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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의 통신 서비스 시스템은 기하급수적인 고속 망 통신 사용자의 증가와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통신망의 발달과 함께 대량의 데이터 송수신을 동반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를 관리하고 운용하는 통합 망 관리 시스템

은 종전의 데이터 저장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대량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수

행할 수 있어야 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함에 있어 단순히 

과거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에 물리적 디스크 공간만을 추가 할당하는 방법으로는 

대량의 데이터 축적에 따른 망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저하 및 이력데이터 관리(삭제, 

백업, 복구 등)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이

력 Data를 처리하기 위하여 Partitioning Table 기법을 이용한 Dynamic Partition Allocation 적

용방법을 설명하고, 효율적인 이력 Data Management를 위하여 Partitioning 기법을 이용한 

구체적인 실무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Partitioning을 적용하지 않은 테이블 구조와의 성능

을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1. 서론 

 

망 관리 시스템 운용 시 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며, 

데이터는 크게 현재의 시스템 형상을 반영하는 

형상(Configuration) 정보와 운용 시 발생한 모든 

이력데이터(예: 장애정보, 성능정보, 보안관리 

정보, 트래픽 정보, 운용이력 정보 등등)로 나뉘어 

관리 되어진다.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이하 NMS라 칭함)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되어지는 이 두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어왔던 방식으로, 상용 

RDB(Relational Database)를 이용하여 위치정보의 키 

값에 따라 Relational Table을 설계하였다.   

 

데이터 저장 시 그 저장 허용량의 최대치는 

하드디스크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망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하여 할당 받은 

저장 하드디스크 공간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정시간마다 자동적으로 오래된 데이터를 검색하여 

테이블 내에서 삭제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의 단순한 망 관리 시스템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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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적은 양의 이력 데이터 관리 시 

이용되어져 왔으나, 현재 혹은 미래의 통합 망 

관리 시스템과 같은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하는 

구조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예상된다. 

 

모든 이력 데이터의 삭제, 백업, 복구와 

관련된 작업은 현재의 망 관리 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수행되어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저장/삭제 작업 시 발생하는 

데이터베이스 공간의 Fragmentation 정리(Database 

Space Tuning)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테이블 

설계와 구현이 요구된다. 

 

테이블 Partitioning 기법은 데이터가 

저장되어질 때 연관성 있는 데이터가 하나의 

물리적인 공간에 저장되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클러스터링 역할을 한다.  이렇게 Grouping 된 

데이터 구조는 검색 속도를 향상시키고 데이터 

관리에 있어 많은 이점이 있다.  테이블 

Partitioning 기법을 사용하여 이력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테이블을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생성하지 

않고도 일별, 월별 등 논리적으로 세분화 하여 

저장할 수 있다.  더 이상 관리가 필요치 않은, 즉 

저장 기간 임계치를 초과한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하여는 현재 Transaction이 발생하는 해당 

테이블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단순히 

테이블 내의 Logical Partition만을 삭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저장 공간 부족 시 

추가적인 하드디스크 할당 작업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망 관리 시스템의 

성능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NMS 

Application의 일정 성능을 보장한다.   

 

또한 종래의 Partitioning을 적용하지 않은 

구현 방법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현재 작동에 

필요한 테이블 접근을 필요로 하므로, 운영 중 

테이블 삭제가 불가능 하였으나, Partitioning을 

적용한 후에는 운영 중이라 할지라도 각 Partition 

마다 독립적으로 삭제 후 재 생성이 가능한  

Partitioning 테이블의 특성을 이용하여 Fragmentation 

제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이력 데이터 관리를 

위한 Partitioning 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월별로 

나뉘어지는 Partitions을 이용한 구체적인 장애 관리 

테이블 설계 실무 사례를 예로 들어보았다.  대용량 

이력 데이터 관리 시 누적될 데이터 양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Dynamic 

Partition Allocation 기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실무 사례의 하나인 PM(Performance Management) 

데이터 관리 테이블을 예로 들어 효율적인 대용량 

이력 데이터 관리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Partitioning을 통한 이력정보 검색 시 

Partitioning을 적용하지 않은 구조와의 비교를 위하여 

특정 질의 구문을 실행하여 본 결과를 바탕으로  

Partitioning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능 향상 

결과를 그래프로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2.  대용량 이력 데이터 관리 

 

2.1. Partitioning 소개 

 

DBA(DataBase Administrator)는 대규모의 테이블을 

더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Partitioning을 사용할 수 있

다.  테이블의 데이터를 여러 테이블에 분리하는 것

을 테이블의 Partitioning이라 한다.  Partition된 테이블

은 Partitioned Table 이라 불려지며 일부분들은 

Partition 으로 불려진다.  Partitioning은 테이블에 있는 

행들을 더 작은 테이블로 Dynamic하게 분리한다.  

Partition된 테이블에 질의를 할 수 있으며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있지만 논리적으로 함께 보여진

다.  대규모의 테이블을 여러 개의 작은 Partition으로 

분리하는 것은 관리 작업과 백업, 복구, 트랜잭션, 질

의에 대한 실행 능력을 증가시켜준다.[1] 

 

NMS 이력 관리 테이블 설계 시 보다 효율적으

로 대용량 이력 데이터를 관리 저장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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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ing 기법을 적용하였고, Partition의 Key 값

이 될 수 있는 Event Time 정보를 이용하여, 월별 

혹은 일별의 Partition 을 가진 테이블을 생성하였

다.  생성된 Partition은 같은 시간(월, 일)의 이력 

데이터가 Grouping 되어 저장되어짐으로 이력 데

이터 관리가 쉬워지고 검색 속도가 향상 된다.    

 

 

2.2. Partitioning 테이블 설계 

 

오늘날의 망 관리 Application은 과거의 특정 

시스템만을 관리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 이상의 장

비를 관리하는 통합 망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여러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발된 망 관리 Application은 수많은 NE(Network 

Element)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통일된 데이터 포

맷 형태로 저장 관리하여 운용자에게 전달하는 역

할을 하게 된다.  더 많은 NE의 관리는 더 많은 

데이터 저장 관리를 요구하며 그 볼륨의 크기는 

몇 백 Gigabytes로부터 심지어는 수 Terabytes가 될 

정도로 그 크기가 과거와는 현격히 차이가 난다.  

저장 공간을 차지하는 데이터 중 많은 부분이 이

력 데이터이며, 예로 각 장비로부터 전송된 

Performance Data, Traffic Data, Fault Data 등이 있다. 

 

테이블 Partitioning 기법을 사용하여 이력 

데이터를 미리 지정한 Tablespace 영역에 분리 

저장할 수 있다.  NMS Event 발생 시간 정보, 즉 

Event Time 필드를 사용하여 일별, 월별로 

Partition을 세분화하고, Event가 발생하면 해당하는 

Partition에 이력을 분리 저장함으로써 같은 

시간대의 데이터가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 

저장되어지게 한다.  이렇게 관리되는 데이터는 

Clustering 효과에 따라 검색속도를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자동•수동으로 수행되는 주기적 

데이터 삭제•백업 작업에 유용하게 이용되어 진다.   

 

2.3. 장애 이력 데이터 관리 

 

[그림 1]은 Partitioning 기법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 장애 이력 데이터 관리 구조의 테이블이다. 

디스크의 빈 공간에 순차적으로 전달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므로 그림의 오른쪽 Physical 

Storage와 같이 일정 시간 이 흐른 뒤 발생한 장애 

Event들을 저장/갱신 하기 위하여 빈번한 쓰기/삭제 

작업을 하게 됨으로 많은 디스크 

조각(Fragmentation)이 발생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1] Partitioning 이 적용되지 않은 장애 테이블 

 

이와 같이 설계된 테이블구조에서 장애가 발생한 

기간을 검색 조건으로 이력 검색을 하려 한다면 

디스크상에 여러 조각으로 흩어져있는 데이터를 

일일이 찾아 검색을 하여야 하므로 검색 속도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반면 [그림 2]은 Partitioning 기법이 적용된 장애 

Event 저장테이블의 Partition 구조로써,  장애 테이블 

내에 Logical 하게 구성된 월별의 Partition이 

존재한다.  이 그림에서 Partition이 되는  Key 값은 

Event Time의 Month 정보이며 Partition을 각 월에 

해당하는 12개의 Partition으로 분리 생성한 후, 

발생하는 장애 Event 저장 시 해당하는 월의 

Partition에 분리 저장하게 된다.  이렇게 분리 저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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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데이터들은 데이터의 Time Field에 따라 

Grouping이 되어 있으므로 장애 이력 정보 검색 

시 한 영역의 Disk Space에서 검색을 하게 되어 

검색 속도를 향상시킨다.  

 

 

[그림 2] 장애 테이블 Partitioning 

 

이력 데이터 양이 비교적 많은 

Management에서는 Partitioning을 이용한 테이블 

설계가 요구된다.  예상되는 NMS Application 을 

위한 Partitioning 적용 분야는 장애정보의 

Transaction 처리 및 이력을 관리하는 장애 테이블, 

PM 정보의 이력 및 통계를 관리하는 PM 테이블, 

시스템 관리에 관련된 모든 명령활동을 관리 

저장하는 운용이력 테이블, 운용자의 모든 

운용이력을 저장 관리하는 운용자 저장 관리 

테이블 등이 있으며,  장애 정보와 같이 비교적 

적은 양의 이력 관리 테이블들은 1월 ~ 12월까지 

월별 기준으로 Partition 분리 생성함이 바람직하다.  

PM 혹은 TM(Traffic Management)과 같이 운용자의 

보관주기에 따라 전체 저장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용량의 이력 정보 저장을 위한 테이블에는 

Dynamic 일별(Daily) Partitioning을 적용함이 

바람직하며 “2.4.. 성능 이력 정보 관리”에서는 PM 

정보 저장 테이블에 적용된 Partitioning 기법 중 

Dynamic Partitioning의 구현 사례를 가지고 대용량의 

성능정보 저장을 일별로 하여 각각의 해당일에 

대응하는 Daily Partition 을 생성하고, 또한 보관주기 

설정에 따라 삭제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2.4.  성능 이력 데이터 관리 

 

성능 정보 저장 주기는 매 5분, 10분 혹은 

15분마다 이루어지며, 저장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Dynamic Partition Allocation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장애 정보 저장 관리에 적용 된 12개의 

월별 Partition 을 일별 Partition  구조로 세분화 하고, 

테이블 생성 시 Static Partition을 생성 하지 않고, 

운용자의 보관주기 설정에 따라 Dynamic하게 

Partition의 수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은 성능(PM)의 Raw 데이터 보관주기를 

7일로 설정한 상태의 그림을 설명하고있다.  현재의 

날로부터 7일간의 데이터 보관을 위하여 7개의 

Partition을 생성한다. 보관주기가 지난 Partition은 

삭제하고 7+1의 날에는 새로운 Partition을 동적으로 

추가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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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성능 데이터 Dynamic Partitioning 

   

아래의 [예제 1]은 PM 테이블에 적용 된 

Dynamic Partition 생성을 Embedded SQL로 구현한 

예이다.  테이블 “PM_BASE” 생성 시 Event Time 

Field의 Day 정보를  Partition Key로 활용하여 

생성 시의 Day와 Next Day의 2개 Partition을 

기본적으로 생성한다.  예를 들어 오늘이 2003년 

4월 1일이라 가정한다면, PBD0030401 과 

PBD20030402 2개의 Partition이 생성되는 것이다.  

추가적인 Partition의 동적 생성/삭제를 위하여는 

“alter table” 기능을 이용하며, Partition에 Naming 

Rule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Raw 성능정보 저장 

테이블의 2003년 4월 1일의 Partition 이름은 

“PBD20030401”(PM Base 2003년 4월 1일) 이다.  

위와 같은 이름으로 생성 된 Partition은 Naming 

Rule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테이블로부터 해당 테이블에 검색하고자 하는 

Partition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게 한다.  

운용자는 General Management의 기능 중 하나인 

데이터보관주기 설정 창에서 PM Raw Data의 

보관주기를 설정하고([그림 4]), Scheduling Batch 

Job은 이 설정된 보관 주기 정보에 따라 

Partition을 추가/삭제 한다.  

 

 
[예제 1] PM 테이블 생성 예제 

 

[그림 4] 이력 데이터 보관 주기 설정 

 

[그림 4] 에서 PM Raw 데이터 보관 주기가 

‘7일’로 설정이 되어있다.  이 보관주기를 참고하여 

[예제 2]에서는 Scheduling Batch Job을 이용하여 

다음날이 되는 24:00 시에 새로운 Partition을 

생성하고, 7일보다 오래된 Partition이 존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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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을 삭제한다.  [예제 2]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순서이다. 

 

1 오늘(20030402)을 기준으로 7일전(20030325), 

1일후(20030403), 2일후(20030404)의 날짜정보를 

얻는다 

2 테이블의 Naming Rule(예: PBD20030325)에 따라 

시스템 마스터 테이블로부터 20030325 보다 더 

오래된 Partition이 존재하는지 알아본다. 

3 7일보다 오래된, 즉 20030325보다 오래된 

Partition(s)을 삭제한다. 

4 20030404 보다 작은 값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Next Day(20030403) Partition을 생성한다. 

 

 
[예제 2] Dynamic Daily Partition 생성/삭제 예제 

 

Partitioning 을 이용한 데이터 삭제/백업 및 

복구 작업은 Partitioning을 적용하지 않은 

테이블보다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삭제 

수행속도가 빠르다.  Partitioning을 적용하지 않은 

PM 테이블에서 오래된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해당 

데이터를 일일이 검색하여 Record 별로 삭제 하여야 

한다.  성능 정보 관리와 같이 대용량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하는 테이블 구조에서는 삭제에 

해당하는 Record 수가 몇 백만 건 ~ 몇 천만 건에 

이르므로 삭제에 걸리는 시간이 전체 운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경우 Daily 

Partitioning Drop을 통하여 해당일의 데이터를 

millisecond 단위로 삭제할 수 있다.   둘째, 백업이 

용이하다.  백업 시 원하는 전체 테이블 단위의 

백업이나 Partition 단위의 백업을 지원하는 검증된 

Utility를 이용하여 원하는 시간대의 Partition 만(들)을 

백업할 수 있으므로 백업 시 데이터를 검색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시간을 단축 할 수 있고 백업을 

위한 추가적인 개발을 구현할 필요가 없다.  셋째, 

복구가 용이하다. 백업과 마찬가지로 Export 

되어있는 백업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Import 시켜 

기존의 테이블에 Attach 시켜주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Dynamic Partitioning Allocation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잔여공간을 

모니터링하여 GUI를 통하여 원하는 이력 데이터 

보관 주기를 설정하고, Scheduling Batch Job은 그에 

따라 Daily Partitioning을 생성/삭제한다. 

 

3. 검색 성능 비교(Partition vs No-Partition) 

 

Partition 테이블을 이용하면 데이터 특성에 따라 

같은 물리적 공간에 이력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므로, 대량의 이력 데이터 검색 시 Clustering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Partition Index Key를 이용하여 

검색 속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망 관리 운영 

시 모든 이력 데이터는 해당 일별/월별 테이블 

Partition 에 저장 되어지며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일별/월별 데이터를 검색하게 된다 

 

Partition 이 적용된 구조의 PM 테이블과 Partition 

이 적용되지 않은 구조와의 검색 속도를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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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아래의 [예제 3]은 Partitioned Table 과 No 

Partitioned Table 각각에 Simulator를 사용하여 

2003/01/01 ~2003/01/31 사이의 PM 데이터를 

Random 하게 발생 시키고, 발생 저장 횟수 

60,000건, 120,000건, 480,000건, 960,000건에 검색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의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동일한 환경의 

검색 시간 비교 측정을 위하여 준비한 Query 

Statement 1 과 Query Statement 2의 서로 다른 No 

Index, Full Scan 방식 질의 구문에 Partition 구조와 

No-Partition 구조를  각각 한번씩 적용하였다. 

 

 

[예제 3] 성능 비교 Test Case 

 

 

 

[그림 5] 결과 비교 분석(Query Statement 1) 

(X: 데이터 건수,  Y: Second) 

 

[그림 6] 결과 비교 분석(Query Statement 2) 

(X: 데이터 건수,  Y: Second) 

 

[그림 5] 와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Record 

개수가 증가 할 수록 Partitioned 테이블 구조에서의 

검색 속도가 No-Partitioned 테이블 구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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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적으로 향상 되어지고, 저장된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 격차는 더 심해짐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는 연관성 있는 데이터가 Grouping 되어 

저장되는 Partitioning 기법이 앞에서 언급된 여러 

이점들과 더불어 검색 속도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의 의의는 기하급수적인 고속 망 통신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그에 적합한 서비스 운용 

관리를 위한 통합 망 관리 시스템 개발 시 과거의 

통신 망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현재 혹은 미래

의 수 많은 장비들의 NE로부터 전달되는 대용량

의 이력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하는 방식

에 대한 연구를 공유하고자 함이며,  대용량 이력 

Data Management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PM Table 

설계에 적용되어진 Partitioning Table 기법을 이용

한 Dynamic Partition Allocation 에 대한 구체적 실

무 적용 사례를 예로 들어보았다.  Partitioning 기

법을 이용하여 빠른 데이터 삭제/백업/복구 작업

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력 데이터 보관주기 설정

에 따라 Daily/Monthly Partition의 수를  Dynamic하

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베

이스의 이력데이터 저장 공간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관성 있는 데이터의 Grouping 된 저

장 효과에 따라 이력 데이터 검색 속도를 향상 시

켰다. 

앞으로 대용량 이력 데이터 처리를 위한 구조

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이 논문에서 

언급된 연구를 바탕으로 Loading Tool을 이용한 데

이터 Batch 작업 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OLTP(OnLine Transaction Process) 성 작업과 Batch 

성 작업을 분리 처리하여 수행할 수 있는 분산 서

버 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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