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화 설치전 
고려사항

MCCS 4.4.9.x for Linux

         본 문서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주)맨텍에 있으며, 대한민국 지적재산권 법률과 국제 저작권 협약을 통해 보호받습니다.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은 이관되거나 판매되는 것이 아니며, MCCS 구성과 운영을 위한 사용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당사의 허가 없이 본 문서를 임의 수정, 분리, 양도, 판매, 배포, 인용 할 수 없습니다.



항목 확인사항 중요도 준비상태 체크

데이터 백업 운영 데이터 백업 필수
이중화 구성 작업간 데이터 유실 방지를 위해 작업 전 운영 데이터 전체 백업 필수

( 백업 데이터는 작업 대상 시스템 외부의 별도의 저장소에 보관 필요 )
( V )

하드웨어 하드웨어 드라이버 및 펌웨어 권장 HW 제조사 권장 최신 펌웨어 및 드라이버 사전 적용 권장

운영체제

운영체제 버전 확인 필수 MCCS 호환 OS 버전으로 양서버에 동일 버전 설치

운영체제 패치 확인 권장 OS 제조사 권장 최신 보안패치 및 서비스 팩 사전 적용 권장

계정 / 권한 확인 필수 양 서버 모두 root 계정 사용 및 계정 전환 ( su - 계정명 ) 허용

애플리케이션 실행계정 필수 양 서버의 애플리케이션 실행 계정과 계정정보(계정명, GID, UID)가 완전히 동일

네트워크

NIC Port 수량 확인 필수 서비스용 NIC Port 1개 이상 + 이중화 전용 NIC Port 2개 사용 가능

Network 연결 확인 필수 양 서버의 서비스용 NIC Port와 Switch간 연결 , 이중화용 Cross Cable 2개 준비

IP 수량 확인 필수 서비스 대역 IP 최소 3개 준비

방화벽 (OS 혹은 별도 방화벽) 
설정

필수
양 서버간 방화벽 미사용 권장
( 이중화 서버간 통신에 방화벽 사용시 이중화 포트 사전 오픈 필수 )

CPU CPU 최소사양 확인 필수 최소 1Ghz 이상, 4Core 이상의 성능을 갖는 CPU

Memory Memory 최소사양 확인 필수 최소 2GB 이상, 200MB 이상의 여유를 갖는 Memory

Disk

Disk 최소공간 확인 필수 최소 500MB 이상의 여유를 갖는 Disk

Disk 설정 확인 권장 RAID Controller의 Cache Memory (+ Battery Pack) 장착 및 Cache Option Write-Back 권장

Disk 구성 확인 (미러 디스크 환경) 필수 복제 대상 디스크는 양서버간 동일 사이즈이며, 메타 디스크 (복제 정보 보관용, 1GB 이상) 준비 필수

Disk 구성 확인 (공유 디스크 환경 필수 공유 대상 디스크 및 스카시예약 (공유디스크 보호기능) 호환성 확인

응용프로그
램

애플리케이션 구성 상태 확인 필수 이중화에 등록 할 애플리케이션이 존재 하는 경우 사전 설치 및 구성 완료 필수

데이터베이스 구성 상태 확인 필수 이중화에 등록 할 데이터베이스가 존재 하는 경우 DB Engine와 DB Data를 분리하여 사전 설치 필수

보안 및 백신 보안 예외 정책 확인 필수
MCCS과 각종 보안솔루션간 충돌 방지를 위한 예외 처리 방법 확인 필수
- Red Castle, Trusline, CA, Secuve TOS, V3, kaspersky, Symantec EndPoint, Virobot 등

전체 체크 리스트

본 문서는 MCCS (서버이중화) 구성을 위한 준비사항이 정리된 문서이며, 아래 사항이 미흡한 경우 이중화 구성 지연, 설치 불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준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본 문서를 모든 이해관계자(하드웨어담당, 소프트웨어담당, 운영담당자 등)께 신속한 공유가 필요합니다.

        MCCS 버전 발행과 환경 변화에 맞춰 본 문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실제 설치 시점의 최신 문서를 확인하여, 사전준비를 권장 합니다.



운영체제 지원 목록

운영체제 세부버전
아키텍처

x86 x64

  Redhat Enterprise Linux 5   Update 6 ~ Update 11

  Redhat Enterprise Linux 6   Update 0 ~ Update 10

  Redhat Enterprise Linux 7   Update 0 ~ Update 9 -

  Redhat Enterprise Linux 8   Update 0 ~ Update 3 -

  CentOS Linux 5   Update 6 ~ Update 11

  CentOS Linux 6   Update 0 ~ Update 10

  CentOS Linux 7   Update 0 ~ Update 9 -

  CentOS Linux 8   Update 0 ~ Update 3 -

  Oracle Enterprise Linux 6   Update 0 ~ Update 10

  Oracle Enterprise Linux 7   Update 0 ~ Update 9 -

  Oracle Enterprise Linux 8   Update 0 ~ Update 3 -

  Ubuntu 16 LTS 　 　

  Ubuntu 18 LTS 　 -

  Ubuntu 20 LTS 　 -

  Suse Enterprise Linux 11   SP4

  Suse Enterprise Linux 12   SP0 ~ SP4 -

  Suse Enterprise Linux 15   SP0 ~ SP2 -

※ Windows 호환성은 “MCCS for Windows 설치전 고려사항” 문서를 확인 하세요

1. MCCS 호환 운영체제



운영체제 사전 준비

1. MCCS 사전 패키지

패키지명 중요도 설명

 perl*

 python*

 psmisc*

필수  MCCS 기본적인 동작에 필요한 필수 패키지

 fontpackages-filesystem*

 dejavu-fonts-common*

 dejavu-sans-fonts*

 fontconfig*

필수  MCCS 콘솔의 언어 표현에 필요한 필수 패키지

 device-mapper-multipath*

 sg3_utils*

 sg3_utils-libs*

옵션
 ( 공유디스크 환경 )
 공유디스크 구성 및 스카시예약 사용을 위한 추가 패키지

 arping*

 net-tools*

 multipath-tools*

 python3-distutils*

 iptables-persistent*

 init-system-helpers*

옵션
 ( Ubuntu 환경 )
 Ubuntu에서 MCCS 구성을 위한 추가 패키지

 un-core-graphic-fonts*

 un-core-gungseo-fonts*

 un-core-dotum-fonts*

 un-core-dinaru-fonts* 

 wqy-zenhei-fonts*

 un-core-batang-fonts*

 un-core-pilgi-fonts*

옵션
 ( 다국어 환경 )
 MCCS 콘솔의 언어를 다국어로 표현하기 위한 추가 패키지 

- MCCS 사용을 위해서는 OS에서 아래 패키지(RPM)가 사전 설치 되어야 합니다.

       환경에 맞는 패키지가 없는 경우 MCCS 설치가 불가능 하거나, 이중화 동작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 Network Manager 비활성화

※ SELinux 수정 (비활성화) 후 실제 적용을 위해서 OS 재부팅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운영체제 사전 준비

※ 단, Redhat 8 (CentOS 8) 환경에서는 Network Manager 활성화 상태로 이중화를 구성 합니다.

2. 운영체제 기본구성

- 운영체제는 MCCS 호환 버전으로, 양 서버에 완전히 동일한 OS (Kernel) 버전을 설치해야 합니다.

- MCCS 구성과 운영을 위해 root 계정 사용 및 계정 전환 (su - 계정명) 허용이 필요합니다.

- 양 서버의 애플리케이션은 동일 계정으로 실행 되게 구성돼야 하며, 해당 계정정보(계정명, GID, UID)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 양 서버의 /etc/passwd와 /etc/group 확인 시 애플리케이션 실행 계정정보(계정명, GID, UID)가 완전히 동일해야 함.

4. SELinux 비활성화



네트워크 사전 준비

항목 네트워크 이중화 O 네트워크 이중화 X

NIC 수량
최소 4 Port 필요

( Service-2Port + Heartbeat-1Port + Mirror-1Port )

최소 3 Port 필요
( Service-1Port + Heartbeat-1Port + Mirror-1Port )

NIC 연결

  Heartbeat, Mirror Port는 Cross Cable를 사용해 양 서버간 미리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 Cross Cable은 Gigabit (CAT.5E 이상) 사용을 권장 합니다.

  ※ Heartbeat, Mirror 네트워크를 Switch (혹은 Hub)를 이용해 연결하는 것은 권장 하지 않습니다.

 NIC 드라이버   NIC은 제조사권장 최신 펌웨어 및 드라이버로 사전 업데이트를 권장 합니다.

1.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2. 네트워크 주소

항목 Active <-> Standby Active <-> Active 구성
(다른 업무 상호 이중화 )

IP 수량
최소 3 IP 필요

( VIP-1 IP + Public-2 IP )

최소 4 IP 필요
( VIP-2 IP + Public-2 IP )

IP 타입
  DHCP환경은 지원 하지 않습니다.

  양 서버의 IP는 모두 동일 대역 IP를 사용 해야 합니다.

※ 네트워크 이중화는 제조사별 명칭 차이가 있으며, Teaming 혹은 Bonding을 의미 합니다.

※ VIP (Virtual IP)는 Client가 이중화 서버 서비스 접속시 사용하는 서비스 IP (대표 IP) 입니다.

포트용도 포트번호  통신방향

이중화 콘솔 접속 10080 사용자PC   →   이중화서버 (양서버 모두)

이중화 핫빗 통신
14321

10080
이중화서버 (운영)   ↔   이중화서버 (대기)

데이터 실시간 복제

( 데이터 복제 환경에서만 사용 )

7788  ~  복제 볼륨 수량별 추가포트 

※ 복제 볼륨 수량 증가시 추가 포트 (7788 + 7789 … ) 필요
이중화서버 (운영)   ↔   이중화서버 (대기)

3. MCCS 포트 정보



디스크 사전 준비 (미러 디스크 구성)

항목 준비사항

스토리지 타입
 Local Disk, DAS, SAN, iSCSI
 ※ NAS, Raw Device, Oracle ASM은 미러 디스크 구성이 불가능 합니다.

파일시스템 타입  EXT3, EXT4, XFS, GPT (LVM, Standard Partition)

디스크 사이즈
 양서버간 복제 대상 디스크의 크기는 반드시 동일 해야 합니다
 ※ 양서버간 복제 대상 디스크 크기가 다른 경우, 반드시 이중화 엔지니어와 사전 협의가 필요 합니다.

자동 마운트 해제

 복제 대상 디스크의 자동 마운트 방지를 위해 양서버의 /etc/fstab 에서 주석 처리 (#) 필수

메타디스크

 디스크 복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보관하는 별도 디스크 (메타 디스크) 준비 필요

 실시간 복제 (미러 디스크) 1개당 = 1GB 이상 크기의 추가 디스크 (혹은 파티션) 1개 필요
  ※ 복제 볼륨 3개 = 메타디스크 3개 필요
  ※ 실제 복제 대상 볼륨 크기 1TB당 = 메타디스크는 크기 66MB 필요

 메타디스크는 RAW (포맷 하지 않은) 상태로 준비 필요

프로비저닝
(VMWare 가상화환경)

 Thick Provisioning
 ※ 디스크 동기화는 양서버의 데이터 정합성 유지를 위해 볼륨 전체 영역에 대한 데이터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Thin Provisioning은 볼륨의 크기가 유동적으로 변동 되어, 변경 I/O 추척에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1. 디스크 (복제 영역) 준비

복제 대상 디스크
1. 양서버간 디스크 사이즈 동일
2. 파일시스템 (EXT3, ETX4, XFS, GPT) 복제 가능 

메타 디스크
1. 복제 대상 디스크와 동일 수량 
2. 1GB 이상 크기
3. RAW (포맷 X) 상태



항목 준비사항

스토리지 타입
 DAS, SAN, iSCSI

 ※ DAS는 cluster mode 지원 (두대 이상 서버에서 동시 접속 가능) 모델을 사용해야 합니다.

파일시스템 타입  EXT3, EXT4, XFS (LVM, Standard Partition)

자동 마운트 해제

 공유 디스크의 자동 마운트 (양서버 동시 마운트)방지를 위해 양서버의 /etc/fstab 에서 주석 처리 (#) 필수
 

멀티패스 구성  멀티패스를 사용 할 경우, 이중화 작업 전 멀티패스 구성 완료 필수

스카시예약

 스카시예약 기능으로 여러 노드의 스토리지의 동시 접근을 차단하여, 데이터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 iSCSI는 공유 디스크로 구성 할 수 있으나, 스카시예약 기능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스카시예약 사용을 위해서는 스토리지가 SCSI3-PR(Persistent Reservation)을 지원해야 합니다.

스카시예약

(VMWare 가상화환경)

 VMWare 환경에서 스카시예약 사용을 위해서는 스토리지 볼륨을 “물리적 RDM”으로 구성 해야 합니다. 

 ※ VMDK은 공유 디스크로 구성 할 수 있으나, 스카시예약 기능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스카시예약은 하드웨어 레벨로 제어하므로, Guest VM 두대가 동일 ESXi Host위치 할 경우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Storage Volume이 양 서버에서 동시 마운트 되면, 파일시스템이 손상되며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작업 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스크 사전 준비 (공유 디스크 구성)

1. 디스크 (공유 영역) 준비



애플리케이션 사전 준비 

- 이중화 대상 애플리케이션은 양서버에 완전히 동일하게 구성 되 있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설치 경로 / 버전 / API 환경이 양 서버간 완전히 동일)

- 양 서버의 애플리케이션은 동일 계정으로 실행 되게 구성돼야 하며, 해당 계정정보(계정명, GID, UID)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 양 서버의 /etc/passwd와 /etc/group 확인 시 애플리케이션 실행 계정정보(계정명, GID, UID)가 완전히 동일해야 함.

- 애플리케이션 구동 후 불특정시점에 내용이 갱신 되는 로그나 데이터가 존재 하며, 대기 서버로 업무가 전환 (페일오버)시 앞에서 설명 한 데이터를

  참고하여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되는 구조라면, 로그나 데이터가 양서버의 공유디스크 혹은 미러 디스크 상의 경로에 위치 하도록 구성 해야 합니다.

       양 서버의 애플리케이션 실행 계정 (계정명, GID, UID)가 다른경우, 특정 서버에서 파일과 디렉터리 권한을 인식 할 수 없습니다.

       이로인해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불가능 하거나, 동작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1. 애플리케이션 구성



- 이중화 대상 데이터베이스는 양서버에서 완전히 동일 (데이터베이스 버전 / Engine 경로 / Data 경로 / API 환경) 해야 합니다.

- 양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는 동일 계정으로 실행 되게 구성돼야 하며, 해당 계정정보(계정명, GID, UID)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 양 서버의 /etc/passwd와 /etc/group 확인 시 애플리케이션 실행 계정정보(계정명, GID, UID)가 완전히 동일해야 함.

              - 이중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치는 DB Engine은 root 영역에 위치하도록 설치 (일반적으로 “/” 하위 경로)에 하며, 

                   DB Data (System DB, User DB 등)은 양서버의 공유디스크 혹은 미러 디스크 상의 경로에 위치 하도록 설치 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사전 준비 

2. 데이터베이스 (Oracle, Mysql 등) 구성

       DB Data는 반드시, 공유디스크 혹은 미러디스크 영역에 위치해야하며, 양 서버간 완전히 동일 경로로 구성해야 합니다.

       경로가 다른 경우 데이터베이스 실행이 불가능 하거나, 동작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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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이슈

기본적으로 이중화 구성 후 통신 Inbound는 VIP로 이루어지며, Outbound는 Real-IP로 이루어집니다.

일부 애플리케이션 (혹은 설비)는 개발 특성에 따라 In/outbound IP가 다른 경우 통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발생한다면, 먼저 애플리케이션 속성파일내 IP를 VIP 대신 Real-IP 혹은 localhost IP로 수정 하여, 해결을 시도 해 볼 수 있습니다.

Windows 환경에서는, MCCS의 VIP의 속성값 (Skip-As-Source 혹은 Replace-IP) 설정으로 해결을 시도 해 볼 수 있습니다.

1. IP의 Inbound/Outbound 이슈

VIP는 페일오버 수행 시 양서버의 서비스용 NIC에 번갈아 가며 할당 됩니다.

일부 애플리케이션 (혹은 설비)는 IP가 할당 된 MAC 주소가 달라지는 경우 통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발생한다면, 먼저 애플리케이션 (혹은 설비)의 제약 사항 수정 (MAC이 달라지더라도 통신이 가능하게 수정)하여, 해결을 시도 해야 합니다.

Windows 환경에서는 MCCS의 VIP의 속성값 (Virtual MAC) 설정으로 해결을 시도 해 볼 수 있습니다.

2. MAC Address 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