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8권 제1호 (2020. 1)

171

● 요   약 ●  

도커 컨테이너 기반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은 IT 개발자들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으로써 개발용 데이

터베이스를 웹에서 생성할 수 있으며, 개발자는 개발 데이터베이스 세팅을 위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데이

터베이스 생성 후, 웹에서 데이터베이스 접속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버상태를 분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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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부분의 IT 관련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사용하

고 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할 때 해당 프로젝트에 개발 환경을 

맞추기 위해 개발용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MySQL MariaDB, Oracle 등 각 프로젝트마다 사용하는 데이터베이

스관리시스템도 다양하고, 버전도 다양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제안 시스템은 도커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하여 웹에서 

MariaDB 데이터베이스 자동 생성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II. 프로그램 설계 및 구현

2.1 시스템 설계

2.1.1 시스템 구성도

본 개발 시스템은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용자는 로그인 

및 회원가입,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 생성 및 삭제 조회 및 백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그림 2와 같이 사용자 관리, 서버관리, 

이미지 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Fig. 1. 사용자 웹 구성도

Fig. 2. 관리자 웹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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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부 컨테이너 생성 절차는 그림 3과 같다. 사용자가 컨테이너 

생성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마다 부여되어있는 컨테이너 생성 가능 

개수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이 후, 등록되어있는 도커 서버들 중 

컨테이너 개수가 가장 적은 도커서버를 조회하여 해당 서버에 컨테이

너 생성을 진행한다.

컨테이너가 생성된 후, 사용자는 컨테이너 조회 화면에서 생성된 

컨테이너의 데이터베이스 접속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Fig. 3. 컨테이너 생성 절차

2.1.2 ERD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시스템은 총 5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Fig. 4. ERD(논리)

2.2 구현

본 시스템은 크게 웹서버와 도커서버로 나뉘며, 웹서버에서 웹컨테

이너로 톰캣8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하며, 도커서버에서는 

서버 모니터링을 위한 파이썬 프로그램, 도커 제어를 위한 노드 프로그

램을 실행한다.

2.3 개발 환경

시스템 개발 환경

OS Window 10, Linux(Docker)

사용언어 Java (jdk1.8)

웹 프레임워크 SpringBoot

데이터베이스 MariaDB 10.3.13

웹컨테이너 Tomcat8

Table 1. 시스템 개발환경

2.4 실행화면

그림 5는 시스템의 실행 화면이다. 그림 5에서는 도커서버를 관리할 

수 있으며, 서버들의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량을 그래프로 확인해 

볼 수 있다.

Fig. 5. 실행화면 - 서버관리

III. 결 론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프로젝트 개발 시, 개발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현재 

MariaDB만 생성 가능하지만, 추후 MySQL, Oracle, postgres 등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 및 버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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