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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목적

3

본 문서는 엔클라우드24의 로드밸런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포탈에서 신청 및 세

부 실행 및 셋팅하는 방법을 설명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2 범위

본 문서에서는 CLOUD 환경에서 부가서비스인 로드밸런서을 사용하여 VM에 대한 부하

분산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의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로드밸런서 신청/해지

- 로드밸런서를 위한 셋팅 방법

1.3 cloud server 로드밸런서 구동 방식

Load Balancer는 리소스의 활용을 최적화 하기 위해 client 요청을 여러 server(customer 

VM)에게 분산시켜 주기 위한 기술입니다.  많은 수의 client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한된

수의 서버에는 과부하가 발생하고 server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cloud server Load 

Balancer는 요청이 수신되면 각 client 요청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서버에 전달함으로

써 병목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부하 분산 기술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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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와 같이 Client가 서비스에 접근을 하기 위해 VIP를 통하게 됩니다.

VIP는 설정된 Load Balancer option 방식을 통해 Customer Account IP/port(PUBLIC 

IP/PORT)에 분산됩니다. 

각 port로 분산된 request는 port forwarding , NAT기능을 하는 virtual router을 통해 각

서비스에 도달하게 되어 Client의 요청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1.4 cloud server 로드밸런서 구동 방식

유형

보 안 성 SynAttack 방어에 뛰어난 성능을 지님

수 용 성 로드밸런서는 고성능을 요구하는 중/대형 고객에 적합

서 비 스 로드밸런서는 TCP/UDP 로드밸런싱 모두 제공

성 능 TCP Offload 를 이용한 획기적 웹서버 부하 경감 구현
( 웹서버 Keepalive 를 On 으로 설정 필수) 

기 타 로드밸런서는 Http header 를 이용한 Client IP 제공 (웹서비스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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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드밸런서 신청

2.1 상품 신청

로드밸런서를 신청하는 방법은 메인페이지 왼쪽 상단의

클라우드 제품 > 네트워크 > 로드밸런서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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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밸런서 상품은 종량제와 정액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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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량제

신청하실 로드밸런서 정보를 입력 후 상품 신청을 합니다.

로드밸런서의 경우 대상이 서버이기 때문에, 로드밸런서 신청 전에 cloud server가 존재

해야합니다.

cloud server의 자세한 내용은 cloud server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바랍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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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제

정액제의 경우 별도의 요청을 주시면 셋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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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로드밸런서 해지

해지는 엔클라우드24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먼저 해지사유와 해지를 원하는 상품을 1:1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시면 담당자 확인 후,

해지처리를 진행합니다. 

서비스 해지 시 해지요금정산 및 해지처리까지의 작업시간이 소요되오니 해지요청일 최소

3일전에는 미리 연락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URL : http://www.ncloud24.com/customer/bbs_view.php?idx=1448&code=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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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용 내역 확인

엔클라우드24 서비스 이용 내역은 [ 나의 서비스 > 클라우드 제품 ]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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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드밸런서 조회 및 변경

3.1 로드밸런서 조회

클라우드 콘솔 > 로드밸런서 메뉴에서 로드밸런서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0

3.2 로드밸런서 변경

실시간으로 로드밸런서의 옵션 및 Health 

Check 적용 서버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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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드밸런서 기술사항

4.1 로드밸런서 메서드

- Round robin 

Round robin 방식은 Client의 요청을 순차적으로 순홖을 하여 Load Balancing을 하는

방식입니다

- Least Connection 

Least Connection 방식은 Client의 요청을 LB(LB)와 서버(VM1, VM2, VM3)의 Active연

결이 가장 적은 연결을 선택하여 Load Balancing을 하는 방식입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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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hing(Source IP Hash, Source IP Hash + Port) 

Hash 방식은 client의 Source IP 정보 및 Source IP + Port정보를 바탕으로 hash한 결과에

의해 load balancing을 합니다. Hash 방식은 동일 정보를 가진 request가 동일 server로

Load Balancing 되도록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 Least response time 

가장 빠른 응답을 보이는 서버로 로드를 분배하는 방식. HTTP와 HTTPS service에 대해서만

이 방식을 사용 할 수 있다. 

4.2 로드밸런서 IP(VIP) 멀티포트

- 멀티포트(1 개 VIP 에 대해 여러 개의 서비스 포트 설정) 지원

위 그림과 같이 하나의 VIP(LB IP)에 대해 여러 개의 서비스포트(예:80,443)가 존재할 수 있으

며 이와 같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기 신청한 로드밸런서가 있을때, 해당 로드밸런서 IP와 동일한 IP/다른Port로 새로

로드밸런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VIP에 여러 개의 서비스 포트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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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TCP OFFLOAD

① Client 의 TCP 요청에 LB(Load Balancer)가 server 를 대신하여 응답하여 3-way 

handshake 진행

② Client 가 Application 에 대한 요청 젂송

③ LB 가 server 와 TCP Connection 생성

④ Client 의 Application 요청을 server 로 전달

⑤ 추가 Client 의 요청 수싞 시, LB 와 server 간의 TCP Connection 이 idle 한 경우 이를

재사용

⑥ Server 와 LB 간의 Connection 을 통해 다수의 Client 의 요청을 처리

- TCP Multiplexing 사용시 이점

Transport Layer 와 application request(Layer7)간의 연관성을 상호 독립시킴으로써

모든 Client 의 요청에 대해 최적화 함

Server 또는 Cache 로부터 Transport Layer Processing 을 Offload 시켜 Server 의

CPU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경감 시키는 효과가 발생

- TCP Offload 를 위한 서버 설정(Aparche2.0 웹서버 사용자) 

/etc/httpd/conf/httpd.conf 에서 KeepAlive On 으로 설정

저장 후 데몬 재구동으로 변경사항 적용

Aparche2.0 웹서버 성능향상을 위한 설정값 변경(권고)

- TCP Multiplexing 을 사용한 TCP Offload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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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P Offload 를 위한 서버 설정 (IIS 7.0 웹서버 사용자) 

① 시작 > 관리도구 > IIS 관리자 >Local PC POP Down > 사이트 폴더 > Default 

Web Site 

② Http 응답헤더 > (우측상단) 일반적인 헤더설정 > HTTP 연결유지 체크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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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 상담 및 문의

5.1  서비스 상담 및 장애 신고

엔클라우드24  상품의 모든 상담 및 장애 신고 방법은 전화상담과 게시판 상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5.1.1  FAQ 및 매뉴얼

각종 사용 매뉴얼 및 FAQ는 엔클라우드24 고객센터의 FAQ 게시판(자주하는 질문) 및

자료실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전화 상담

상품 문의는 엔클라우드24 고객센터 (1544-9302, 1번 클라우드제품기술문의)를 통하여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5.1.3  게시판 상담

엔클라우드24 로그인 후, 고객센터 – 1:1 문의하기 게시판에 문의사항 및 장애 상황을

작성 후 답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기술 전문가가 해당 내용에 대해 기술적

문의사항에 대해 지원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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