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rsion 변경일자 변경자(작성자) 주요내용 

1 2019-06-03 이채홍 문서 최초 작성 

2    

3    

 

Author 이채홍 

Creation Date 2019-06-03 

Last Updated   

Version 1.0 

Copyright©  2018 GoodusData Inc. 

All Rights Reserved 

MariaDB ColumnStore 

 



 

- 2 - 

Contents 

 

1. ColumnStore란 .............................................................................................. 3 

2. Architecture ................................................................................................... 3 

2.1. ColumnStore Architecture ...................................................................................... 3 

2.2. Storage Architecture ............................................................................................... 4 

3. ColumnStore 설치하기 .................................................................................... 6 

3.1. 권장사항 ................................................................................................................... 6 

3.2. Install ...................................................................................................................... 7 

4. Command ....................................................................................................11 

4.1. mcsadmin .............................................................................................................. 12 

4.2. mcsmysql .............................................................................................................. 16 

5. Log ..............................................................................................................16 

5.1. crit log, err log, warning log ................................................................................. 16 

5.2. info log .................................................................................................................. 16 

5.3. debug log .............................................................................................................. 17 

5.4. 기타 logs ................................................................................................................ 17 

6. 성능 테스트 ..................................................................................................17 

6.1. TPC-H .................................................................................................................... 18 

6.2. 테스트 결과 ............................................................................................................. 18 

7. Reference ....................................................................................................19 

 



 

- 3 - 

 

1. ColumnStore란 

MariaDB ColumnStore 는 대규모 병렬 분산 데이터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Columnar 스토리지 엔진

입니다. 분석 쿼리에 실시간으로 응답하여 페타바이트 단위의 데이터, 선형 확장성 및 탁월한 성

능을 처리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확장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Columnar 스토리지, 압축, Just-

in-time, 수평 및 수직 분할의 I/O 이점을 활용하여 대규모 데이터셋 분석 시 탁월한 성능 제공

합니다. 

 

MariaDB ColumnStore 는 최초 2016년 12월 14일  MariaDB ColumnStore 1.0.6 GA 버전이 출시되

었습니다. 현재도 계속 개발 진행되어 2018 년 2 월 1.0.16 GA 버전, 2019 년 2 월 1.1.7 GA 버전, 

2019년 5월 1.2.4 GA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2. Architecture 

MariaDB ColumnStore 는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분산 MPP(Massively Parallel Processing)를 위해 

설계된 Columnar 스토리지 엔진입니다. 분석 쿼리에 대한 실시간 응답과 선형 확장성 및 탁월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2.1. ColumnStor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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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병렬 분산 데이터베이스 

SQL 쿼리가 사용자 모듈에 의해 수신되면 SQL 쿼리를 처리하고 쿼리 모듈을 통해 쿼리 

작업을 배포합니다. 성능 모듈은 쿼리 작업을 분산 방식으로 실행하고 Columnar Data 

Storage 에서 데이터 파일을 읽고, 쓰고 중간 쿼리 작업 결과를 사용자 모듈로 반환합니

다. 

 

사용자 모듈과 성능 모듈은 모두 수평으로 확장 가능합니다. 먼저 성능 모듈을 스케일링

하여 개별 쿼리 성능 최대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사용자 모듈을 확장하여 고가용성 및 

쿼리 동시성을 향상 시킵니다. 사용자 모듈과 성능 모듈이 모두 다중 스레드로 처리되어 

노드당 성능이 더욱 향상됩니다. 

 

 컬럼 데이터 베이스 

테이블 데이터를 행이 아닌 열에 저장합니다. 이를 통해 쿼리 최적화 프로그램은 주어진 

쿼리와 해당 결과 집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열만 읽을 수 있습니다. 

 

컬럼 별 데이터 파티셔닝은 수직 파티셔닝이라고도 합니다. 수평 데이터를 성능 모듈을 

통해 분산시킴으로써 데이터를 파티셔닝합니다. 

 

데이터를 열로 저장하면 온라인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을 추가하고 제거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분석쿼리 작업이 약 10 만 행이고 테이블 크기가 백만 미만인 경우에는 InnoDB 또는 

MyISAM 과 같은 OLTP 엔진이 합리적인 성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수백만의 행을 포함하는 

데이터 세트에서 수억개의 행을 보거나 분석하는 데에는 ColumnStore 엔진이 적합합니다. 

 

2.2. Storage Architecture 

MariaDB ColumnStore 에서 테이블을 생성할 때, 시스템은 테이블의 컬럼당 하나 이상의 파일을 

생성합니다. 예를들어, 3 개의 컬럼을 사용하는 테이블은 시스템에 최소 3 개의 파일을 생성합니

다.  

 

모든 ColumnStore 테이블은 /usr/local/mariadb/columnstore/mysql/db 에 로컬로 테이블 스키마

를 기록합니다. ColumnStore 테이블에 쓰는 데이터는 /usr/local/mariadb/columnstore/datax 에 

있는 DB 루트의 성능 모듈 전체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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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nts 

테이블 800 만 행이 논리적으로 저장되는 파일입니다.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 1Byte 데이

터 유형이면 extent 크기는 8MB 이고, 2Byte 데이터 유형은 16MB, 4Byte 데이터 유형은 

32MB, 8Byte 데이터 유형은 64MB 크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가변 크기 데이터 유형은 

64MB의 크기를 가집니다. 또한 extent 가 가득 차면 새로운 extent를 생성합니다. 

 

하나의 컬럼 값이 8K 이상 되면, extent 에는 실제 데이터의 주소값을 저장하고 실제 데

이터는 별도의 파일에 저장합니다. 

 

 Extent Maps 

ColumnStore 는 확장 맵이라는 스마트 구조를 사용하여 인덱싱, 수동 테이블 분할, 구체

화 된 뷰, 요약 테이블 및 기타 행 기반 데이터베이스가 쿼리 성능을 위해 구현해야 하

는 객체의 필요성을 제거하고 파티셔닝을 위한 논리적 범위를 제공합니다. 

 

Extent 는 물리적 세그먼트 파일 내에 존재하는 논리적 공간 블록이며 크기는 8MB 에서 

64MB 사이입니다. 

 

 Extent Elimination 

Extent Map 을 사용하여 논리적 범위 분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쿼리를 충족하는 데 필

요한 블록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조인 및 필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결과에도 Extent 를 제거하는 프로세스인 Extent 

Elimination 을 통해 전체 I/O 작업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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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ression with Real-time Decompression 

각 컬럼파일 내에 유사한 데이터가 저장되므로 압축성이 우수합니다. 실제 공간 절약은 

데이터의 랜덤성 및 존재하는 개별 값의 수에 따라 다르지만, 65%에서 95% 사이의 공간 

절약율을 보여 줍니다. 

 

ColumnStore 는 디스크에서 읽기 성능을 위해 압축 전략을 최적화합니다. 디스크에서 읽

을 때 성능 이점을 극대화하여 감압 속도를 가속화하도록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I/O 바인딩된 시스템을 통해 Disk 읽기 성능 향상시킵니다. 

 

 Version Buffer 

MariaDB ColumnStore 는 Version Buffer 를 사용하여 수정 중인 디스크 블록을 저장하고, 

트랜잭션 롤백을 관리하며, 데이터베이스의 MVCC(다중 버전 동시성 제어) 또는 "스냅샷 

읽기" 기능을 서비스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쿼리 일치 뷰를 제공합니다. 

비록 Buffer 라고 불리지만, Version Buffer 는 메모리와 디스크를 모두 사용합니다. 

 

3. ColumnStore 설치하기 

ColumnStore 는 Single Server 설치와 Multi Server 설치로 진행 가능합니다. 

 

3.1.  권장사항 

사내 및 클라우드 구현에 대해 준수할 수 있는 최소 권장 서버 사양입니다. 



 

- 7 - 

 Single server 

Item Development Environment Production Environment 

Physical 

Server 

8 core Intel / AMD, 

32GB Memory 

32 core Intel / AMD, 

64 GB Memory 

Storage Local disk Local disk 

 

 Multi server 

Item Development Environment Production Environment 

UM Physical 

Server 

8 core Intel / AMD, 

32GB Memory 

32 core Intel / AMD, 

64 GB Memory 

PM Physical 

Server 

8 core Intel / AMD, 

16GB Memory 

16 core Intel / AMD, 

32GB Memory 

 

위 내용은 최소 권장 사항이며 더 높은 하드웨어로 구성 시에는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 더 높은 CPU 스펙으로 쿼리 처리 응답 시간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 더 높은 메모리로 더 많은 데이터 블록을 메모리에 캐시할 수 있습니다. 

- 더 빠른 네트워크를 통해 UM 과 PM 노드 간 데이터 흐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 SSD 를 사용해도 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HDD 와 함께 충분히 잘 작동할 수 있는 블록 

스트리밍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ColumnStore 에서 CPU 및 메모리를 주로 사용하므로 bare metal server 를 사용하여 성능

을 향상할 것을 권장합니다. 

- 일반적으로 단일서버 또는 2 개의 멀티서버에는 더 높은 CPU/더 높은 메모리 서버를 사용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2. Install 

본 예제에서는 단일서버(single server)로 install합니다. 

 

umask 022 

 

/etc/profile 권장 사항은 기본 설정 022 입니다. 루트 설치에서 'mysql' 사용자로 실행되는 

mysqld 는 MariaDB ColumnStore 구성 파일인 Columnstore.xml 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변경하

지 않을 시에는 설치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SELINUX=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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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aDB ColumnStore 는 포트 3306, 8600 - 8630, 8700 및 8800 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중 노드 

설치 시 서버 간에 이러한 포트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에서 이러한 포트를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 소프트웨어가 실행 중인 경우, 아래와 같이 방화벽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거

나 위에 나열된 포트를 구성하여 방화벽 소프트웨어 내의 모든 서버에서 입력과 출력을 모두 허

용해야 합니다. 또한 서버 간에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라우터에서 이러한 포트를 통과하도록 허용

해야 합니다. 

 

Boost libraries 

MariaDB ColumnStore 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53 이상의 Boost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방법은 공식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 설치 확인합니다. 

 

 

Other packages install 

MariaDB ColumnStore 를 설치하기 위해 또 다른 기본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생략) 

 

MariaDB ColumnStore binary package install 

설치 시 /usr/local 경로에서 해야 합니다. 만약 /usr/local 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 할 경우 링

크를 /usr/local 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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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후 스크립트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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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설치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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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and 

MariaDB ColumnStore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면 MariaDB ColumnStore Admin 및 MySQL Console 에 

액세스하기 위한 몇 가지 기본 명령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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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mcsadmin 

MariaDB ColumnStore Management Console 을 통해 구성, 모니터링 및 관리 가능 MariaDB 

ColumnStore 시스템 및 서버를 관리합니다. 

 

mcsadmin help 

 

(생략) 

 

mcsadmin getsysteminfo  

프로세스 상태를 제공하는 시스템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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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sadmin shutdownSystem y 

MariaDB ColumnStore 의 모든 프로세스가 종료됩니다. 이 명령어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수

행할 때 사용됩니다. 

 

 

종료 이후 상태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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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이후 프로세스 입니다. 

 

 

mcsadmin stopSystem y 

MariaDB ColumnStore 의 프로세스 중 Monitor, Manager 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세스를 중지합니다. 

 

 

종료 이후 상태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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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downSystem 과는 다르게 다른 Process 는 OFFLINE 상태이지만, ProcessMonitor 와 

ProcessManager 는 ACTIVE상태입니다. 

 

종료 이후 프로세스 입니다. 

 

 

mcsadmin startSystem 

시스템 또는 모듈 응용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mcsadmin restartSystem 

시스템 또는 모듈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재시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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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mcsmysql 

MariaDB ColumnStore MariaDB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5. Log 

MariaDB ColumnStore 는 syslog, rsyslog 그리고 syslog-ng 의 설치 시스템 로깅 도구를 활용합니

다. 로그는 /var/log/mariadb/columnstore 에 위치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로그는 총 5 개의 로그

가 있습니다. 

 

 

5.1. crit log, err log, warning log 

crit log, err log, warning log 는 프로세스에 의해 오류 및 경고 문제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로그입니다. 

ex) err.log 

 

 

5.2. info log 

info log 는 시스템에서 진행 중인 상위 작업을 보여주는 로그가 기록됩니다. 주로 프로세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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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이 시작과 중지 되는 것을 기록합니다. 

ex) info.log 

 

 

5.3. debug log 

디버그는 질의를 포함하는 MariaDB ColumnStore 프로세스의 하위 수준 작업을 보여주는 로그가 

기록됩니다. 

ex) debug.log 

 

 

5.4. 기타 logs 

activeAlarms : 시스템에 현재 설정된 활성 경보 목록이 기록됩니다. 

alarm.log : 모든 경보 및 관련 삭제 경보 목록이 기록됩니다. 

ex) alarm.log 

 

 

mcsadmin.log : 입력한 mcsadmin 명령어를 기록합니다. 

ex) mcsadmin.log 

 

 

6. 성능 테스트 

시스템의 처리 성능을 확인해 보기 위해 TPC(Online Transaction Processing)를 이용해 InnoDB

와 ColumnStore 성능을 비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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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TPC-H 

Database 성능을 테스트 하기 위해서 크게 실시간 쿼리 OLTP 와 분석용 쿼리 OLAP 로 나뉘게 됩니

다. TPC(Online Transaction Processing)에서는 실시간 쿼리 OLTP 용 TPC-C 를 제공하고, 분석용 

쿼리 OLAP용 TPC-H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PC-H 는 8 개의 테이블에 많은 데이터를 쌓아놓고, 이 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22 개의 쿼리를 수

행하며 그 성능을 측정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능은 테이블에 데이터를 로드하는데 걸

리는 시간, 22 개의 쿼리 각각의 수행 시간, 그리고 여러 세션을 열어놓고 22 개 쿼리를 각 세션

에서 수행하면서 파악되는 처리량 (초당 처리된 쿼리의 갯수)으로 측정됩니다. 

 

6.2. 테스트 결과 

테이블 정보와 데이터 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customer 150000건 

lineitem 6001215건 

nation 25건 

orders 1500000 건 

part 200000 건 

partsupp 800000건 

region 5 건 

supplier 10000 건 

 

TPC-H 에서 제공되는 쿼리를 이용해 동일하게 InnoDB, ColumnStore 실행한 결과입니다. 

 Query1 Query2 Query3 Query4 Query5 Query6 Query7 

InnoDB 16.55 sec 23.70 sec 4.39 sec 6.92 sec 7.36 sec 5.17 sec 1.39 sec 

ColumnStore 2.47 sec 0.46 sec 0.18 sec 0.88 sec 0.99 sec 0.36 sec 0.60 sec 

*InnoDB (MySQL 5.7), ColumnStore (MariaDB-ColumnStore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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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가 낮을수록 성능이 우수합니다. 

 

 

7. Reference 

참고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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