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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ＤＢＭＳ에서의 데이터 복제 방법 및 시스템

(57) 요 약
본 발명은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에서의 데이터 복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
른 DBMS에서의 데이터 복제 방법은, 마스터 호스트에서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로그를 통해 복제 로그
를 생성하여 배포 시스템(distributor)으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배포 시스템에서 상기 복제 로그를 배포할 슬레
이브 호스트를 판단하여 해당하는 슬레이브 호스트로 상기 복제 로그를 배포하는 단계 및 상기 슬레이브 호스트
에서 상기 복제 로그를 수신하여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때, 상기 복제 로그는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을 포함할 수 있고, 마스터 호스트에서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로
그를 통해 복제 로그를 생성하여 배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마스터 호스트가 포함하는 복제
서버(replication server)에서 상기 트랜잭션 로그를 분석하여 상기 변경사항으로 구성된 상기 복제 로그를 생성
하는 단계 및 상기 복제 서버에서 상기 복제 로그를 상기 배포 시스템이 포함하는 복제 에이전트(replication
agent)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대 표 도 - 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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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에서의 데이터 복제 방법에 있어서,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로그를 통해 복제 로그를 생성하여 배포 시스템(distributor)으로 전송하는 단
계;
상기 복제 로그를 배포할 슬레이브 호스트를 판단하여 해당하는 슬레이브 호스트로 상기 복제 로그를 배포하는
단계; 및
상기 복제 로그를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배포 시스템은 배포 데이터베이스 및 복제 에이전트를 포함하고,
상기 복제 로그를 배포할 슬레이브 호스트를 판단하여 해당하는 슬레이브 호스트로 상기 복제 로그를 배포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복제 에이전트에서 상기 복제 로그를 수신하여 임시 저장하는 단계;
상기 복제 에이전트에서 상기 배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복제 로그를 배포할 슬레이브 호스트를 확인
하는 단계; 및
상기 복제 에이전트에서 상기 복제 로그를 해당하는 슬레이브 호스트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마스터 호스트 및 상기 슬레이브 호스트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비율로
구성되는 데이터 복제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제 로그는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로그를 통해 복제 로그를 생성하여 배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상기 단계는,
마스터 호스트가 포함하는 복제 서버(replication server)에서 상기 트랜잭션 로그를 분석하여 상기 변경사항으
로 구성된 상기 복제 로그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복제 서버에서 상기 복제 로그를 상기 배포 시스템이 포함하는 복제 에이전트(replication agent)로 전송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데이터 복제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제 서버는 하나 이상의 복제 에이전트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트랜잭션 로그에 대한 전달 요청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로서 상기 전달 요청을 처리하는 제1 스레드(thread) 및 트랜잭션 로그를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하는 제2 스레드를 포함하는 데이터 복제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제 서버는 상기 트랜잭션 단위로 복수의 복제 로그가 발생하는 경우, 복수의 버퍼를 이용하여 상기 복제
로그를 임시로 저장하여 해당하는 배포 시스템의 복제 에이전트로 전송하는 데이터 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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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배포 데이터베이스는 마스터 호스트 및 슬레이브 호스트의 배치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복제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제 에이전트는 상기 복제 로그가 복수 개 수신되는 경우 상기 복제 로그를 각각 임시 저장한 후, 해당하
는 슬레이브 호스트로 배포하는 데이터 복제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제 로그를 배포할 슬레이브 호스트를 판단하여 해당하는 슬레이브 호스트로 상기 복제 로그를 배포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복제 에이전트에서 상기 복제 로그에 대한 추적 로그를 생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고,
상기 추적 로그는 각 슬레이브 호스트가 포함하는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 별로 최종 적용된 상기 복제 로그에
대한 로그순차번호를 포함하는 데이터 복제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제 로그를 배포할 슬레이브 호스트를 판단하여 해당하는 슬레이브 호스트로 상기 복제 로그를 배포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복제 에이전트에서 상기 복제 로그에 대한 오류 로그를 생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고,
상기 오류 로그는 상기 복제에이전트가 복제를 실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오류가 기록되는 데이터 복제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잭션 로그는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으로서 갱신 작업을 철회하기 위해 이
전의 데이터 이미지를 보관하는 언두(undo) 로그 및 갱신 작업을 다시 수행하기 위해 갱신 이후의 데이터 이미
지를 보관하는 리두(redo) 로그를 포함하고,
상기 복제 로그는 상기 리두 로그를 포함하는 데이터 복제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는 복제의 대상이 되는 원본 데이터베이스로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연산이 허용되고,
상기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복제의 목적지가 되는 데이터베이스로서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데이터 복제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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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에 대한 변경사항을 상기 배포 시스템을 통해 상기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단계; 및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 트리거 또는 사용자 계정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변경사항을 상기 배포 시
스템이 포함하는 배포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고,
상기 배포 시스템은 상기 마스터 호스트에 장애 발생 시 다른 마스터 호스트로서 동작하는 슬레이브 호스트에
상기 인덱스, 상기 트리거 또는 상기 사용자 계정 중 적어도 하나를 반영시키는 데이터 복제 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터 호스트 및 상기 슬레이브 호스트간에 하나 이상의 상기 배포 시스템을 통해 비동기식 복제가 수행
되는 데이터 복제 방법.
청구항 14
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6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에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15
DBMS에서의 데이터 복제 시스템에 있어서,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로그를 통해 복제 로그를 생성하여 배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마스터 호스트;
상기 복제 로그를 배포할 슬레이브 호스트를 판단하여 해당하는 슬레이브 호스트로 상기 복제 로그를 배포하는
배포 시스템; 및
상기 복제 로그를 수신하여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슬레이브 호스트
를 포함하고,
상기 배포 시스템은,
마스터 호스트 및 슬레이브 호스트의 배치 정보를 포함하는 배포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복제 로그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복제를 수행하는 복제 에이전트
를 포함하고,
상기 복제 에이전트는,
상기 마스터 호스트로부터 수신된 상기 복제 로그를 수신하여 임시 저장하는 저장부;
상기 배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복제 로그를 배포할 슬레이브 호스트를 확인하는 슬레이브 호스트 확
인부; 및
상기 복제 로그를 해당하는 슬레이브 호스트로 전송하는 전송부
를 포함하고,
상기 마스터 호스트 및 상기 슬레이브 호스트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비율로 구성되는 데이터 복제 시스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복제 로그는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상기 마스터 호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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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대상이 되는 원본 데이터베이스인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상기 트랜잭션 로그를 분석하여 상기 변경사항으로 구성된 상기 복제 로그를 생성
하고, 상기 배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복제 서버
를 포함하는 데이터 복제 시스템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복제 서버는 하나 이상의 복제 에이전트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트랜잭션 로그에 대한 전달 요청을 처리하는
데이터 복제 시스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터 호스트는,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에 대한 변경사항을 상기 배포 시스템을 통해 상기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제1 변경사항 반영부; 및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 트리거 또는 사용자 계정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변경사항을 상기 배포 시
스템이 포함하는 배포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제2 변경사항 반영부
를 더 포함하고,
상기 배포 시스템은 상기 마스터 호스트에 장애 발생 시 다른 마스터 호스트로서 동작하는 슬레이브 호스트에
상기 인덱스, 상기 트리거 또는 상기 사용자 계정 중 적어도 하나를 반영시키는 데이터 복제 시스템.
청구항 21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잭션 로그는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으로서 갱신 작업을 철회하기 위해 이
전의 데이터 이미지를 보관하는 언두 로그 및 갱신 작업을 다시 수행하기 위해 갱신 이후의 데이터 이미지를 보
관하는 리두 로그를 포함하고,
상기 복제 로그는 상기 리두 로그를 포함하는 데이터 복제 시스템.
청구항 22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터 호스트 및 상기 슬레이브 호스트간에 하나 이상의 상기 배포 시스템을 통해 비동기식 복제가 수행
되는 데이터 복제 시스템.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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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본 발명은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에서의 데이터 복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22>

데이터베이스 복제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객체를 물리적으로 분리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복사하여
두 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 기술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복제 기술은 같은 객체를 이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접근을 여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분산시킴으로써 성능을
높이거나 복제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로 다른 운영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복제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신속하게 대체

함으로써 장애 발생시 긴급하게 대처할 수도 있는 등 그 효용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3>

위에서 설명한 복제 기술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만으로는 응용 프로그램의 성능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힘
들 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읽기 연산을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는 여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분산시킴으

로써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4>

도 1은 종래기술에 있어서, 부하 분산용 복제 시스템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일례이다.

일반적인 데이터 복제

의 경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는 읽기/쓰기 연산을 모두 허용하나,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는 읽기 연산만 허용
하기 때문에, 데이터 복제를 이용한 성능 향상 효과는 쓰기 연산은 제한적이고 읽기 연산이 많은 응용에서 탁월
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등에 사용되고 있는 블로그, 게시판, 뉴스 등 많은 응용이 이러한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즉, 웹서비스(101)에서 데이터는 쓰기 연산을 통해 마스터 데이터베이스(102)에 저

장되고, 마스터 데이터베이스(102)의 변경사항은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103 내지 105)에 복제 기술을 통해 반
영된다.

또한, 데이터는 읽기 연산을 통해 제공되는데 이때, 쓰기 연산 보다는 읽기 연산의 발생 빈도가 매우

높은 웹서비스(101)의 특성상 데이터는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103 내지 105)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25>

이와 같이 복제 기술을 이용하면, 데이터베이스에 가중되는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마스터 데
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마스터 호스트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슬레이브 호스트 중 하나를 마스터 호스트로
서 교체함으로써 장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26>

그러나, 종래기술의 복제 기술은 스키마의 변경이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복제되지 않고, 슬레이브 데이터베
이스를 통한 변경 내역 자동 추출이 불가능하며, 마스터 호스트 대 슬레이브 호스트의 N 대 M 비율과 같이 사용
자가 원하는 구조로 복제 환경을 구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단위로만 복제 대상을 지

정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복제 지연 시간을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본과 복제본 간 데이터 동기화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복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마스터 트랜잭션 보관 로그를

안전하게 삭제할 수도 없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27>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에서의 데이터
복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제안한다.

<28>

본 발명은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 및 분배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가중되는 부하
를 분산시킬 수 있고,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마스터 호스트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슬레이브 호
스트 중 하나를 마스터 호스트로서 교체함으로써 장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갱신된 데이터에
대한 주기적 수집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변경 내용만을 빠르게 수집할 수 있
는 데이터 복제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29>

본 발명은 마스터 호스트의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키마가 변경되는 경우, 상기 변경이 슬레이브 호스트의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복제될 수 있고, 마스터 호스트 대 슬레이브 호스트의 N 대 M 비율과 같이 사용자가
원하는 구조로 복제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 데이터 복제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30>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상술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에서의 데이터 복제 방법은, 마스터 호스트에서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트랜
잭션 로그를 통해 복제 로그를 생성하여 배포 시스템(distributor)으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배포 시스템에서
상기 복제 로그를 배포할 슬레이브 호스트를 판단하여 해당하는 슬레이브 호스트로 상기 복제 로그를 배포하는
단계 및 상기 슬레이브 호스트에서 상기 복제 로그를 수신하여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단계를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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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본 발명의 일측에 따르면, 상기 복제 로그는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을 포함할 수 있고, 마스터
호스트에서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로그를 통해 복제 로그를 생성하여 배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마스터 호스트가 포함하는 복제 서버(replication server)에서 상기 트랜잭션 로그를 분석하여 상
기 변경사항으로 구성된 상기 복제 로그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복제 서버에서 상기 복제 로그를 상기 배포
시스템이 포함하는 복제 에이전트(replication agent)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상기 복제 서

버는 하나 이상의 복제 에이전트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트랜잭션 로그에 대한 전달 요청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로
서 상기 전달 요청을 처리하는 제1 스레드(thread) 및 트랜잭션 로그를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
하는 제2 스레드를 포함할 수 있다.
<32>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상기 배포 시스템은 배포 데이터베이스 및 복제 에이전트를 포함할 수 있고, 상
기 배포 시스템에서 상기 복제 로그를 복제할 슬레이브 호스트를 판단하여 해당하는 슬레이브 호스트로 상기 복
제 로그를 배포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복제 에이전트에서 상기 복제 로그를 수신하여 임시 저장하는 단계, 상
기 복제 에이전트에서 상기 배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복제 로그를 배포할 슬레이브 호스트를 확인하
는 단계 및 상기 복제 에이전트에서 상기 복제 로그를 해당하는 슬레이브 호스트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33>

이때, 상기 배포 데이터베이스는 마스터 호스트 및 슬레이브 호스트의 배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르면, 상기 데이터 복제 방법은,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에 대한 변경
사항을 상기 배포 시스템을 통해 상기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단계 및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 트리거 또는 사용자 계정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변경사항을 상기 배포 시스템이 포함하는 배포 데이터
베이스에 반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고, 상기 배포 시스템은 상기 마스터 호스트에 장애 발생 시 다른 마
스터 호스트로서 동작하는 슬레이브 호스트에 상기 인덱스, 상기 트리거 또는 상기 사용자 계정 중 적어도 하나
를 반영시킬 수 있다.

<34>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DBMS에서의 데이터 복제 시스템은,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로그를
통해 복제 로그를 생성하여 배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마스터 호스트, 상기 복제 로그를 배포할 슬레이브 호스
트를 판단하여 해당하는 슬레이브 호스트로 상기 복제 로그를 배포하는 배포 시스템 및 상기 복제 로그를 수신
하여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슬레이브 호스트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복제 로그는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을 포함할 수 있고, 상기 마스터 호스트는, 복제 대상이 되는 원본 데이터베이스인 마
스터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상기 트랜잭션 로그를 분석하여 상기 변경사항으로 구성된
상기 복제 로그를 생성하고, 상기 배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복제 서버(replication server)를 포함할 수 있다.
<35>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다양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36>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복제 시스템의 개괄적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37>

여기서, 데이터 복제 시스템(200)은 크게 마스터 호스트(201), 배포 시스템(202) 및 슬레이브 호스트(203)로 구
성된다.

이때, 마스터 호스트(201), 배포 시스템(202) 및 슬레이브 호스트(203)는 마스터 호스트(201)와 슬레

이브 호스트(203)의 비율이 N 대 M과 같이 사용자가 원하는 구조로 구성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각각 복수의 호스
트로 구성될 수 있지만, 도 2에서는 데이터 복제 시스템(200)의 개괄적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 각각 하나
의 호스트로 구성된 형태를 설명한다.
<38>

마스터 호스트(201)가 포함하는 마스터 데이터베이스(204)는 복제 대상이 되는 원본 데이터베이스로서 읽기, 쓰
기 등의 모든 연산이 허용될 수 있다.

반면, 슬레이브 호스트(203)가 포함하는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원본 데이터베이스가 복제되는 데이터베이스로서 읽기 연산만이 허용될 수 있다.

이는 쓰기 연산 즉, 데이터의

업로드보다 읽기 연산 즉, 데이터의 다운로드가 더욱 빈번히 발생하는 특성의 웹서비스 등에서 상기 읽기 연산
에 대한 부하를 분산시키기 위함으로 복수의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서 상기 읽기 연산을 분산하여 수행할 수
있다.
<39>

우선, 복제가 설정되면, 마스터 호스트(201)가 포함하는 복제 서버(206)는 마스터 데이터베이스(204)의 트랜잭
션 로그(207)를 읽어 상기 복제와 관련된 정보만으로 구성된 복제 로그(208)를 생성하고, 이를 배포 시스템
(202)이 포함하는 복제 에이전트(209)로 전송한다.

이때, 배포 시스템(202)은 마스터 호스트(201) 또는 슬레이

브 호스트(203) 내에 설정될 수도 있고, 가용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호스트에 설정될 수도 있다.
<40>

복제 에이전트(209)는 배포 시스템(202)이 포함하는 배포 데이터베이스(210)를 읽어 들여, 마스터 호스트(201)
보다 자세히는 복제 서버(206)로부터 수신한 복제 로그(208)를 어느 슬레이브 호스트(203)에 어떻게 복제할 것
인지를 판단한다.

이때, 배포 데이터베이스(210)는 복제 구성에 관한 모든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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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서 복제 에이전트(209)로 하여금 마스터 호스트(201)와 슬레이브 호스트(203)의 배치 정보를 포함한다.
<41>

즉, 복제 에이전트(209)는 복제 서버(206)로부터 수신한 복제 로그(208)를 우선 버퍼와 같은 저장장치에 임시
저장하고, 배포 데이터베이스(210)에 지정된 슬레이브 호스트(203)가 포함하는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205)에
복제 로그(208)를 배포함으로써,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205)에 복제 로그(208) 즉, 마스터 데이터베이스(204)
의 변경사항이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복제 에이전트(209)는 각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

상태를 추적하기 위하여 추적 로그(211)를 관리하고, 복제 로그(208)의 배포 중 발생한 모든 오류를 오류 로그
(212)에 저장한다.
<42>

이와 같이 데이터 복제 시스템(200)은 마스터 데이터베이스(204)의 변경사항을 각각의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
(205)에 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상기 복제에 대해서는 도 3 내지 도 10을 통해 더욱 자세히 설명한다.

<43>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DBMS에서의 데이터 복제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44>

단계(S301)에서 마스터 호스트는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로그를 통해 복제 로그를 생성하여 배포 시스
템으로 전송한다.

이때, 상기 복제 로그는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을 포함할 수 있고, 상기 마스

터 호스트는 상기 마스터 호스트가 포함하는 복제 서버를 통해 상기 변경사항인 상기 복제 로그를 상기 배포 시
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는 복제의 대상이 되는 원본 데이터베이스로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연산이 허용될 수 있다.
<45>

이와 같이 상기 복제 로그를 상기 배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S301)에 대해서는 도 4를 통해 더욱 자세히
설명한다.

<46>

데이터를 복제하는 기법으로는 (1)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갱신하는 작업과 (2) 슬레이브 데이터
베이스의 데이터를 동일하게 갱신하는 작업이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처리되어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동기
식 복제(synchronous replication)와 상기 (1) 및 상기 (2)의 작업을 서로 분리하여 수행하는 비동기식 복제
(asynchronous replication)가 있다.

<47>

이때, 상기 동기식 복제는 하나의 시스템에 발생하는 장애가 전체 시스템의 장애로 확대되어 가용성 측면에서
그 유용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 중단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슬레이브 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마스터 시스템까지 서비스 운영

반면, 비동기식 복제의 경우,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로그를 활

용하여 비동기식으로 상기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변경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복제로 구성된 서버간의 종속성을
최소화하여 슬레이브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마스터 시스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48>

즉,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복제 방법 및 시스템에서는 트랜잭션 로그를 이용한 비동기식 복제 방법을 통해 복
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일관성 보장은 물론 최대한의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상기 마스터 호스트
와 상기 슬레이브 호스트간에 중계 시스템으로써 상기 배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49>

또한, 이러한 비동기식 복제를 위한 상기 트랜잭션 로그는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으
로서 적어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구성되어 갱신 작업을 철회하기 위해 이전의 데이터 이미지를 보관하는 언두
(undo) 로그 및 갱신 작업을 다시 수행하기 위해 갱신 이후의 데이터 이미지를 보관하는 리두(redo) 로그를 포
함할 수 있고, 상기 복제 로그는 상기 리두 로그만을 포함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하게 상기 복제 로그는 상기

복수의 트랜잭션을 순서대로 처리하기 위해 상기 리두 로그로 분류되는 하나의 트랜잭션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러한 상기 트랜잭션 로그 및 상기 복제 로그에 대해서는 도 5를 통해 더욱 자세히 설명한다.
<50>

단계(S302)에서 상기 배포 시스템은 상기 복제 로그를 배포할 슬레이브 호스트를 판단하여 해당하는 슬레이브
호스트로 상기 복제 로그를 배포한다.

이때, 상기 배포 시스템은 상기 복제 로그를 배포할 슬레이브 호스트를

판단하기 위해 배포 데이터베이스 및 복제 에이전트를 포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위에서 설명한 비동기식 복제
에 대한 일관성 및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기 배포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복제 에이전트를 통

해 상기 복제 로그를 배포하는 단계(S302)에 대해서는 도 6을 통해 더욱 자세히 설명한다.
<51>

단계(S303)에서 상기 슬레이브 호스트는 상기 복제 로그를 수신하여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이때,

상기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복제의 목적지가 되는 데이터베이스로서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동기화되

고,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데이터의 업로드를, 상기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운로드를 분산
하여 수행할 수 있어 읽기 연산에 대한 부하를 줄일 수 있다.
<52>

단계(S304)에서 데이터 복제 시스템은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에 대한 변경사항을 상기 배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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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상기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상기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는 유연성을 위해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와 독립적으로 스키마를 정의할 수 있다.

즉,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받은 클래스 이외

에 별도의 클래스, 인덱스, 트리거 또는 사용자 계정 중 적어도 하나를 생성할 수 있으며, 추가로 생성된 클래
스에 대해서는 쓰기 연산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클래스 1 및 클래스 2를 복

제 받으면서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 독자적으로 클래스 3 및 클래스 4를 정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53>

단계(S305)에서 상기 데이터 복제 시스템은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 트리거 또는 사용자 계정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변경사항을 상기 배포 시스템이 포함하는 배포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이때, 상기 배포

시스템은 상기 마스터 호스트에 장애 발생 시 다른 마스터 호스트로서 동작하는 슬레이브 호스트에 상기
인덱스, 상기 트리거 또는 상기 사용자 계정 중 적어도 하나를 반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상기 스키마, 상

기 인덱스, 상기 트리거 또는 상기 사용자 계정에 대한 상기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로의 반영에 대해서는 도 7
을 통해 더욱 자세히 설명한다.
<54>

이러한, 상기 마스터 호스트 및 상기 슬레이브 호스트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N 대 M의 비율로 구성될 수
있고, 상기 마스터 호스트 및 상기 슬레이브 호스트간에 하나 이상의 상기 배포 시스템을 통해 비동기식 복제가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상기 마스터 호스트 및 상기 슬레이브 호스트의 구성에 대해서는 도 9 및 도 10을 통

해 더욱 자세히 설명한다.
<55>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마스터 호스트에서 복제 로그를 생성하여 배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법
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계(S401) 및 단계(S402)는 도 3을 통해 설명한 단계

(S301)에 포함되어 수행될 수 있다.
<56>

단계(S401)에서 마스터 호스트가 포함하는 복제 서버는 상기 트랜잭션 로그를 분석하여 상기 변경사항으로 구성
된 상기 복제 로그를 생성한다.

이때, 상기 복제 서버는 하나 이상의 복제 에이전트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트랜

잭션 로그에 대한 전달 요청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로서 상기 전달 요청을 처리하는 제1 스레드(thread) 및 트랜
잭션 로그를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하는 제2 스레드를 포함할 수 있다.
<57>

또한, 상기 복제 서버는 상기 트랜잭션 단위로 복수의 복제 로그가 발생하는 경우, 복수의 버퍼를 이용하여 상
기 복제 로그를 임시로 저장하여 해당하는 배포 시스템의 복제 에이전트로 전송할 수 있다.

즉, 상기 복제 로

그는 상기 트랜잭션 단위 즉, 하나의 트랜잭션을 포함할 수 있고, 상기 복제 서버는 상기 복수의 트랜잭션에 대
한 순서를 유지하여 복제를 진행하기 위해 상기 복수의 버퍼를 이용하여 이러한 상기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도 5
를 통해 더욱 자세히 설명한다.
<58>

여기서, 상기 복제 에이전트는 배포 시스템에 포함되어 실제로 복제를 수행하는 프로세스로서 상기 복제 서버는
상기 마스터 호스트의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상기 트랜잭션 로그에 대한 전달 요청에 따라 상기 트랜잭션 로그
를 확인하여 상기 복제 로그를 생성할 수 있다.

<59>

단계(S402)에서 상기 복제 서버는 상기 복제 로그를 상기 배포 시스템이 포함하는 상기 복제 에이전트로 전송한
다.

이러한 상기 복제 로그는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상기 복제 서버는 상기 복제

로그를 상기 복제 에이전트로 전송함으로써 상기 복제 에이전트가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와 슬레이브 데이터
베이스간의 데이터의 복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60>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트랜잭션 로그 및 복제 로그를 설명하기 위한 일례이다.

<61>

트랜잭션 로그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모든 변경사항 즉, 갱신 작업을 기록하는 파일이다.

상기 마스터 호스트

는 동시에 여러 트랜잭션을 처리하면서 장애를 대비하여 언두 및 리두 로그를 작성할 수 있다.

이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언두 로그는 갱신 작업을 철회하기 위해 이전의 데이터 이미지를 보관하는 로그이고, 리
두 로그는 상기 갱신 적업을 다시 수행하기 위한 갱신 이후의 데이터 이미지를 보관하는 로그이다.
이터베이스에서는 동시에 다수의 트랜잭션이 활동 상태에 있다.

마스터 데

예를 들어,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트랜잭션

'T1' 내지 'T3'에 대해 아래 도면부호(501) 내지 도면부호(509)와 같은 갱신 작업이 발생될 수 있다.

여기서,

데이터 복제 시스템은 상기 갱신 작업을 기록한 트랜잭션 로그를 읽어 상기 리두 로그만을 추출하고, 상기 트랜
잭션의 커밋(commit) 순서에 따라 동일한 순서로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할 수 있다.
<62>

여기서 커밋(commit)이란, 분산 트랜잭션 처리(DTP)에서 하나의 트랜잭션에 포함되는 조작이 모두 실행되고 그
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내용이 작업 영역 예를 들어, 기억 장치에 기록되어 트랜잭션의 적용이 완료되었
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그 종료를 요구하는 동작을 의미할 수 있다.
한다.

또한, 상기 시점을 커밋 시점이라고

상기 커밋이 실행되면 갱신 데이터가 실제로 자기 디스크와 같은 기억 장치에 기록되고, 관련된 잠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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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되어 갱신된 내용이 다른 트랜잭션으로부터 접근할 수 있다.
<63>

이때, 철회(abort)된 트랜잭션은 상기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지 않는다.

즉, 위의 예에서 상기 트랜

잭션 'T1' 및 'T3'만이 상기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고, 도면부호(508)에서와 같이 철회된 트랜잭션인
상기 트랜잭션 'T2'는 상기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지 않는다.
<64>

실제 위와 같은 상황은 동시에 여러 클라이언트가 트랜잭션을 요청하여 마스터 호스트에서 처리하였으나, 상기
트랜잭션의 순서를 보장하기 위해 상기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는 작업은 한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 당
하나의 스레드가 순차적으로 반영한다.

이때, 상기 마스터 호스트에 포함된 복제 서버 및 배포 시스템에 포함

된 복제 에이전트는 복수의 트랜잭션에 대해 버퍼를 통해 상기 트랜잭션을 임시 저장하고, 상기 트랜잭션의 순
서를 유지하면서 복제를 수행할 수 있다.
<65>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배포 시스템에서 복제 로그를 배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여기서,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계(S601) 내지 단계(S605)는 도 3에서 설명한 단계(S302)에

포함되어 수행될 수 있다.
<66>

이때, 상기 배포 시스템은 배포 데이터베이스 및 복제 에이전트를 포함할 수 있다.

단계(S601)에서 상기 복제 에이전트는 상기 복제 로그를 수신하여 임시 저장한다.

이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복제 에이전트는 상기 복제 로그가 복수 개 수신되는 경우 상기 복제 로그를 각각 버퍼에 저장한 후,
해당하는 슬레이브 호스트로 배포할 수 있다.
<67>

단계(S602)에서 상기 복제 에이전트는 상기 배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복제 로그를 배포할 슬레이브
호스트를 확인한다.

이때, 상기 배포 데이터베이스는 마스터 호스트 및 슬레이브 호스트의 배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68>

단계(S603)에서 상기 복제 에이전트는 상기 복제 에이전트에서 상기 복제 로그를 해당하는 슬레이브 호스트로
전송한다.

즉, 상기 복제 에이전트는 상기 복제 로그를 임시로 버퍼에 임시로 저장한 후 상기 배포 데이터베이

스를 통해 상기 복제 로그를 전송할 슬레이브 호스트의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후, 상기 슬레이브 호
스트로 상기 복제 로그를 전송할 수 있다.
<69>

단계(S604)에서 상기 복제 에이전트는 상기 복제 로그에 대한 추적 로그를 생성한다.

이때, 상기 추적 로그는

각 슬레이브 호스트가 포함하는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 별로 최종 적용된 상기 복제 로그에 대한 로그순차번호
를 포함할 수 있다.
<70>

단계(S605)에서 상기 복제 에이전트는 상기 복제 로그에 대한 오류 로그를 생성한다.

여기서, 상기 오류 로그

는 상기 복제에이전트가 복제를 실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오류가 기록될 수 있다.
<71>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객체별 복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일례이다.

여기서, 도 7에 도시된 바

와 같이 마스터 호스트(701)의 마스터 데이터베이스가 포함하는 인스턴스와 스키마 정보는 배포 시스템(702)을
통해 실시간으로 슬레이브 호스트(703)에 변경사항이 반영되고, 인덱스, 트리거 또는 사용자 계정의 경우에는
상기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의 독립성을 위해 배포 시스템(702)이 포함하는 배포 데이터베이스에만 변경사항이
기록되고 상기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는 반영되지 않는 구조이다.

이때, 상기 인스턴스는 각각의 트랜잭션을

의미할 수 있다.
<72>

이와 같은 상기 구조에서는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상기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로서 교체할 경우, 상기 배포 데이터베이스에 최종적으로 기록된 상기 인덱스, 상기
트리거 또는 상기 사용자 계정이 자동으로 상기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된다.

이때, 복제 대상 객체를

식별하기 위해 기본 키(primary key)를 사용하는 경우, 복제가 되는 데이터는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가 포함
하는 테이블 중 상기 기본 키가 설정된 테이블만을 포함할 수 있다.
<73>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데이터 복제 시스템의 내부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8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복제 시스템(800)은 마스터 호스트(810), 배포 시스템(820) 및 슬레이브 호스트
(830)를 포함할 수 있다.
<74>

마스터 호스트(810)는 마스터 데이터베이스(811) 및 복제 서버(812)를 포함할 수 있고,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811)의 트랜잭션 로그를 통해 복제 로그를 생성하여 배포 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때, 마스터 데이터베

이스(811)는 복제 대상이 되는 원본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고, 복제 서버(812)는 마스터 데이터베이스(811)의 상
기 트랜잭션 로그를 분석하여 상기 변경사항으로 구성된 상기 복제 로그를 생성하고 상기 복제 로그를 상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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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다.
<75>

여기서, 상기 트랜잭션 로그는 복수의 트랜잭션이 기록된 로그 즉,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 발생한 모든 변
경사항으로서 갱신 작업을 철회하기 위해 이전의 데이터 이미지를 보관하는 언두 로그 및 갱신 작업을 다시 수
행하기 위해 갱신 이후의 데이터 이미지를 보관하는 리두 로그를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상기 복제 로그는 상
기 리두 로그를 포함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하게 상기 복제 로그는 상기 복수의 트랜잭션을 순서대로 처리하기

위해 상기 리두 로그로 분류되는 하나의 트랜잭션을 포함할 수 있다.
<76>

또한, 복제 서버(812)는 하나 이상의 복제 에이전트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트랜잭션 로그에 대한 전달 요청을 처
리하는 프로세스일 수 있고, 상기 프로세스는 상기 전달 요청을 처리하는 제1 스레드 및 트랜잭션 로그를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하는 제2 스레드를 포함할 수 있다.

즉, 마스터 호스트(810)는 복제 서버

(812)를 이용함으로써 마스터 데이터베이스(811)의 변경사항인 상기 트랜잭션 로그를 통해 상기 복제 로그를 생
성하고, 배포 시스템(820)으로 전송할 수 있다.
<77>

뿐만 아니라, 마스터 호스트(810)는, 마스터 데이터베이스(811)의 스키마에 대한 변경사항을 배포 시스템(820)
을

통해

슬레이브

호스트(830)가

포함하는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831)에

반영하는

제1

변경사항

반영부(미도시) 및 마스터 데이터베이스(811)의 인덱스, 트리거 또는 사용자 계정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변경
사항을 상기 배포 시스템이 포함하는 배포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제2 변경사항 반영부(미도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78>

배포 시스템(820)은 배포 데이터베이스(821) 및 복제 에이전트(822)를 포함할 수 있고, 상기 복제 로그를 배포
할 슬레이브 호스트를 판단하여 해당하는 슬레이브 호스트(830)로 상기 복제 로그를 배포할 수 있다.

이때, 배

포 데이터베이스(821)는 마스터 호스트(810) 및 슬레이브 호스트(830)의 배치 정보를 포함할 수 있고, 복제 에
이전트(822)는 상기 복제 로그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복제를 수행할 수 있다.
<79>

여기서, 복제 에이전트(822)는 상기 마스터 호스트로부터 수신된 상기 복제 로그를 수신하여 임시 저장하는 저
장부(822a), 상기 배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복제 로그를 배포할 슬레이브 호스트를 확인하는 슬레이
브 호스트 확인부(822b) 및 상기 복제 로그를 해당하는 슬레이브 호스트로 전송하는 전송부(822c)를 포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마스터 데이터베이스(811)의 변경사항을 슬레이브 호스트(830)에 반영시킬 수 있다.

<80>

또한, 복제 에이전트(822)는 상기 복제 로그에 대한 추적 로그 및 오류 로그를 생성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추

적 로그는 각 슬레이브 호스트가 포함하는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 별로 최종 적용된 상기 복제 로그에 대한 로
그순차번호를 포함할 수 있고, 상기 오류 로그는 상기 복제에이전트가 복제를 실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오류가
기록될 수 있다.
<81>

뿐만 아니라, 배포 시스템(820)은 마스터 호스트(810)에 장애 발생시 다른 마스터 호스트로서 동작하는 슬레이
브 호스트(830)에 상기 인덱스, 상기 트리거 또는 상기 사용자 계정 중 적어도 하나를 반영시킬 수 있다.

<82>

슬레이브 호스트(830)는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831)를 포함할 수 있고, 상기 복제 로그를 수신하여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831)에 반영할 수 있다.

이때,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831)는 복제의 목적지 즉, 마스터 데이터

베이스(811)의 데이터가 복제되는 데이터베이스로서 마스터 데이터베이스(811)의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마스터 데이터베이스(811)와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831)는 서로 동기화되고,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811)를 통해 데이터의 업로드를,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831)를 통해 다운로드를 분산하여 수행할 수 있어 읽
기 연산에 대한 부하를 줄일 수 있다.
<83>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복제 서버 및 복제 에이전트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일례이다.

즉, 도 9에서는 마스터

호스트와 슬레이브 호스트가 1 대 N의 비율로 연결된 구조를 통해 복제 서버 및 복제 에이전트의 구조를 설명한
다.
<84>

마스터 호스트(910)는 복제 서버(911) 및 마스터 데이터베이스(912)를 포함할 수 있고, 복제 서버(911)는 마스
터 데이터베이스(912)가 포함하는 트랜잭션 로그(913)를 통해 복제 로그를 생성하여 버퍼(914)에 저장하고, 배
포 시스템(920)으로 전송할 수 있다.

<85>

즉, 복제 서버(911)는 하나 이상의 복제 에이전트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트랜잭션 로그에 대한 전달 요청을 처리
하는 프로세스로서, 상기 전달 요청을 처리하는 제1 스레드 및 트랜잭션 로그를 상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통
해 확인하는 제2 스레드를 포함할 수 있고, 상기 트랜잭션 로그를 통해 생성된 복제 로그를 저장하기 위한 버퍼
(914)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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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이때, 상기 복제 로그가 트랜잭션 로그(913)를 구성하는 복수의 트랜잭션 중 하나의 트랜잭션 의미하기 때문에
복제 서버(911)는 우선 상기 복제 로그를 버퍼(914)에 저장함으로써, 상기 복제 로그를 상기 트랜잭션의 순서에
맞게 배포 시스템(920)으로 전송할 수 있다.

<87>

배포 시스템(920)은 복제 에이전트(921) 및 배포 데이터베이스(922)를 포함할 수 있고, 복제 에이전트(921)는
복제 서버(911)로부터 수신한 복제 로그를 로컬 디스크(923)에 저장하기 전에 우선 버퍼(924)에 임시로 저장한
다.

<88>

즉, 복제 에이전트(921)는 복제 서버(911)를 통해 전달받은 복제 로그 즉, 마스터 데이터베이스(912)의 트랜잭
션을 로컬 디스크(923)에 저장하고, 이를 분석하여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931 내지 933)에 반영하는 프로세스
로서 상기 복제 로그를 수신하여 버퍼(924)에 저장하는 제1 스레드, 버퍼(924)에 저장된 상기 복제 로그를 로컬
디스크(923)에 저장하는 제2 스레드 및 상기 복제 로그를 슬레이브 호스트로 전송함으로써 슬레이브 데이터베이
스(931 내지 933)에 마스터 데이터베이스(912)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제3 스레드로 구성될 수 있다.

<89>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복제 서버 및 복제 에이전트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다른 예이다.

즉, 도 10에서는

마스터 호스트와 슬레이브 호스트가 N 대 M의 비율로 연결된 구조 그 중에서 일례로 2 대 6의 비율로 연결된 구
조를 통해 복제 서버 및 복제 에이전트의 구조를 설명한다.
<90>

마스터 호스트(1010 및 1020)의 각각이 포함하는 복제 서버(1011 및 1021)는 마스터 데이터베이스(1012 및
1022)의 변경사항인 복제 로그 즉, 각각의 트랜잭션을 버퍼(1013, 1023 및 1024)를 통해 순서대로 기선정된 배
포 시스템(1030 및 1040)으로 전송할 수 있다.

<91>

배포 시스템(1030 및 1040)이 포함하는 복제 에이전트는 자신에게 수신된 상기 복제 로그를 수신하여 처리한다.
예를 들어, 배포 시스템(1030)이 포함하는 복제 에이전트(1031)는 복제 서버(1011)로부터 수신된 복제 로그를
버퍼(1032)에 임시로 저장한 후 로컬 디스크(1033)에 저장할 수 있고, 복제 서버(1021)로부터 수신된 복제 로그
를 버퍼(1034)에 저장한 후 로컬 디스크(1035)에 저장할 수 있다.

이러한 버퍼(1032 및 1034)는 복제 로그 즉,

트랜잭션을 순서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92>

이와 같이 배포 시스템(1030 및 1040)으로 전송된 복제 로그는 해당하는 슬레이브 호스트의 슬레이브 데이터베
이스(1050)에 반영됨으로써 마스터 데이터베이스(1012 및 1022)의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93>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들은 다양한 컴퓨터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명령 형태로 구현되어 컴퓨
터 판독 가능 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

조 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매체에 기록되는 프로그램 명령은 본 발명을 위하여 특

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컴퓨

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의 예에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magnetic
media), CD-ROM, DVD와 같은 광기록 매체(optical media), 플롭티컬 디스크(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magneto-optical media), 및 롬(ROM), 램(RAM),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을 저장하고 수행
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된다.

프로그램 명령의 예에는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코드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고급 언어 코드를 포
함한다. 상기된 하드웨어 장치는 본 발명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작동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94>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서는 구체적인 구성 요소 등과 같은 특정 사항들과 한정된 실시예 및 도면에 의해 설명되
었으나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본 발명은 상기의 실시예에 한정되
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95>

따라서, 본 발명의 사상은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뿐 아니라 이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하거나 등가적 변형이 있는 모든 것들은 본 발명 사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96>

본 발명에 따르면,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 및 분배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가중되
는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고,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마스터 호스트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슬레
이브 호스트 중 하나를 마스터 호스트로서 교체함으로써 장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갱신된
데이터에 대한 주기적 수집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변경 내용만을 빠르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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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할 수 있다.
<97>

본 발명에 따르면, 마스터 호스트의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키마가 변경되는 경우, 상기 변경이 슬레이브
호스트의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복제될 수 있고, 마스터 호스트 대 슬레이브 호스트의 N 대 M 비율과 같이
사용자가 원하는 구조로 복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1>

도 1은 종래기술에 있어서, 부하 분산용 복제 시스템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일례이다.

<2>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복제 시스템의 개괄적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3>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DBMS에서의 데이터 복제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4>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마스터 호스트에서 복제 로그를 생성하여 배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법
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5>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트랜잭션 로그 및 복제 로그를 설명하기 위한 일례이다.

<6>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배포 시스템에서 복제 로그를 배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7>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객체별 복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일례이다.

<8>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데이터 복제 시스템의 내부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9>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복제 서버 및 복제 에이전트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일례이다.

<10>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복제 서버 및 복제 에이전트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다른 예이다.

<11>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

800: 데이터 복제 시스템

<13>

810: 마스터 호스트

<14>

811: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15>

812: 복제 서버

<16>

820: 배포 시스템

<17>

821: 배포 데이터베이스

<18>

822: 복제 에이전트

<19>

830: 슬레이브 호스트

<20>

831: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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