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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에서 살펴봤듯이 MMDBMS는 다양한 업종에 사용되

고 있다. 여기에서는 MMDBMS의 특징적인 면들만을 선택해 가

장 효과적인 활용 분야에 한 예를 들었는데, MMDBMS가 특

정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컴포넌트)으로서 사용될 때, 멀티미디

어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시뮬레이션 시

스템에 사용될 때, 증권과 같은 빠른 속도를 요하는 시스템에 사

용될 때, 통신서비스 업종에 사용될 때와, 농축산 업종에 사용될

때의 다섯 가지 사례에 해 배경이나 시스템 구성도 등을 살펴

봄으로써 MMDBMS를 사용하는 장점을 이해하기로 한다.

LBS 제품에 적재돼 이용

위치기반 서비스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호텔 예약을 하거나,

쇼핑을 할 때 지불수단으로 활용되는 전자지갑에 기술이 이용되

기도 하고, 호텔을 찾거나, 차량이나 비행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며, 게임, 회의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데 이용이 되는 최신의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에 MMDBMS가 적재

(Embedded)돼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음은 특정 위치기

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에 삽입돼 사용되고 있는 MMDBMS

의 전체 제품구성상의 역할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위치정보, 프

로파일, 콘텐츠 관리에 한 데이터들을 MMDBMS에 저장해 사

용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용량의 DDBMS를 사용하기

에는 부적합한 부분에 MMDBMS가 활용될 수 있다.

다음 그림처럼 과금(빌링, Billing), 통계, 로그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계산하는 기능에도 MMDBMS는 탁월한 역

할을 수행한다. MMDBMS는 복잡한 비즈니스 처리 로직을

구현하는 SQL 기능면에서 DDBMS보다는 미흡하지만, 단순

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데에는 충분한 SQL 문들이 있

고, 이러한 SQL 문들을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의 조작을 훌륭

하게 수행할 수 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 처리로직과 멀티미디어 정보처리, 신속한 처리

성능을 요구하는 시스템에 이용

다음은 국방부의‘워게임(War Game)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MMDBMS의 사례이다. 워게임 모델인‘창조 21’의 데이터 처리

MMDBMS의제품별활용사례
1회부터 4회까지 MMDBMS의 특장점들과 사용자가 MMDBMS를 도입해 활용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설명했다. MMDBMS

는 DDBMS의 약점들을 훌륭하게 커버하면서 그 역을 확실하게 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IT불경기 속에서도 몇몇 전문 업체들은 열심히 뛰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향후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더구나 최

근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IT 839 정책(8 서비스, 3 인프라, 9 신성장동력)에 DDBMS보다 MMDBMS가 특성면에서 잘 맞고

이는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호기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연재 마지막인 이번 회에서는 MMDBMS 제품들이 어떻게 설

치돼 활용되고 있는 가를 예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김상하 으뜸정보기술 표

연재순서 1. DDBMS의 파트너 MMDBMS

2. DDBMS와 MMDBMS의 비교 분석

3. MMDBMS의 활용가능 분야와 활용 방법

4. MMDBMS의 현황 및 제품 비교, 도입방법

▶ 5. MMDBMS의 제품별 활용사례와 판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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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으로 MMDBMS를 활용해, GT/지형/보고서 데이터에 처

리에 한 성능 향상 효과를 달성하고, DBMS 솔루션의 사용으

로 개발 기간 단축 및 데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국산 솔루

션 사용으로 외산 DBMS의 수입 체효과를 거뒀다.

1) 적용배경

데이터 처리 솔루션으로 MMF(Memory Mapped File)를 이

용해 보고서, 지형데이터, GT데이터 처리를 하고 있었으나, 파

일 시스템 기반으로 시스템의 복잡도 증가로 개발이 어렵고,

또한, 데이터 구축 및 관리상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

다. 이에 오라클 등 DDBMS를 검토했으나 시스템 요구 성능

을 만족하지 못해서 고성능을 보장하는 데이터 처리 솔루션을

찾고 있었다.

2) 성능 개선방안

성능 향상 상 모듈로서는 지형 데이터, GT 데이터, 보고서

처리가 있었는데, 커스텀 디자인(Custom Design)을 통한 성능

향상 시도에는 범용성, 확장성, 효용성이 저하하는 문제가 있

었고,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성능향상 방안에는 고비

용, 시장상황에 비현실적이었는데, 고성능 트랜잭션 처리 솔

루션인 MMDBMS를 활용한 성능향상 방안을 최적의 안으

로 선택했다.

3) 시스템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400만개의 레코드에서 조건에 맞는 약 15만개를 선택하는 클

라이언트 20개를 동시에 수행시킬 때 모두 1초 이내의 응답시간

만족.

�기타 요구사항

- 파일시스템(MMF)기반 사용에 비해 개발기간 단축

- 각 데이터 형식(GT, 보고서, 지형)의 쉬운 변환

- 시스템 장애 등 에러 발생시 데이터 및 트랜잭션의 안전성

보장

4) 개발 시스템 개요

�개요

- 사단 및 군단 군 지휘관 및 참모의 전투지휘훈련을 위한

모델

- 개발기관: 육군교육사령부

- 개발연도: 1999�2004년

�주요 기능

- 5만 개의 단위부 수용가능

- 중 및 소 급 규모의 부 까지 모의

- 실시간에 의한 자동 모의

- 게임 진행속도 조정가능

- 지형묘사는 100mX100m까지 지형형태, 도로, 하천 등의

지형정보제공

- 한국군 실정에 적합한 교리적용

- 한 에 의한 명령 입출력 및 보고서 제공

�운 환경

- 하드웨어

CPU : Xeon 2.4GHz * 2CPU

메모리 : 2GB

하드 디스크 : 100GB

- 운 체제

Redhat 7.3

5) 시스템 구조

Base21(21세기형 종합증권업서비스시스템)에 MMDB를 사용

해 빠른 처리속도로 경쟁력 향상

증권전산이 국내외 고객 증권사를 위해 2000년 7월부터 시작

해 2002년 초에 본 가동을 완료한 21세기형 종합 증권업 서비스

시스템으로서 신속한 처리속도를 위해 MMDBMS를 채택했다.

1) 하드웨어 구성

주식의‘사자팔자’주문과 매매체결 그리고 매매체결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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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송수신을 담당하는 BP(Branch Processor)에 MMDBMS

가 사용이 돼 작업 부하(Work Load)를 감당하고 빠른 처리성능

을 유지하게 했다.

2) 소프트웨어 구성

DDBMS인 Oracle과 함께 사용됐는데, Oracle은 용량 데이

터베이스 및 MMDBMS의 Backup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이 됐

다. MMDBMS는 DDBMS의 약점인 성능 문제를 보완해주는

DDBMS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3) 업무 흐름도(Branch Processor)

MMDBMS에는 단말 테이블, 사용자 테이블, 주문(TR,

Transaction) Copy 테이블, 주문 Timer 테이블, RD(Real

Data, 매매체결 결과) 테이블 등의 주요한 테이블들이 존재한다.

사용자가 매매체결 주문을 내면 MMDBMS가 주문을 받아 Host

컴퓨터로 송신하게 되며 주문한 결과(RD)는 사용자에게 전해지

는데, MMDBMS에서 수신해 매매체결 결과에 한 내역은

Oracle에 저장하고, 체결에 한 결과 내역은 주문한 사용자의

단말 등을 찾아 결과를 송신해 준다. 이때, MMDBMS는

DDBMS인 Oracle과 매매체결 데이터를 동시에 상호교환을 할

수가 있다.

통신서비스 시스템에의 MMDBMS 이용

다음은 MMDBMS가 사용된 통신 서비스 회사의 시스템 구성

도이다. MMDBMS가 단독으로 서버로 구성(Attach Mode)된

시스템으로써, Active/Active 방식의 이중화(Replication) 구조

와 확장성을 고려해 MMDBMS, DDBMS, LDAP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MMDBMS의 역할은 Authentication, Authori zation,

Accounting 기능을 수행하는데, 단말기로부터 서비스 요구가

들어오면, 통신기지국에서 필요한 정보를 요청받아 단말기 인증

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기지국으로 송신하게 된다.

종돈개량 및 품질관리 시스템에의 MMDBMS 이용

다음은 종축개량협회에서 한우 및 종돈개량, 낙농기술정보 및

전국의 종돈장을 안내하는 시스템에 MMDBMS가 클라이언트/

서버 모드로 사용된 사례이다. 전국에 가입돼 있는 우수 돼지의

품종 관리 및 생태현황을 관리하고, 이에 해 전국적으로 웹 기

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웹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특별한 것은 EA Server와 MMDBMS의 연동에 의한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한 것인데, 클라이언트로서는

PowerBuilder 9.0을 사용하고 있고, DDBMS는 Informix

9.2.4를 사용해 MMDBMS와 연동하고 있다.

다음은 MMDBMS를 시스템에 설치할 때의 모드에 한 특징

을 설명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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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치 방법

운 방법

개발 방법

RDBMS 연동 운 방법

(Gateway 처리 방식의

차이점)

Replication 운 방법

장단점

Attach Mode

셋업 용 실행파일을 수행

사용자 응용프로그램은 shared memory에

직접 attach되며, 로컬(local) 시스템에서

운용됨

사용자 응용프로그램은 ODBC, JDBC,

Embedded SQL과 같은 산업표준 인터페

이스를 통해 개발함

RDBMS와 MMDBMS가 동일 시스템에 있

거나 분리돼 있더라도 손쉽게 적용 가능함

Hot-Standby, Dual active, Multi &

Propagation Replication 등 다양한 이중

화를 유연하게 구성가능

장점 - 성능이 우수함

- CPU 부하가 적음

- 개발이 손쉽고 관리가 간단함

단점 - 기존 RDBMS 사용자들에게는 친숙

하지 않음

C/S(Client/Server)

셋업 용 실행파일을 수행

사용자 응용프로그램은 DBMS 서버와 분리

돼 있으며,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TCP/IP or IPC 통신을 함

사용자 응용프로그램은 ODBC, JDBC,

Embedded SQL과 같은 산업표준 인터페

이스를 통해 개발함

RDBMS와 MMDBMS가 동일 시스템에

존재할 경우 CPU부하가 많이 발생함

DB 서버와 응용프로그램 서버가 분리돼 있

을 경우, Dual active나 Multi Replication

구성이 복잡해짐

장점 - 기존 RDBMS 구성방식

단점 - 성능이 떨어짐

- CPU 부하가 높음

- 개발제약사항이 많고 관리가 복잡

- 시스템 비용이 크게 증가함

비 고

설치방법은 동일함

Attach mode의 경우 로컬 시스템에서 수

행되며, C/S mode의 경우 로컬 시스템 단

독 혹은 원격 시스템이 있어야 함

개발 방법은 동일하나 C/S mode의 경우

시스템 환경과 전체 서비스 로직을 고려해

개발해야 함. 환경에 따른 제약이 발생함

C/S mode의 경우 RDBMS와 연동 시 시

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요소가 많아지고 비

용이 증가함

C/S mode의 경우 사용환경에 따라 제약이

발생함

C/S mode의 경우 MMDBMS의 성격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CPU 부하가 높기 때

문에 CPU 개수가 많이 필요함. 그에 따라

비용이 증가함. 또한, 원격 시스템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함

쉽게 설명해서 어태치 모드(Attach Mode)는 MMDBMS의 프

로그램 모듈들이 단일 시스템(Local System)에만 위치해 사용

이 되는 반면에, 클라이언트/서버 모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프로그램 모듈들이 분리돼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서버로

전달하고, 서버의 결과를 클라이언트로 전달해 준다. 

이상과 같이 MMDBMS가 사용되는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MMDBMS는 DDBMS와 연동해 DDBMS의 취약 부분인 성능을

향상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DDBMS와 데이터 연동을 통한 상

호교환 기능을 통해 DDBMS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DDBMS가 사용되기 힘든 특정 제품에 적재돼, 데이터

저장과 빠른 처리성능을 내게 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

행함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MMDBMS를 분석해 본 결과,

MMDBMS가 DDBMS를 체할 수 있게 모든 기능들이 모두 갖

추어지게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으며, 일견 불필

요한 일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MMDBMS가 DDBMS의 약점을 충실하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DDBMS가 해결할 수 없는 분야인 빠른 성

능을 요하는 분야와 모바일 분야, 통신 분야 등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토종 MMDBMS 관련 산

업을 육성하고, 더욱 더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표> MMDBMS 설치시 모드별 특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