트가 필요하다. 스토리지 백엔드 연결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카드는 장애 회복을 지원하도록 티밍(teaming, 리눅스에서는 본딩

이라고 함)으로 구성해야 한다.

 • 관리 및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RAC 데이터베이스의 모니터링은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스템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 및 애플리케이션의 문제를 알려주기 전에 DBA

가 먼저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백업 소프트웨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및 복원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온라인으로 되돌릴 수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성능 튜닝 전문가라 하더라도 막막할 것이다. 엔터프라이즈급 백업 솔루션은 RMAN

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와 직접 통신할 수 있는 전용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다. 이들 에

이전트는 별도의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하다.

 • 운영체제 지원: 해당 오라클 릴리스에 대해 인증 받은 리눅스 배포판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리눅스 배포판에 대해 벤더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많은 회사들이 신규 서버 구축을 단순화하기 위해 운영체제의 버전과 패치 레벨뿐만 아

니라, 필수 드라이버를 포함하고 있는 표준 운영체제 배포를 책임지는 전담 엔지니어링 팀

을 두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RAC 설치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DBA가 RAC 구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사전에 검증된 운영체제 

기반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RAC 구축이 결정된 이후 이러한 사전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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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 및 개발 환경을 위해 RAC 사용하기

RAC와 품질 보증 환경(혹은 RAC와 개발 환경)에 대한 질문은 상당히 자주 듣는 질문이다. 필자는 몇 년간 RAC 

관리자로 일한 경험을 통해, 민감한 시스템을 패치하는 것은 DBA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골치 아픈 경험이라

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패치 절차 및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즉, 여러분의 회사가 장애에 대

비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RAC 옵션을 사용하고 있다면,  

최소한 하나 이상의 RAC 클러스터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좋다. 하드웨어 리소스를 추가로 얻는 것이 쉽지 

않다면, 테스트 목적으로 가상화 환경을 사용한 RAC 클러스터 구축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자

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오라클 VM이라는 가상화 기술을 오라클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5장에서 오라클 VM을 사용한 RAC와 가상화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는 VMWare나 다른 가

상화 공급업체에 기반한 가상화 머신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한 구성은 오라클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없다

는 점을 명심하라.

직원 및 교육 비용 평가

사용자 커뮤니티 포럼에서 RAC에 대해 언급된 주요 단점 중 하나는 교육에 대한 투자 필

요성이다. RAC와 ASM의 도입으로 인해 오라클 DBA의 자격 요건이 상당히 변했다는 것

은 사실이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만 알아도 충분했지만, RAC DBA

는 네트워크, 스토리지, 상세 RAC 아키텍처 등 보다 많은 부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필

요로 한다. 대부분의 경우 DBA는 RAC를 최상으로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알고 있

으며, 네트워크, 시스템 관리, 스토리지 등에 대해서는 이에 적합한 다른 팀의 협조를 요

청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였다. 여러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RAC에 정통한 DBA는 여전히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높은 대우를 받게 되었다.

리눅스에서의 오라클 클러스터링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오라클 RAC의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 비록 오라클 9i 릴

리스 1을 출시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브랜드화되었지만, 오라클 RAC는 오랜 역

사를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오라클 병렬 서버(OPS)라고 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오라클 

6.2로 바뀐 오라클 6.0.35와 함께 도입되었다. OPS는 당시에 유일한 클러스터링 컴퓨터였던 



CHAPTER 1  들어가며20

VAX/VMS 머신의 VAX/VMS 분산 잠금 관리자(DLM)에 기반하였다. 그러나 DLM은 내부

적인 설계 한계 때문에 OPS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느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오라

클 개발 팀은 직접 분산 잠금 관리자를 만들었으며, 디지털용으로 오라클 6.2에서 빛을 보

게 되었다.

OPS 코드는 오라클 7, 8, 8i 릴리스를 거치면서 성숙해졌다. 《Oracle Insights: Tales of the 

Oak Table》(Apress, 2004)에서 OPS 구현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라클 9.0.1의 등장과 함께 OPS는 RAC(Real Application Cluster)로 출시되었으

며, 그 이후로는 RAC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9i 릴리스 1 이전에도 리눅스 플랫폼에

서 오라클을 사용할 수는 있었지만, 당시에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기업용 표준 리눅

스 배포판을 사용할 수 없었다. 당시에도 리눅스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수준에 도

달했지만, 기술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레드햇과 SuSE 같은 벤더

들은 자사의 커뮤니티 버전과 함께 자신들의 배포판에 대한 로드맵과 기술지원을 발표했

다. 2001년 이들 플랫폼은 오픈 소스 운영체제의 잠재력을 알아챈 오라클과 다른 대형 소

프트웨어 업체들이 투자할 정도로 안정적이고 성숙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

눅스는 거의 대부분의 하드웨어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특히 산업 표준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OPS와 RAC를 실행할 수 있는 최상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

이즈음에 이름이 OPS에서 RAC로 변경되었으며, 마케팅 자료에서 RAC는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이야기되었다. 그러나 RAC 9i는 당시에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으며, 일부 코

드는 이전 오라클 버전의 코드를 재활용하였다.

한편, 캐시 일관성(Cache coherency)이라는 부분에 있어 RAC와 OPS 사이에 큰 변화가 있

었다. 모든 shared-everything 소프트웨어가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인 딜레마는 블록에 대

한 동시 액세스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절대로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같은 블록을 변

경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split brain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접근 방법 중 하나는 단순히 블록 액세스를 직렬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렬화는 

엄청난 경합을 초래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매우 떨어진다. 따라서 오라클의 엔지니어들은 

여러 인스턴스에 걸쳐 다양한 버전의 메모리 블록을 조율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병렬 캐

시 관리(PCM)는 다수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특히, 분산 잠금 관리자)와 함께 사용되었다. 

오라클은 정교한 잠금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한 번에 하나의 인스턴스에서만 특정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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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예를 들어, 인스턴스 B가 인스턴스 A에서 수정한 블록

의 사본을 필요로 한다면, 인스턴스 A가 더티 블록(dirty block)을 디스크에 먼저 기록한 후

에 인스턴스 B가 그것을 읽을 수 있다. 이것은 block pinging이라고 불렸으며, 디스크 활동

을 동반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OPS 애플리케이션을 튜닝하고 개

발할 때, block pinging을 피하거나 줄이는 것이 오라클의 설계 목표 중 하나였다. 이를 위

해, OPS에 접속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오직 자신의 데이터만 수정하도록 만들기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였다.

 도움말  

이전 버전에 대한 오라클 문서는 지금도 살펴볼 수 있다. 다음 URL에서 PCM 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

인할 수 있다.

http://download.oracle.com/docs/cd/A58617_01/server.804/a58238/ch9_pcm.htm

오라클 8i에서 도입했던 캐시 퓨전 1단계는 상당한 성능 개선을 보여주었다. CR(consistent 

read) 블록과 읽기 전용(read-only) 트래픽은 더 이상 block pinging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

다. 그러나 current 읽기는 여전히 block pinging을 필요로 했다. 캐시 퓨전 아키텍처가 도입

되면서 인스턴스별 업무 파티셔닝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오라클 8.1.5의 “새로운 기능(New 

Features)” 가이드에는 인스턴스 간 트래픽에 대한 변경 사항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 디스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캐시 퓨전이라는 새로운 핑(ping) 아키텍처는 블록을 소

유하고 있는 인스턴스의 메모리 캐시에서 블록을 요청한 인스턴스의 메모리 캐시로 블록

의 사본을 직접 전송한다. 이 기능은 인스턴스 간 통신을 크게 개선하였다. 캐시 퓨전은 

동일 데이터에 대한 갱신과 질의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모든 활동이 단일 인스턴스에서 

일어나도록 데이터와 사용자를 특정 노드로 격리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특히 유용

하다. 캐시 퓨전이 도입되면서 인스턴스별로 데이터 또는 사용자 파티셔닝에 집중할 필요

가 줄어들었다.”

이 문서는 http://docs.oracle.com/cd/A87862_01/NT817CLI/server.817/a76962/ch2.htm에서 찾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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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은 오라클 9i 릴리스 1에서 인스턴스 간에 캐시 대 캐시 전송을 담당하는 고속의 

인터커넥트를 사용하여 디스크 I/O를 완전히 제거하고, 읽기/쓰기 동시성을 최적화한 캐

시 퓨전 2단계를 구현했다. 마침내, 인터커넥트를 거쳐 블록을 전송하여 current 읽기와 

consistent 읽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오라클은 RAC 9.0.1의 리눅스 버전에서 이전 버전에서 부족했던 클러스터 관리 기능과 클

러스터 파일 시스템이라는 두 가지 일반적인 약점을 해결했다. 오라클 9i에서 오라클은 리

눅스와 윈도우 NT를 위한 OraCM이라는 클러스터 관리자를 출시했다(다른 모든 플랫폼은 서드

파티 클러스터 관리자를 사용했음). OraCM은 클러스터와 모든 노드에 대한 전체 보기를 제

공했다. 또한, OraCM을 통해 클러스터 멤버십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RAC 바이

너리를 설치하기에 앞서 OraCM을 설치하고 구성해야 했다.

클러스터 구성은 공유 스토리지에 있는 서버 관리 파일에 저장되었으며, 클러스터 멤버십

도 이와 마찬가지로 공유 스토리지에 있는 쿼럼(quorum) 파일이나 파티션을 사용하여 결정

되었다.

또한, 오라클은 리눅스 2.4 커널을 위한 오라클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OCFS)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나중에 2.6 커널을 위해 후속 버전인 OCFS2를 개발함). 이 파일 시스템은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에 따라서 배포되었다. OCFS 버전 1은 POSIX 호환이 되지 않았음에

도 사용자들이 컨트롤 파일, 온라인 리두 로그, 데이터베이스 파일 같은 오라클 데이터

베이스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OCFS에는 공유 오라클 홈을 위한 어떠한 오

라클 바이너리도 저장할 수 없었다. OCFS 파티션은 일반 파일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etc/

fstab 설정 파일에서 구성된다. 또한, mount 명령어의 출력 결과에서 OCFS는 일반 마운트 

포인트와 동일하게 보인다. OCFS의 주요 단점은 파일 시스템을 재포맷하지 않고는 단편화

(fragmentation)를 제거하기 위해 조각 모음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참고  

파일 시스템 단편화 문제는 My Oracle Support 문서 338080.1에 설명되어 있다.

오라클 10.1이 출시되면서 클러스터 관리 기능은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이는 대개 앞서 

논의된 것이다. 주요 새로운 기능은 ASM과 클러스터 레디 서비스(CRS, Cluster Read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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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RS는 10.2와 11.1에서 클러스터웨어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지금은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로 불린

다). 리눅스와 윈도우 NT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ORACM 클러스터 관리자는 모든 플랫폼

에서 사용 가능한 클러스터 레디 서비스로 대체되었다. 한편, 서버 관리 파일은 오라클 클

러스터 레지스트리(OCR)로 대체되었으며, 쿼럼 디스크(quorum disk)는 이제 보팅 디스크(voting 

disk)로 불린다. 10g 릴리스 2에서 보팅 디스크는 논리적인 파일 훼손에 대비하여 추가적

인 중복 구성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위치에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10.1에서 이 파일은 오

직 로 디바이스(raw device)에만 저장할 수 있었으나, 10.2부터 블록 디바이스(block device)로

도 옮길 수 있게 되었다. 마침내 오라클 11.1 설치 프로그램(installer)부터 OCR과 보팅 디스

크를 로 디바이스가 아닌 블록 디바이스에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리눅스에서는 로 

디바이스 대신 O_DIRECT 플래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로 디바이스는 더 이상 사용되

지 않으며 언젠가 제거될 예정이다.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11.2부터 보팅 디스크와 OCR은 

ASM이나 지원되는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에 저장해야 하며, 블록 디바이스나 로 디바이스

는 기존 버전에서 업그레이드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ASM은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 논리 볼륨 관리자이며, 오라클이 선호하는 스토리지 옵션이다. 실제로, 

스탠더드 에디션으로 RAC를 구축할 경우 반드시 ASM을 사용해야 한다.

드디어 오라클은 2005년 POSIX와 호환되면서 훨씬 풍부한 기능을 가진 OCFS2를 발표했

다. OCFS2에 오라클 바이너리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다른 마운트 옵션을 요구하기 때문

에 바이너리는 데이터파일과 다른 파티션에 두어야 한다. 더 이상 OCFS2의 공유 오라클 

홈에 클러스터웨어의 후속 버전인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설치할 수는 없지만, OCFS2

의 공유 오라클 홈에 RDBMS 바이너리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RAC가 도입된 이래, 우리는 점진적으로 SMP 서버에서 업계 표준 x86과 x86-64 아키텍처

에 기반한 하드웨어로 옮겨가는 것을 목격했다. 리눅스는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었으

며, 주로 IBM의 AIX, HP-UX, 썬 솔리리스 같은 기존 유닉스 시스템의 시장점유율을 잠

식하면서 계속 성장 중이다.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비용이 동반 하락함에 따라, RAC는 기

업에서 점점 필수 옵션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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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과 리눅스

대부분의 상용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비해 오라클은 다양한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환경을 

지원하는 폭넓은 범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선택의 자유를 통해 오라클 고객은 특정 

시점에 사용 가능한 최고의 기술을 선택하여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른 어떠한 운

영체제보다도 리눅스는 이러한 장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리눅스는 혁신

적인 운영체제임이 입증되었으며, 오라클은 해당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최초의 상용 데

이터베이스로 혁신의 선두에 있다. 그리고 매년 오라클 오픈월드 컨퍼런스에서 발표되는 

가장 주목할 만한 최신 제품에 리눅스가 빠지지 않는 것을 볼 때, 리눅스에 대한 오라클의 

헌신이 약화될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2006년 오라클은 오라클이 직접 지원하는 최초의 운

영체제인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출시를 발표했다. 이것은 2007년 오라클 엔터프라

이즈 리눅스 기반의 가상화 제품인 오라클 VM의 출시로 이어졌다. 2008년에 오라클은 최

초로 엑사데이터 스토리지 서버와 HP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머신이라는 두 가지 하드웨어 

제품을 소개했다. 이들 모두는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기반 위에 만들어졌다.

리눅스가 급부상하기 전에, 오라클을 실행하려면 특정 벤더의 고가 하드웨어에서 돌아가

는 상용 운영체제를 사용해야만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라클 클러스터를 실행하려면 

특정 벤더의 하드웨어 인터커넥트 제품 및 클러스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만 했기에 오

라클 클러스터 제품이 널리 채택되지는 못했다.

리눅스는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선택하고자 하는 오라클 고객들에게 보다 

높은 기준과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새로운 표준의 광범위한 채택은 이 

책의 초판이 출판된 다음 해에, 리눅스에서 오라클 구축률이 72%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

으며, 신규 RAC 구축의 절반 이상이 리눅스에서 구축된다는 애널리스트의 시장 조사를 

통해 사실로 판명되었다.

또한, 리눅스의 개방성은 서드파티 클러스터링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인터커넥트의 필

요성을 제거한 최초의 저렴한 오라클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의미한다. 클러스

터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 대한 진입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RAC의 인기는 증가하고 있으

며, 이는 오라클 고객의 리눅스 플랫폼 채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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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리눅스에서 오라클을 운영 중이라면, 리눅스 운영체제의 기원 및 상용 유닉스 

운영체제와 리눅스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유용할 것이다. 리눅스와 관련 소프트

웨어에서 이용 가능한 라이선스 모델을 충분히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과 오픈 소스 개발의 본질에 대한 지식을 갖추면 좋을 것이

다. 다음 절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룰 것이다.

유닉스의 역할 이해하기

리눅스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닉스(Unix) 운영체제의 배경을 살펴봐야 한

다. 유닉스는 1969년에 벨 연구소(AT&T의 자회사)의 연구원이었던 켄 톰슨(Ken Thompson)에 

의해 만들어졌다. 유닉스는 처음부터 멀티태스킹과 다중 사용자 기능을 갖춘 운영체제로 

설계되었다. 1973년, 데니스 리치(Dennis Ritchie)는 다른 벤더의 하드웨어에서 쉽게 유닉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이식 가능한 운영체제로 재작성

하였다. AT&T가 설립한 교육 기관에서 추가 개발이 진행되면서 유닉스는 아주 저렴한 비

용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56년부터 AT&T는 웨스턴 전기가 1949년에 제출한 이의 신청에 의한 합의 판결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유닉스를 상업적인 운영체제로 개발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AT&T가 전화 

산업에서 규제를 받는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컴퓨터 같은 다른 비전화 시장의 상업적 활

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합의 판결은 오픈 소스 운동의 탄생에 중요한 이정

표가 되었으며, 유닉스 기술의 폭넓은 채택과 급속한 보급을 가능케 했다. 예를 들어, 가

장 중요한 유닉스 파생 제품 중의 하나인 버클리 소프트웨어 배포판(BSD)이 캘리포니아 버

클리 대학에서 개발되었다.

합의 판결은 1982년 벨이 AT&T에서 분리되면서 사라졌고, AT&T는 유닉스 시스템 III를 개

발하여 최초의 상업용 제품으로 판매했다. 게다가, 모든 유닉스 파생 제품은 이제 AT&T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1983년, AT&T는 BSD 같은 여러 유닉스 배포 버전의 기능

을 통합하여, 시스템 V 릴리스 1이라는 통합된 유닉스 릴리스를 출시하였다. 후속 상용 유

닉스 버전은 이러한 시스템 V 코드 기반의 라이선스를 얻어 개발되었으며, 시스템 V에 통합

된 릴리스의 개선과 함께 1989년에는 중요한 시스템 V 릴리스 4(SVR4)를 출시하기에 이른다. 

AT&T 소스 코드로부터 라이선스를 얻어 상용화된 유닉스 파생 제품은 대문자 UNIX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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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며, 휴렛 팩커드의 HP-UX, IBM의 AIX,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의 솔라리스가 포함된다.

1991년에 AT&T는 유닉스에 대한 권리와 소스 코드를 소유한 유닉스 시스템 연구소(USL, 

UNIX System Laboratories)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 AT&T는 1993년에 노벨(Novell)이 USL

을 인수할 때까지 대부분의 소유권을 보유했다. 1년 후, 지금은 단일 유닉스 규격(Single UNIX 

Specification)으로 알려진 유닉스 상표 및 규격에 대한 권리는 노벨에서 X/Open 컴퍼니로 

이전되었다. 이 시점부터 유닉스 상표권과 소스 코드가 분리되었다. 1996년 X/Open 컴퍼니

는 오픈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 오픈 소프트웨어 재단(OSF)과 합병되었다. 1년 전인 1995년, 

SCO는 유닉스 소스 코드와 유닉스웨어(UnixWare) 운영체제에 대한 특정 라이선스 계약을 

노벨로부터 구입했다. 2003년에 SCO는 IBM이 유닉스 소스 코드의 일부를 리눅스에 사용

했다고 주장하며, IBM과 시퀀트(이후 IBM에 인수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지적재산권

의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SCO는 기업 리눅스 사용자들에게 리눅

스가 SCO의 유닉스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경고를 담아 ‘친애하는 리눅스 사용자에게’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노벨은 SCO가 유닉스 소스 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구입했다

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2007년, 법원 소송은 유닉스 저작권의 정당한 소유자는 SCO

가 아닌 노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노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이 판결에

서 IBM과 리눅스 사용자에 대한 SCO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 글을 쓸 당시에, SUSE 리

눅스를 소유한 노벨이 유닉스 소스 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는 한편, 유닉스 상표는 

오픈 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유닉스 소스 코드와 유닉스 상표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닉스 구현물이 있을 

수 있다. 운영체제가 유닉스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오픈 그룹의 단일 유닉스 규격에서 결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유닉스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픈 그룹에서 관련 라이

선스를 얻어야 한다. 오픈 그룹의 웹사이트(www.opengroup.org)에서 유닉스 호환 운영체제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

AT&T가 상업 유닉스의 개발을 시작함과 동시에 MIT의 프로그래머였던 리차드 스톨만

(Richard stallman)은 자유롭게 소스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유닉스와 유사한 운영체제를 만

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스톨만의 시스템은 GNU’s Not Unix를 뜻하는 재귀적 약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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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프로젝트로 명명되었다. 소프트웨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스톨만은 자유 소프트

웨어 재단(FSF, Free Software Foundation)을 창설했으며, 여기서 free의 정의는 공짜가 아니라 

자유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념은 copyright를 변형한 copyleft로 알려진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에 요약되어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위한 가장 인기 있는 라이선스가 된 

GNU GPL은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한다.

어떤 목적으로도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자유• 

 • 프로그램의 작동 방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자유(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

복사본을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그 개선 사항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자유• 

GNU GPL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는 항상 소스 코드와 함께 배포된다. 여러분은 라이선스

와 함께 배포된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로서, 원하는 대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배포할 자

유가 있다. 그러나 원천 소프트웨어가 여러분에게 부여한 권리를 여러분이 수정한 소프트

웨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GNU GPL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수정한 후, 

copyright를 붙여서 실행 파일만 있는 버전을 판매할 수는 없다.

GNU 프로젝트의 최초의 주요 결과물은 GNU C 컴파일러(GCC)였으며, 이로 인해 완전히 

작동하는 유닉스 운영체제에 필요한 수많은 다른 도구와 유틸리티가 탄생했다. 또한, 이러

한 자유 유닉스 운영체제에 사용될 커널을 만들기 위한 Hurd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으

나 리눅스가 탄생했을 때도 여전히 완성되지 못했다.

리눅스 개발

1991년 헬싱키 대학의 학생이었던 리누스 토발즈(Linus Torvalds)는 인텔 80386 프로세서를 

장착한 PC를 구매한 후, 그 잠재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앤드류 타넨바움(Andrew 

Tanenbaum)이 개발한 미닉스(Minix, 소형 유닉스)라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운영체제를 

설치했다. 토발즈는 원하는 운영체제 기능을 집어 넣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재작성

하기 시작했으며, 1991년 8월에 리눅스 버전 0.01이 출시되었다. 실제로 버전 0.01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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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닉스 운영체제에서 실행되었으며, 0.02 버전은 bash 셸 같은 몇 가지 GNU 유틸리티만을 

실행할 수 있었다. 리눅스 커널 최초의 안정된 버전은 버전 1.0으로 1994년에 출시되었다. 

커널(Kernel)은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 디스크와 파일 시스템 제어, 멀티태스킹, 로드 밸런

싱, 네트워킹, 보안 기능 등을 제공하는 저수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일컫는다. 토발즈는 

오늘날까지 리눅스 커널의 개발을 총괄하고 있다. 초기 리눅스 버전 이후로,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개발자들이 리눅스 커널과 운영체제에 기여하고 있다.

리눅스의 일부는 어셈블리 언어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C로 작성되었다. 리눅스 커널은 

GNU GPL로 배포되므로 자유 소프트웨어다.

최근 리눅스 커널의 주요 릴리스는 2001년 1월에 발표한 리눅스 2.4.0과 2003년 12월에 발

표한 2.6.0이다. 리눅스 커널의 버전 번호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한다.

<kernel_version>.<major version>.<minor_version>.<patch>

예를 들어, 최신 버전은 2.4.37과 2.6.28.7로 넘버링되었으며, 최신 버전은 www.kernel.org에

서 찾을 수 있다. 최근까지 커널(kernel)과 메이저(major) 및 마이너(minor) 버전의 번호만 사

용되다가 버전 2.6에서 패치 번호가 추가되었다.

리눅스 커널의 버전 번호에서 커널 버전 번호는 가장 변경 빈도가 낮으며, 코드에 주요 변

경이 있거나 개념적인 변경이 일어날 때만 변경된다. 지금까지 1994년의 버전 1.0과 1996년

의 버전 2.0으로 두 번만 변경되었다.

두 번째 메이저 번호는 커널의 주요 개정을 나타낸다. 2.4나 2.6처럼 짝수는 운영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는 안정 릴리스(stable release)를 나타내며, 2.5처럼 홀수는 

개발 릴리스(development release)로 프로덕션 릴리스(production release)에 포함되기에 충분히 안

정화될 때까지 새로운 기능과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번호는 커널의 마이너 버전을 나타낸다. 버전 2.6.8 이전에는 보안 패치, 버그 수

정, 새로운 기능이나 드라이버가 커널에 추가될 경우에 변경되었다. 그러나 버전 2.6.8 이

후부터 이 숫자는 새로운 드라이버나 기능이 도입될 경우에만 변경되며, 사소한 수정은 

네 번째 숫자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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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번호, 즉 패치 번호는 버전 2.6.8에서 NFS 코드에 치명적 오류가 발생하여 즉각적

인 수정이 요구될 때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마이너 버전(아마 2.6.9)으로 출

시하기에는 다른 변경 사항이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오류만 수정한 버전인 2.6.8.1

이 발표되었다. 2.6.11 버전을 출시하면서 패치 번호는 새로운 공식 버전 정책으로 채택되

었다. 버그 수정 및 보안 패치는 이제 네 번째 번호에 의해 관리되며, 더 큰 변경 사항은 

마이너 버전 번호(세 번째 숫자)로 표시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리눅스 커널을 강조했지만, 리눅스 운영체제는 GNU/리눅스 운영 시스템

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GNU 도구와 유틸리티가 없다면, 리눅스는 상용 운영

체제에 필적할 만한(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제공하는 완전한 유닉스 운영체제라 할 수 없으

며, 오라클 RAC도 설치할 수 없다.

리눅스와 상용 유닉스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가치는 있다. 리눅스 커뮤니티는 

유닉스 상표권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모든 면에서 단일 유닉스 규격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의에 따르면 리눅스는 유닉스 운영체제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유닉스 버전도 GPL 라이선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glibc(GNU 프로젝트의 

표준 C 라이브러리) 이후 버전은 단일 유닉스 규격에 정의된 수준의 기능을 포함했으며, 이

로써 리눅스와 유닉스 간에 긴밀한 관계와 공통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점이 아주 명백해

졌다. 따라서 리눅스를 ‘Unix’나 ‘Unix family’라고 보는 것은 정상이며, 첫 문자에 대문자

를 사용한 것은 오픈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등록 상표 UNIX와 역사적인 개념 그리고 급

부상한 리눅스로부터 유닉스 운영체제의 기원을 구분 짓기 위함이다.

오픈 소스를 통한 자유의 개념 확장하기

1998년, 리눅스의 성공에 힘입은 자유 소프트웨어의 급속한 인기에 기반하여, 자유 소프

트웨어에 대한 정의를 더욱 분명히 하고 확장하기 위해 오픈 소스(Open Source)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오픈 소스는 다음과 같은 9개의 규칙에 의해 정의된다.

 자유로운 재배포:•  판매하거나 무료로 나눠줄 수 있는 리눅스 배포판처럼 오픈 소스 소

프트웨어는 누군가가 더 큰 통합 소프트웨어 번들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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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코드 공개:•  모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는 소프트웨어의 실행 파일이

나 쉽게 접근 가능한 실행 파일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소스 코드 수정은 작성자에

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해야 하며, 고의로 읽기 힘들게 만들 수 없다.

 2차 저작물 허용:•  오픈 소스의 이 조항은 자유 소프트웨어에서 직접 물려받았으며, 수

정된 소프트웨어의 원본과 동일한 라이선스로 재배포될 수 있음을 보장한다.

 작성자의 소스 코드 보전:•  이 조항은 패치 파일의 형태로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소스 코드를 수정하여 재배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유 소프트웨

어보다 높은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라이선스는 수정된 소프트웨

어를 원본과 같은 이름이나 버전 번호로 재배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오픈 소스 라이선스는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을 차별할 수 없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누구

나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분야에 대한 제한 금지:•  오픈 소스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를 회사나 상업적 벤처 기

업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둘 수 없다.

 라이선스의 배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를 획득하는 즉시 적용

되며, 추가 라이선스에 대한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특정 제품에 국한해서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없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라이

선스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에 직접 적용되어야 하며, 해당 소프트웨어가 더 넓은 소

프트웨어 배포판의 일부로 릴리스될 때만을 한정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라이선스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제약을 두어서는 안 됨:•  라이선스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되는 다른 독립적인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에 요구사항을 둘 수 없다. 

예를 들어, 함께 배포되는 다른 모든 소프트웨어도 오픈 소스이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소프트웨어가 오픈 소스가 되기 위해서는 앞의 모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

는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와 함께 소스 코드를 제공했다는 의미로 오픈 소스라는 용어

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오픈 소스는 취득한 소스 코드를 수정하거나 재

배포할 수 없도록 제약 사항을 두기 때문에 오픈 소스라고 할 수 없다. 오직 앞의 규칙을 

준수하는 소프트웨어만 공식적으로 오픈 소스라 할 수 있으며, 리눅스 운영체제 배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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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소프트웨어가 진정한 오픈 소스로 정의된다.

오라클, 오픈 소스, 리눅스

1998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리눅스에서 사용 가능한 최초의 상용 데이터베이스가 되

었다. 오라클은 향후 모든 오라클 제품을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이 글을 쓸 당시, 오라클 RAC를 지원하는 리눅스 배포판으로는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

눅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노벨 SUSE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 아시아눅스가 

있었다.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 있는 사용자라면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레드

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노벨의 SUSE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아시아눅스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이들 중에서 특정 배포

판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들 모두 오라클을 실행하기에 이상적인 리눅스 플랫폼이다.

  참고  

만약, 특정 리눅스 배포판이 오라클의 인증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My Oracle  

Support(support.oracle.com)를 방문해보자. 

물론, 다른 상용 운영체제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리눅

스 운영 시스템에 오라클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하지만, 오라

클은 리눅스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라클 내의 리눅스 프로젝트 개발 그룹이 자

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오라클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와 SUSE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에서 오라클 소프트웨어를 인증하기 위해, 기존의 리

눅스 유통업체인 레드햇 및 노벨과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오라클 리눅스 지원의 

직접적 수혜자는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였다. 즉, 오픈 소스 개발의 본질에 따라, 특

정 리눅스 버전에 대한 개선 사항은 향후 모든 리눅스 배포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와 오라클 VM 외에도 오라클은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 따라서 다수

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오라클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의 두 번째 버전(OCFS2)처럼 리

눅스 커널에 통합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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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브레이커블 리눅스 파헤치기

오라클에서 지원하는 플랫폼 중에서 유일하게 오라클의 언브레이커블 리눅스 이니셔티브

(Unbreakable Linux Initiative)의 지원을 받는 리눅스 운영체제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에서 파생된 버전인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로, 전 세계에서 오라클 기술지원을 제공

하며,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 바탕을 둔 언

브레이커블 리눅스 사업과 이전의 언브레이커블 리눅스 프로그램은 구분되어야 한다. 오

라클은 이전의 언브레이커블 리눅스 프로그램을 통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와 노벨 

SUSE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및 아시아눅스에서 선택한 리눅스 배포판에 대해 1단계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RAC는 여전히 이들 배포판을 지원하고 있지만, 리눅스 지원에 관

련된 문제는 오라클이 아닌 해당 리눅스 공급업체에 우선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오라클

은 오직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 대해서만 리눅스 운영체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언브레이커블 리눅스 이전에는 오라클과 오라클 제

품에 대한 기술지원 계약을 맺는 것 외에도, 레드햇이나 노벨과 운영체제에 대한 표준 기

술지원 계약(subscription)을 맺는 것이 선결 조건이었다.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 기

반한 언브레이커블 리눅스 사업의 경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술지원 계약과 함께 리눅

스 운영체제에 대한 기술지원 계약을 먼저 맺을 필요는 없다. 즉, 다른 운영체제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리눅스에 대한 기술지원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별도로 처

리된다. 여러분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는 동안, 오라클 엔터프라이

즈 리눅스를 기술지원 없이 무료로 사용하거나, 오라클 언브레이커블 리눅스에 가입하여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운영체제에 대한 기술지원을 오라클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

다. 다른 오라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오라클 언브레이커블 리눅스에 가입하

여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 대한 기술지원만 별도로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오라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해 인증된 다른 리눅스 배포판을 사용하고, 리눅스와 오라클에 

대한 기술지원을 각각 따로 받을 수도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고객의 선택에 달려있다.

오라클에서 리눅스 기술지원을 받기 위해 언브레이커블 리눅스를 선택한 사람들은 리눅

스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g를 운용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언브레이커블 리눅스는 x86/x86-64 및 아이테니엄(Itanium) 하

드웨어 플랫폼에 대해서만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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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우리는 언브레이커블 리눅스 사업에 따라서 오라클이 지원하고 있는 오라클 엔

터프라이즈 리눅스와 하드웨어 플랫폼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 플랫폼에 중점을 두는 가

장 커다란 이유는 아무런 제약 없이 설치 가능한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CD 이미

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눅스 구축 시 대다수의 오라클 RAC가 가장 손

쉽게 접근 가능한 리눅스 플랫폼을 제공한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논의하겠지만, 실제로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동일하다. 따라서 여기서 

논의하는 모든 세부 사항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배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여기서는 SUSE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나 아시아눅스의 설치와 구성에 대해 깊이 

논의하지는 않겠지만, 모든 리눅스 배포판은 동일한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이

점보다 유사점이 더 많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일부 세부 구현 사항은 다를 수 있지만, 어

느 리눅스 배포판을 사용하더라도 대부분의 주요 기능과 사용법은 동일하다. 오라클에서 

인증한 리눅스 배포판을 사용하는 한, 어느 배포판을 선택할지는 ‘해당 배포판에 대한 기

술지원이 요구사항에 부합하느냐’와 같은 비즈니스적인 결정에 따른다. 즉, 여러분은 어느 

특정 배포판의 주요 기술적 우월성에 근거하여 해당 배포판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탄생 및 성장

1994년, 마크 유잉(Marc Ewing)은 레드햇 리눅스라는 자신의 리눅스 배포판을 출시했다. 그

다음 해에, 밥 영(Bob Young)이 1993년에 설립한 ACC라는 회사와 유잉의 회사가 합병하여, 

최종적으로 레드햇 소프트웨어가 되었다.

레드햇은 그 후 몇 년 동안 유럽과 일본에 진출하여, 기술지원, 교육, 레드햇 공인 엔지니

어(RHCE)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꾸준히 성장했다.

1998년 7월에 오라클은 레드햇 리눅스에 대한 지원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에 리눅스는 

빠른 개발 속도와 한 번에 너무 많은 릴리스의 출시로 인해 다소 작업하기 복잡한 플랫폼

으로 인식되었다. 오픈 소스의 슬로건인 '빠르고 빈번한 출시'는 상용 운영체제의 다소 느

리지만 안정적인 개발 주기에 익숙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2년 3월에 레드햇은 최초의 엔터프라이즈급 리눅스 운영체제인 레드햇 리눅스 어드밴스

드 서버(Red Hat Linux Advanced Server)를 발표했다. 오라클은 델, IBM, 휴렛 패커드 같은 하드

웨어 벤더와 함께 이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발표했다. 오라클과 같은 파트너사가 자사의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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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케이션을 포팅(porting)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18개월 동안 해당 버전에 대한 안정적

인 릴리스를 약속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비록 레드햇의 분기별 업데이트에 여전히 중

요한 변경 사항이 포함되곤 했지만, 이 정책은 대성공이었다. 또한, 레드햇은 각각의 레드

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주요 릴리스에 대해 초기 출시 시점부터 7년 동안의 기술지원

을 약속했다.

2003년 3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패밀리 운영체제 제품군이 출시되었다. 대형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레드햇 어드밴스드 서버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AS(Advanced Server)로 브랜드명이 변경되었다. 게다가, 중형 시스템을 위한 레드햇 엔터프라

이즈 리눅스 ES(Edge Server 또는 Entry-level Server)와 단일 사용자 고객을 위한 레드햇 엔터

프라이즈 리눅스 WS(Workstation)라는 두 개의 제품군이 추가되었다.

2003년부터 레드햇은 비즈니스 시장과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 중점을 두었다. 일반 

소비자용으로 출시된 마지막 릴리스는 레드햇 리눅스 9이었으며, 결국 페도라 프로젝트로 

대체되었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3에서 레드햇은 개발 커널인 2.5 버전의 많은 기능들을 배포

판에서 채택한 2.4 버전 커널로 백포트(backport)했다. 2005년 2월에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3는 2.6 버전의 커널을 기반으로 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4의 출시로 이어

졌다. 그러다 2007년 3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5가 릴리스되었다. 레드햇 엔터프

라이즈 리눅스 4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g를 지원하는 초기 버전이다. 레드햇 엔터프라

이즈 리눅스 5의 출시와 함께 다른 제품군에 대한 명칭도 다시 한번 변경되었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AS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어드밴스드 플랫폼이 되었고, 레

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ES는 그냥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되었으며, 레드햇 엔

터프라이즈 리눅스 WS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데스크톱이 되었다.

표 1-1은 주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

스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레드햇 서브스크립션 가격 정책은 프로

세서 소켓 수와 제공하는 기술지원 레벨

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을 쓸 당시, 레드

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어드밴스드 플

표 1 - 1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릴리스

버전 출시일

2.1 AS (Pensacola) 2002년 3월

2.1 ES (Panama) 2003년 5월

3 (Taroon) 2003년 10월

4 (Nahant) 2005년 2월

5 (Tikanga) 200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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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은 표준과 프리미엄 서브스크립션이라는 두 가지 기술지원 패키지를 제공했다. 표준은 

프로세서 소켓이 두 개 이하인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위한 기본 패키지이며, 프리

미엄은 두 개 이상의 프로세서 소켓을 가진 시스템을 위한 것이다. 서브스크립션은 1~3년 

동안 시스템별로 비용이 청구되며, 설치 가능한 소프트웨어는 오직 가입한 고객만 다운로

드할 수 있다.

CentOS와 Scientific 리눅스는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버전과 호환되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유명한 파생 제품이다.

레드햇을 확장한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CentOS와 Scientific 리눅스와 마찬가지로,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도 레드햇 엔터프

라이즈 리눅스 어드밴스드 플랫폼의 복제나 파생으로 알려져 있다.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GNU GPL에 따라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복제품으로 출시될 수 있었다. 

따라서 오라클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와 전체 소스 코드 및 바이너리 호환성을 갖

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재배포할 수 있다. 즉,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레드햇 저작

권에 관련된 로고와 이미지 같은 자료를 제외하면 사실상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다. 

따라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레드햇과 오라클이 제공하는 운영체제의 구현물은 서로 구별할 

수 없다.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와 함께 전체 kABI(커

널 애플리케이션 바이너리 인터페이스) 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이다. 기본으로 설치하면 레드햇

과 동일한 커널이 사용된다. 그러나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오라클에서 초기 릴리

스의 버그를 수정한 커널을 별도로 포함하고 있으며, 원한다면 수동으로 RPM을 사용하

여 이 버전을 설치할 수 있다.

배포판 간에 차이점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지원 프로그램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언브레

이커블 리눅스 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오라클은 서드파티 리눅스 공급업체와 관련없이 

직접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 대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중요

한 차이점은 소프트웨어의 이용 가능 여부에 있다. 오라클은 http://edelivery.oracle.com/linux

에서 설치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제한 없이 무료로 오라클 엔

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기술지원 서브스크립션을 구입하지 않고도 운

영 시스템을 포함하여 원하는 만큼 많은 시스템에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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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원한다면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복사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서브스크립션을 미리 구매하

지 않고도, 설치 가능한 배포판이나 소스 코드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일한 엔터프

라이즈 리눅스가 되었다. 또한, 오라클은 추가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첫째, 일정 주기로 소

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언브레이커블 리눅스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둘째, 언브레이커블 리눅스 네트워크는 기본 기술지원(최대 2개의 프로세서를 가진 

시스템)과 프리미엄 기술지원(2개 이상의 프로세서를 가진 시스템)을 제공한다.

SuSE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 파헤치기

SuSE(수세)는 원래 1992년에 허버트 맨텔(Hubert Mantel), 버차드 슈타인빌트(Burchard 

Steinbild), 롤랜드 디로프(Roland Dyroff), 토마스 페르(Thomas Fehr)에 의해 유닉스 컨설팅 그

룹으로 설립된 독일 회사였다. SuSE는 Software und System Entwicklung을 뜻하는 독일어 

약자로, 영어로 번역하면 ‘software and system development’이다.

회사는 슬랙웨어 리눅스(Slackware Linux)의 독일어 버전을 배포하면서 시작되었지만, 마침

내 자신의 배포판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 플로리안 라로쉬(Florian LaRoche)가 개발한 Jurix 

배포판은 1996년에 출시된 최초의 SuSE 배포판인 SuSE 리눅스 4.2를 위한 기반으로 사용

되었다.

2002년 5월, SuSE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연합 리눅스 컨소시엄(United Linux consortium)이 

결성되었다. 유나이티드 리눅스(United Linux)는 다수의 리눅스 공급업체 간의 공동 작업이었

다. 컨소시엄의 목표는 개발, 마케팅, 기술지원의 측면에서 모든 배포판을 통합한 하나의 리

눅스 엔터프라이즈 표준을 만드는 것이었다. 유나이티드 리눅스의 회원은 SuSE, 터보리눅

스(Turbolinux), 코넥티바(Conectiva), SCO 그룹이었다. 유나이티드 리눅스의 초기 1.0 버전은 

2.4.18 커널에 기반했다. 하지만 초기 버전의 유나이티드 리눅스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이 기간 동안 SuSE는 자체 리눅스 배포판을 계속해서 출시했다. 2002년 5월에 2.4 커널에 

기반한 SuSE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0(SLES 8)이 출시되었다. 이 릴리스는 오라클 9i를 실행

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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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에 SuSE는 2.6 커널에 기반한 SLES 9을 출시했다. SLES 9은 멀티스레드를 사용

하는 리눅스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2.6 버전 커널의 핵심 기능인 네

이티브 POSIX 스레드 라이브러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었다.

2004년 1월, 노벨이 SuSE 인수를 완료함과 동시에 유나이티드 리눅스 컨소시엄의 해체가 

발표되었다. 이 시기에 SuSE는 SUSE로 이름을 변경했다. SLES 9은 2006년 7월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g에 대한 초기 지원을 제공하는 SLES 10과 2009년 3월에 SLES 11의 출시

로 이어졌다.

표 1-2는 SUSE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의 주요 릴리스를 요약한 것이다.

표 1 - 2  SUSE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 릴리스

버전 출시일

8.0 2002년 4월

9.0 2003년 10월

10.0 2006년 7월

11.0 2009년 3월

SLES 서브스크립션 가격은 1~3년 동안 서버당 부과되며, 기본, 표준, 우선순위 기술지원 

레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와 오픈 소스의 제한 이해하기

어떠한 리눅스 배포판을 선택하더라도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배포판에 포함된 모든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이

며, 리눅스 커널뿐만 아니라 배포판에 포함된 모든 유틸리티와 애플리케이션은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점을 인

식해야 한다. 어떠한 단일 리눅스 공급업체도 공동체가 개발한 운영체제에서 자신들이 기여한 부분 이상은 

책임지지 않는다. 따라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라이선스를 구입하면, 사전 패키징된 해당 소프트웨어 배포

판을 구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사항은 벤더의 리눅스 기술지원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다. 예

를 들어, 오라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와 비슷한 방식으로 리눅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라이선스를 

얻을 수는 없다.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리눅스 벤더에서 설치 가능한 배포판 형태로 다운로드를 제공할 수

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픈 소스 규정에 따라서 언제나 소스 코드 형태로 내려받아서 자유

롭게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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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를 아시아로

아시아눅스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눅스 

운영체제다. 아시아눅스는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표준을 제공하고자 하는 아시아 지역의 

선도적인 5개 리눅스 유통업체의 동맹으로 만들어졌다. 각 유통업체는 중국의 레드 플래

그(Red Flag) 소프트웨어와 지분의 50% 이상을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일본의 미라클 리눅

스(Miracle Linux), 한국의 한글과컴퓨터(Haansoft), 베트남의 비엣소프트웨어(VietSoftware) 그

리고 태국의 WTEC이다. 아시아눅스 서버 2.0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g를 지원하는 초

기 버전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오라클에서 기술지원하는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후 장에서 아시아눅스를 다루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시아눅스도 레드햇 엔터프

라이즈 리눅스에 기반하기 때문에 논의했던 대부분의 세부 구현 사항들은 아시아눅스에

서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요약

이 장에서 우리는 오라클 리얼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를 소개했으며, RAC 옵션을 채택하

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다. 특히 인스턴스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단일 인스턴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갖는 한계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한, SMP 머신과 비교했을 때 RAC의 확

장성 같은 고가용성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데이터베이스를 RAC 시스템으로 콘솔리

데이션했을 때 관리 효율성의 향상은 RAC의 커다란 장점이 될 수 있다. 또한, RAC 시스

템의 총 소유 비용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오라클 클러스터링 

기술의 역사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봤다.

이 장의 리눅스 부분에서는 오라클 RAC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독점 운영체제와 구별되는 

리눅스 플랫폼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리눅스 운영체제의 역사와 그 이면의 

개념을 살펴봤다. 특히, 이 장의 목적은 오라클과 오픈 소스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유 소프

트웨어와 오픈 소스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또한,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 중

점을 두고, 오라클 RAC 환경 구축 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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