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화 설치전 
고려사항

MCCS 4.4.9.x for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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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group 환경) 양 서버 모두 동일 WORKGROUP의 Administrator 계정 사용 
(Active Directory 환경) 양 서버 모두 동일 Domain의 Administrator 계정 사용 

애플리케이션 실행계정 필수 양 서버의 애플리케이션 실행 계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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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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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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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설치 시점의 최신 문서를 확인하여, 사전준비를 권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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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체제 지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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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CCS 호환 운영체제

운영체제 세부버전
아키텍처

x86 x64

  Windows Server 2019
  Standard LTSB
  Datacenter LTSB

-

  Windows Server 2016
  Standard LTSB
  Datacenter LTSB

-

  Windows Server 2012 R2
  Standard
  Datacenter

-

  Windows Server 2012
  Standard
  Datacenter

-

  Windows Server 2008 R2
  Standard
  Enterprise

-

  Windows Server 2008
  Standard SP2
  Enterprise SP2

  Windows Server 2003 R2
  Standard SP2
  Enterprise SP2

  Windows Server 2003
  Standard SP2
  Enterprise SP2

  Windows Desktop 10
  Professional LTBS
  Enterprise LTBS

  Windows Desktop 8.1
  Professional LTBS
  Enterprise LTBS

  Windows Desktop 8
  Professional
  Enterprise

  Windows Desktop 7
  Professional SP1
  Enterprise SP1
  Ultimate SP1

　

  Windows Desktop Vista
  Business
  Enterprise
  Ultimate

  Windows Desktop XP
  Professional SP3
  Enterprise SP3



운영체제 사전 준비

1. 운영체제 기본구성

- 운영체제는 MCCS 호환 버전으로, 양 서버에 완전히 동일한 OS 버전과 서비스팩을 설치해야 합니다.

- (WORKGROUP 환경) MCCS 구성과 운영을 위해 양서버가 동일 WORKGROUP의 Administrator 계정 사용이 필요합니다.

- (Active Directory 환경) MCCS 구성과 운영을 위해 양서버가 동일 Domain의 Administrator 계정 사용이 필요합니다.

- Windows 2008 R2 환경에 미러디스크 구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KB3033929 패치를 필수로 설치 해야 합니다.

- Windows 7 환경에 미러디스크 구성을 위해서는 KB3033929 패치를 필수로 설치 해야 합니다.

https://www.microsoft.com/en-us/download/details.aspx?id=46148
https://www.microsoft.com/en-us/download/details.aspx?id=4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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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78 

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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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FS

디스크 형식  기본디스크, 동적디스크 (스팬, 스트라이프, 미러, RAID5 타입)

파티션 형식  MBR, GPT

파티션 타입  주 파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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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비저닝
(VMWare 가상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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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에 “페이지 파일 (가상 메모리)”가 위치하는 경우 복제가 불가능 합니다.



항목 준비사항

스토리지 타입
 DAS, SAN, iSC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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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시스템 타입  NTFS

디스크 형식
 기본디스크

 ※ 동적디스크는 공유 디스크 구성이 불가능 합니다.

파티션 형식  MBR, GPT

파티션 타입  주 파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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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 사전 준비 (공유 디스크 구성)

1. 디스크 (공유 영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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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작업 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사전 준비 

- 이중화 대상 애플리케이션은 양서버에 완전히 동일하게 구성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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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서버의 애플리케이션은 동일 계정으로 실행 되게 구성 되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Administrator외에 별도 계정으로 실행 되야 한다면, ㈜맨텍 엔지니어에게 이중화 구성간 계정 정보 전달이 필요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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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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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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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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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SQL의 “연결 된 서버 (Linked Server)”사용시 SQL Agent를 활용한 Master Key 복원 Scheduler 등록이 필요 합니다. 
                “연결 된 서버 (Linked Server)”사용시 ㈜맨텍 엔지니어와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사전 준비 

2. 데이터베이스 (Oracle, MS-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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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

DB Engine

대기서버

DB Data

공유 디스크

OS

DB Engine

데이터베이스 구성
[ 공유디스크 환경 ] 

운영서버

DB Data

로컬 디스크

OS

DB Engine

운영서버

DB Data

OS

DB Engine

대기서버

Replication

데이터베이스 구성
[ 미러디스크 환경 ]

로컬 디스크



애플리케이션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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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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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경로 설정 (예시)

양서버의  공유디스크  혹은 미러디스크  경로를  지정해  설치 필요

※ MS-SQL의 DB Data 경로 설정 예시 ※ Oracle의 DB Data 경로 설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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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