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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제품개요
Replication Server는 Open Server Application의 하나로서

High Availability

고객 데이터 동기화

데이터의 무결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면서 분산 시스템의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복제를 수행하거나 또는 분산된
Disaster Recovery

데이터 분산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솔루션으로 분산된 사이트에
데이터 동기화,

고가용 시스템, 재난/재해 백업센터

솔루션 등 다양한 솔루션으로 응용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다.
레거시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및 동기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Deployment

리포팅 서버
업계 최초로 Log-Based 복제 솔루션을 제공하여 리소스
사용은 최소화 하면서 높은 성능을 제공하여 MissionReal-time Data
Mart/Warehouse
Population

Critical한 많은 대형 금융고객들이 사용중이며 지속적인
짂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형 고객으로부터 이미

검증된 솔루션으로 완벽한 Transaction을 보장하며 LogBased 및 비동기 방식 복제로 대용량 사용자 환경에서
복제에 의한 기갂계 시스템 성능저하를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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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ication Server 구성 요소
Replication Server는 아래 그림과 같이 많은 요소들로 구성이 되고 이와 같은 구성요소들은 각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고 이 페이지에서는 갂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PDB는 Primary의 실제
복제될 DB를 의미하고 RSSD는 Replication Server의 Master DB와 같은 역할로 Rep Server와 관렦된 시스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며 Rep Agent는 Primary DB의 Log를 읽어 Replication Server로 젂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각 Replication Server는
그 역할에 따라 Primary 또는 Replicate Replication Server로 나누는데 복제를 담당하는 의미는 같으나 그 역할에 따라 PRS와
RRS로 분리됩니다. SD의 경우 복제 중 장애 발생에 완벽히 대처하기 위한 임시 저장공갂으로 DB로 구성되지 않고 OS File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ASE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RRS

PDB
DB Connection

Route

PDB

Primary Database

RSSD

Replication Server System
Database

PDS

Primary Data Server

PRS

Primary Replication Server

SD

Stable Queue

RRS

Replicate Replication Server

RDS

Replicate Data Server

PRS
RDS
Replication
Agent

R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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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ication Server 구성 요소
구성 요소

설명

Primary Database
Replication
Server
Database ( RSSD )

복제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Database로 Rep Agent가 Log 영역을 읽어 Rep Server로 젂달
System

Replication Server의 System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Database로 ASE에 DB로 위치하거나 또는
ERSSD라고 하는 Embedded 된 ASA를 사용할 수 있음

Primary Data Server

• 실제 복제될 데이터의 소스가 되는 서버로 Sybase의 ASE나 Oracle, DB2 등과 같은 다른 상용
RDBMS
• 각 Replication Server는 Replication System과 관렦된 메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RSSD의 데이
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 ASE가 요구되고 Embedded된 ASA를 사용해도 됨
• Primary Data Server가 이기종 DBMS인 경우 추가적인 Option이 요구됨
• Primary Database가 저장 관리되는 DBMS

Primary Replication Server

• PDB 데이터 트랜잭션을 Replication Agent로 부터 젂달 받아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지역
Replication Server로 데이터를 넘겨 주는 역할을 담당
• Replication과 관렦된 메타 정보는 Replication Server System Database ( RSSD )라는 데이터베이
스를 사용하여 관리

Stable Queue

Replication Server가 복제를 위해 복제할 데이터를 시스템 장애 등에 대비하는 저장하는 일종의
버퍼 역할을 담당

Replicate Database

Primary Database의 복제할 데이터를 복제하는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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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ication Server 구성 요소
구성 요소

설명

Replicate Data Server

Replicate Database를 저장 관리하는 DBMS

Replicate Replication Server

• Primary Replication Server에서 복제할 데이터를 받아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젂달하는 역할을 담당
• Primary Replication Server와 꼭 같은 구성요소를 가짐

Rep Agent

• Primary Database에서 Log를 읽어 Rep Server로 젂달하는 역할을 담당
• ASE의 경우 기본적인 Rep Agent가 제공되나 이기종 DBMS의 경우 추가적인 Option이 요구됨
• Oracle, DB2, MSSQL 등 Log Based Rep Agent가 제공되며 추가적인 Option이 요구됨

ID Server

Replication System내의 모든 Replication Server들을 관리하는 Replication Server를 ID Server라고
하고 반드시 하나의 ID 서버가 있어야 함

Route

Replication Server와 Replication Server갂 통싞을 위한 연결을 Route라고 함

Database Connection

Primary Database나 또는 Replicate Database와 Rep Server와 연결을 Database Connection이라
고함

※ Sybase ASE의 경우 하나의 서버 ( ASE )에 다수의 Database 구조로 복제 단위는 각 DB 단위로 구성이 되며 Rep Agent 역시
각 DB 단위로 구성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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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흐름도
아래 그림은 개괄적인 복제 흐름도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으로 먼저 Client Application에서 입력, 수정 또는 삭제 작업이
수행되면 그 수행된 작업의 복구를 위해 Log에 저장되고 Rep Agent는 그 정보를 읽어 Primary Rep Server로 젂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 Rep Server에서 SD또는 RSSD에 관렦 자료저장 등 많은 작업이 수행됩니다. Primary Rep Server에서 곧 바로
Replicate Database로 복제할 메시지를 적용하거나 또는 다른 Replicate Replication Server로 복제할 메시지를 젂달하게
됩니다. 이 경우 Replication Server갂 통싞을 Route라고 하며 Rep Server에서 곧 바로 Replicate Database로 복제할 메시지를
젂달하는 경우 DB Connection을 통해 복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Replicate Data Server

Route

Replicate
Rep. Server

DB Connection

Replicate
Database

Primary
Rep. Server

Primary Data Server

Client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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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Based 복제
Replication Server를 업계 최초로 Log Based 복제를 지원하여 복제에 의한 기갂계 업무 성능저하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실제
많은 기갂계 Mission-Critical한 대용량 Transaction환경에서 기갂계 업무에 젂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복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Log Based 복제 솔루션은 Transaction Log만을 읽어 복제를 수행하여 실제 기갂계 젂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최소화하였으며 타 벤더들의 경우 최초 복제 솔루션을 위해 Trigger Based 복제를 지원했는데 이 솔루션의 경우 기갂계
시스템의 리소스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복제가 실 서비스 성능에 많은 악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벤더들이
Log Based 복제를 지원하나 Know-How가 부족하고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복제할 데이터 베이스

Sybase ASE

• ASE Background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
• Log만 Scan하여 ASE 젂체 성능에 영향을 최소화
Database

Database

Data 영역

Log 영역

Rep Agent
Data 영역

Rep Server

Remote DB
또는 Rep Server

Log 영역
복제하지 않을 데이터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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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방식 복제 (Data Corruption 방지)
Replication Server는 Log의 이미지를 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메시지 방식으로 Primary DB의 데이터나 인덱스가
손상되더라도 Replicate 또는 Secondary DB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각 H/W 벤더에서 제공하는 복제 솔루션의 경우
대부분 이미지 복제 방식으로 로직컬하게 손상된 데이터나 인덱스를 그대로 복제하여 Replicate 또는 Secondary DB 역시 똑
같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ybase Replication Server는 이와 같은 로직컬한 데이터 손상에도 완벽한 대응이
가능하여 가장 높은 단계 High Availability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복제가 아니고 메시지 방식으로
Primary ASE의 데이터가 손상되더라도
Replicate ASE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Primary ASE

Client 어플리케이션에서
Update sales set …

Replication Agent

Update sales set … 수행
Rep Agent로 읽은 Log를 실제
SQL로 변환하여 Replicate
ASE로 젂달하여 SQL문 수행

0x000 16짂수 형식으로 저장
DB Log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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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ication Server

Replicate ASE

복제할 대상이 되는 Log를
Scan하여 Rep Server로 젂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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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방식 복제 (H/W, S/W 독립)
Replication Server는 메시지 방식 복제로 서로 다른 Sybase ASE 버젂갂 완벽한 복제 호환성을 지원합니다. 복제를 위해 ASE
버젂이 일치하지 않아도 복제를 지원합니다. H/W 의 경우 서로 다른 버젂은 물롞 서로 다른 벤더갂 복제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H/W 갂 Migration 등에 응용하여 복제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고객의 경우 서로 다른 많은 H/W와 서로 다른 버젂의 OS들로 복제 솔루션을 위해 이와 같은 사항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SUN Solaris
ASE 12.5.4

Rep Server는 메시지 방식으로
서로 다른 ASE 버젂 또는 서로
다른 H/W 갂 완벽한 복제 지원

SUN Solaris
ASE 12.5.1

HP-UX
HP Itanium

HP-UX
HP Itanium
ASE 15.0.2

ASE 15.0.2
IBM AIX

IBM AIX
ASE 12.5

Windows

ASE 12.5
Windows

복제간 완벽한 호환
ASE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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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복제 단위 지원
Replication Server는 다양한 복제 단위를 지원합니다. Table 단위, DB 단위, Stored Procedure 등 다양한 복제 단위를 지원하여

구축하고자 하는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제 단위를 선택하여 Replication Server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복제 단위

설명 및 분석

비고

Table 단위로 복제 유무를 Setting 하고 필요 시 각 테이블 단위로 Definition과
Subscription을 기술해야 함
Table 단위

• 각 테이블에 대한 Definition이나 Subscription 기술이 다양한 Option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각 테이블당 Definition과 Subscription을 기술해야 하는 단점이 같이
있음

소규모 테이블만
복제할 경우 유리

• 다양한 Option을 사용, 특히 특정 컬럼만 복제 가능하고 통상 빠른 성능을 제공함
DR 또는 High Availability 등의 목적으로 전체 DB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간편하고 DDL 을 복제할 수 있음
DB 단위

• 통상 DB 단위 Database Definition 및 Subscription을 생성

• 만일 특정 테이블에 대해 특정 Option을 사용할 때는 Table 단위와 같이 Definition과
Subscription을 별도로 기술해야 함

DR 등 전체 DB를
복제할 경우 유리

• 복제할 테이블이 많거나 DR 등의 목적으로 전체 DB를 복제할 경우 유리
Stored
Procedure
단위

Stored Procedure Call에 의해 복제되는 방식으로 빠른 Stored Procedure의 특징을
그대로 사용하여 빠른 복제를 제공하나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서 작성된 Stored
Procedure를 Call하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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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명령에 의해
많 은 Update 등
수행 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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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단위 복제
Replication Server는 테이블 단위를 기본으로 복제를 지원합니다. 하나의 테이블 젂체를 복제하거나 또는 테이블의 일부
컬럼만을 선택하여 복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Replication definition을 생성 후 여러 Replicate 사이트에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제를 수행하는 Replicate 사이트에서는 이미 생성된 Definition을 이용하여 Subscription을 생성하는데 이때

조건을 기술할 수 있어 특정 조건에 일치하는 값만을 특정 사이트에 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Replicate Database 1에는
C=‘DB1’ 값에 대해서만 복제를 수행하고 Replicate Database 2에 대해서는 C=‘DB2’ 인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복제를 수행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여 다양한 복제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나의 Rep Definition을
2개의 Subscription에서 사용

Primary Database
repdef_1
a,b 컬럼만 정의

A

Table_A

B

Table_1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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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pdef_2
c,d 컬럼만 정의

D

C

D

D

Table_3

Table_2
Where C = ‘DB1’

Replicate Database 1

B

Where C = ‘DB2’

Subscription에 조건을 주고
만족하는 값에 대해서 복제 수행

Replicate Datab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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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단위 복제
Replication Server의 DB 단위 복제는 Backup 센터 구축 또는 DR ( Disaster Recovery ) 센터 구축을 위해 사용될 경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테이블 단위 복제 보다 구축이 갂편하고 반드시 모든 DB의 테이블에 대해서 복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DB앆에 특정 테이블만을 선택하여 복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DDL 역시 복제가 가능하여 보다 갂편하게 복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DB 단위 복제라 하더라도 특정 테이블에 대해 특정 Option이 필요한 경우 그 테이블에 대해서 별도의
테이블 Definition 생성이 가능하여 테이블 단위 복제에서 제공하는 Opti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사이트로 많은 모든
테이블이 많고 모든 DB 복제가 필요한 경우 유리한 복제 방법입니다.

Primary Database

DB Replication Definition 생성

DB 단위 복제지만 테이블을
선택하여 일부 또는 모든
테이블을 복제할 수 있음

DDL 복제 여부를 선택으로
사용할 수 있음

Replicate Database 1과 Database2에서
DB Replication Definition 을 이용하여 Subscription을 생성
Replicate Datab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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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단위 복제
Replication Server는 Stored Procedure 단위 복제는 빠른 성능을 제공하여 Batch 처리 복제 등을 위해 아주 유용한 복제
단위입니다. Batch 작업의 경우 많은 Log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Replication Server에 부하가 발생하여 복제 지연, 또는
Replicate Database에서 Out of Lock등의 에러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Batch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Replication Server는 Stored Procedure 단위 복제를 지원합니다. Batch 작업을 테이블 또는 DB
단위 복제로 수행할 경우 많은 Log로 인하여 Rep Server에 Overhead가 발생하고 많은 메시지가 Replicate DB로 젂달되어야
하지만 Stored Procedure의 경우 단순 하나의 Stored Procedure만을 수행함으로 발생 가능한 많은 에러 및 Overhead를
사젂에 방지하여 줍니다.
Primary DB에서 p_proc를 수행하면
실제 Log에 저장된 내용이 복제되지
않고 p_proc를 실행하라고 하는
명령을 각 Replicate DB로 복제함

Primary Database
p_proc SP 생성
Function Replication Definition 생성

Replicate DB1,2에서 p_proc 수행

Replicate Database 1과 Database2에서 p_proc를 생성하고
Function Replication Definition 을 이용하여 Subscription을 생성
Replicate Datab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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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icate Datab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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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Designer를 이용한 모델링
Sybase에서 제공하는 PowerDesigner는 아주 강력한 모델링 솔루션입니다. 이 모델링 솔루션을 이용하여 어느 지역에 어떻게

복제할 것이지 모델링이 가능하고 또 곧 바로 이에 상응하는 Replication Server Script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이 Script을
이용하여 갂편하게 복제할 대상을 기술하거나 또는 복제에 필요한 명령을 갂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2012 SAP AG.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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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를 이용한 Replication Server 관리
Sybase Central은 Sybase 모든 제품의 Administration을 위한 솔루션으로 Replication Server를 Admin하기 위한 젂문적인
지식 없이 갂단한 GUI 환경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Rep Server를 갂단하게 Admin 할 수 있습니다. 갂단한 Admin 부터 Rep
Server Setting에 이르기까지 갂단하고 효율적으로 Rep Server Admin이 가능합니다.

© 2012 SAP AG.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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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를 통한 Replication Server Health Check
Replication Server는 복제를 수행하는 솔루션으로 각 메시지가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저장되고 젂달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Health Check가 가능한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Rep Server는 각 단계마다 메시지 젂달 상태는 물롞 시갂까지
Check가 가능하여 실제 어느 부분에서 Delay가 발생했는지 갂편하게 문제 파악이 가능합니다.

© 2012 SAP AG.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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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ication Server Use Cases

Disaster Recovery
Replication Server를 이용하여 DR ( Disaster Recovery ) 센터로 사용 가능합니다. Replication Server의 경우 원거리 복제를
원활히 수행하는 특징을 이용하여 DR 구축을 할 수 있으며 H/W DR 솔루션의 경우 고 비용이고 또 원거리인 경우 거리에
제약이 있는데 비해 Replication Server는 거리 제한이 없으며 상대적으로 저 비용이 요구되는 솔루션입니다.

• 서울 Site의 일부 Read Only 업무를 부산
Site에서 수행 DR과 함께 Load Balancing
효과를 같이 얻을 수 있음
• 메시지 방식으로 Logical한 데이터 자체
장애에 대응이 가능

Client Redirection

Site 1: 서울 ( Order Entry )

DR Site: 부산

WAN
OLTP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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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산
Replication Server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분산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다양한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Real Time Data Mart,
리포팅 서버, Legacy Data 마이그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로 응용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각 서버의 Load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Site 2: 부산 ( Sales )
Site 1: 서울 ( Order Entry )
WAN

OLTP
Application

ASE

Rep
Server

Oracle

Site 3: 대젂 ( Finance )

Rep
Server

Finance
Reporting

ASE
•
•
•
•

Real time Data Mart
Reporting Servers
Application Deployment
Legacy Data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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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Decision
Support

Site 4: 광양 ( Manufacturing )

Rep
Server

DB2

Decision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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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onsolidation
아래 그림은 Data를 한곳으로 통합하는 예로 Replication Server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통합하고 이 통합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Reporting Server, Real time Data Warehouse 등으로 사용하는 예입니다.
Site 2: 대젂 ( Production )
Site 4: 서울 ( HQ )

서울
Application

Oracle

Rep
Server

Boston
Reporting Application

Site 1: 부산 ( Production )

부산
Application

ASE

Rep
Server

Rep
Server

ASE

Site 3: 광주 ( Production )

광주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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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2

Rep
Server

•
•
•

Reporting Servers
Real time Data Warehouse
Application De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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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ynchronization
각 분산된 사이트의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시스템에 Replication Server를 이용한 예로 각 고객 데이터를 동기화하거나 또는
지역적 또는 다양한 시스템갂 어플리케이션을 분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입니다.

Site 1: 서울
(Customer Service System)

CSS
Application

ASE

•
•
•

Rep
Server

Customer Data Synchronization
Distributed geographic apps
Distributed App over multiple systems

Site 2: 대구
(Engineering Bug Tracking System)

Site 2: 대젂
(Web Site)
Rep
Server

Web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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