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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장애 보고서 

 

작성일: 2020 년 9 월 21 일 

 

2020 년 9 월 20 일(일) 발생한 장애로 인해 서비스 및 비즈니스에 영향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2020 년 9 월 20 일(일) 20:40 경부터 사용하시는 일부 블록 스토리지의 하드웨어 오류가 발생하여, 

21:30 에 정상화 시켰습니다. 해당 오류로 인하여 일부 서버 및 CDB 접속 오류와 DISK IO 에러가 

발생하였으며, CDB for MySQL 의 경우 master fail-over 와 replication 오류(지연) 현상이 있었습니다. 

 

CDB 의 경우 순차적인 정상화를 통해 CDB for MySQL 은 9 월 21 일(월) 01:34 에 복구 완료, CDB for 

MSSQL 은 장애 없이 자동으로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CDB for MySQL 의 경우 장애가 발생된 서비스에 

대해서 Master 를 교체하는 작업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정상화가 되도록 지원 하였습니다. 

CDB 는 관리형 상품으로 직접 복구 지원하였으나, 설치형 서버들의 IO 에러 여부와 정상화는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서버에 접속하지 않는 한 확인 및 지원이 어려워 사용자분들께 아래와 같은 

가이드를 통해 추가 점검 요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검 중 재부팅 실패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 관련 문의는 "고객 지원 

문의하기" 또는 “1544-5876”으로 연락 바랍니다. 

 

직접 서버에 접속하셔서 확인이 가능하며, 접속이 안되실 경우에는 서버 콘솔 Screenshot 메뉴를 통해 

IO 에러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IO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명령어를 수행해 주시고 정상화 여부를 체크 부탁드립니다. 정상화가 

되지 않을 경우 고객지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Linux] 

* 1 차 시도: 추가스토리지 영역 파일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 

1) umount /dir (추가스토리지 영역 마운트 디렉토리) 

2) [권장] 추가스토리지 영역 디바이스 파티션 파일시스템 체크(예를 들어 추가 스토리지 파티션이 

/dev/xvdb 인 경우) 

etx4: fsck.ext4 /dev/xvdb, xfs: xfs_repair -L /dev/xvdb 

3) /etc/fstab 에 추가스토리지 영역 마운트 설정이 된 경우 mount -a, 혹은 직접 mount /dir 

(추가스토리지 영역 마운트 디렉토리) 

 

* 2 차 시도: OS 강제 리부팅 (1 차 시도가 불가능하거나 OS 영역 파일시스템 오류 발생 시) 

1) OS 상에서 reboot -f 

2) 사용자 웹콘솔에서 재시작 → 재시작실패 → 강제정지 →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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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서버 reboot  

 

여러 사용자의 서비스를 책임지는 플랫폼인만큼 하드웨어 모니터링 강화와 빠른 대처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 개요 특정 블록 스토리지 하드웨어 오류 

장애 시간 2020 년 9 월 20 일(일) 20:40 ~21:30 (50 분) 

장애 현상 상세 타임라인 

9 월 20 일(일) ~ 9 월 21 일(월) 

[20:40] 블록스토리지 하드웨어 오류 발생 

[20:45] 사용자 서버, 서비스 접속 오류 접수 

[20:40 ~ 21:30] 하드웨어 부품 수급 후 교체 시작하여, 스토리지 정상화 

(22:46 영향 받은 고객사 대상 1 차 안내) 

[21:30 ~ 02:30] CDB for MySQL 조치 완료(01:34) 및 재부팅 실패 발생 서버 정상화 

지원 

(00:50 영향 받은 고객사 중 1 차 안내 미발송 고객사를 대상으로 추가 안내) 

(02:33 영향 받은 전체 고객사 대상 추가 안내) 

조치 내역 - 하드웨어 교체 및 리빌드 수행으로 서비스 정상화 

- Firmware 업데이트 수행하여 안정화 조치 완료 

장애 원인 - 하드웨어 오류로 인한 Volume 내 에러 발생으로 인한 I/O 장애 

향후 대책 - 하드웨어 모니터링 강화와 빠른 대처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이번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장애로 인하여 사용상의 불편함과 고객 서비스에 영향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운영 책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