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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Tableau와 VMware를 결합하여 사용하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완전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신속하게 고가용성 기능을 구현하여 다운타임을 줄이게 됩니다. 본 백서에서는 투자 가치를 극대화하고, 

높은 가용성을 제공하며, 하드웨어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VMware 인프라에서 Tableau Server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Tableau와 VMware에 익숙한 IT 관리자를 위해 준비되었으며,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중점을 두고 Tableau Server를 VMware vSphere™에 배포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Tableau Server VM을 구성하여 다운타임을 줄이고 가용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권장 사항과 모범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Tableau 및 VMware 소개
Tableau

Tableau와 다른 BI 솔루션의 주요 차이점은 Tableau가 관리자와 사용자 모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셀프 

서비스 분석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원본에 바로 연결하고, 세부 분석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역량이 강화된 최종 사용자가 늘어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시간 만에 

동급 최고의 보안, 통합, 확장성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Tableau Server

Tableau Server는 데이터가 사내에 있든 클라우드에 있든 상관없이 라이브 연결과 추출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  

및 관리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분석 플랫폼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 및 분석을 게시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플랫폼입니다.

대화형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의 공유 및 협업을 단순화하도록 설계된 Tableau Server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유연한 데이터 아키텍처

• 확장성 

• 안전성

• 고가용성

• 모바일 액세스

• 데이터 및 콘텐츠 자동 업데이트

• 내장된 분석 기능

• 하이브리드 배포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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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서에는 Tableau Server에 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품 개요: https://www.tableau.com/ko-kr/products/server

• Tableau Server 도움말: http://onlinehelp.tableau.com/current/server/ko-kr/help.htm#welcome.htm 

• Tableau Server 관리자 가이드:  

http://onlinehelp.tableausoftware.com/current/server/ko-kr/help.htm#admin.htm 

VMware
VMware 인프라는 통합된 서비스로서 포괄적인 가상화, 관리, 리소스 최적화, 애플리케이션 가용성 및 운영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는 완전한 인프라 가상화 제품군입니다. VMware 인프라는 여러 시스템의 기반 하드웨어 리소스를 

가상화하고 통합하며, 매우 세부적인 정책 기반의 리소스 할당, 고가용성, 전체 가상 데이터 센터의 통합 백업을 지원하는 

일련의 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분산 서비스를 통해 IT 조직은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고객에게 운영 서비스 

수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수준을 설정하고 충족할 수 있습니다. VMware 제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Tableau와 VMware는 분산 서비스 및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두 제품에서 제공하는 고가용성과 다운타임 축소 

메커니즘은 이후 섹션에서 상세히 다뤄질 것입니다.

고가용성 및 다운타임 축소
Tableau Server 고가용성

Tableau Server를 고가용성(HA)으로 구성하면 서버에 중복성을 추가하여 개별 서비스의 잠재적인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의 고가용성 구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가용성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독립형 및 멀티 노드 구성

Tableau Server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은 중복성 기능이 거의 없는 독립형 모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독립형 모드 

설치에 내장 프로세스 수준의 중복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단일 서버 구성은 하드웨어 수준의 중복성과 자동 

리포지토리 페일오버 기능이 없습니다.  

보다 포괄적인 중복성을 제공하려면 여분의 서버 노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추가 

노드에서 모든 프로세스의 복사본을 호스팅하게 됩니다. Tableau Server에 기반한 분산 아키텍처는 이러한 중복 

프로세스가 서로 간에 통신하여 자동 리포지토리 페일오버 기능을 제공하도록 구성됩니다. 기본적인 수준의 중복성을 

확보하려면 최소 3개의 컴퓨터 노드가 필요합니다.

https://www.tableau.com/ko-kr/products/server
http://onlinehelp.tableau.com/current/server/ko-kr/help.htm#welcome.htm
http://onlinehelp.tableausoftware.com/current/server/ko-kr/help.htm#admin.htm
http://www.vmware.com/products.html
https://www.tableau.com/learn/whitepapers/tableau-server-high-availability-delivering-mission-critical-analytics-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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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3-노드 구성에서는 주 노드의 모든 프로세스를 작업자 노드로 분산하고, 주 노드에서는 단순히 

게이트웨이와 검색 및 탐색 프로세스만 호스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성에서 액티브 리포지토리가 있는 작업자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면 패시브 리포지토리가 있는 작업자 노드가 자동으로 액티브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림 1. 기본적인 Tableau Server 3-노드 HA 구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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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권장 구성이 중복성을 통해 작업자 노드에 호스팅된 프로세스를 보호하기는 하지만, 주 노드를 포함한 모든 노드의 

게이트웨이는 여전히 예상치 못한 다운타임에 취약하며, 게이트웨이에 장애가 있는 노드에는 연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Tableau는 외부 로드 밸런서 추가와 주 노드에 대한 백업 노드를 두는 2가지 추가 조치를 권장합니다.

로드 밸런서

위의 권장 구성에 있는 모든 노드에 게이트웨이 프로세스가 존재하지만, 해당 클러스터에는 액티브 및 패시브 

게이트웨이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게이트웨이는 액티브 상태로 있으며, 사용 가능한 서버 프로세스에 

요청을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Tableau Server 클러스터의 잠재적 다운타임을 더욱 줄이려면 전체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게이트웨이 프로세스 앞에 로드 밸런서를 구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게이트웨이 프로세스에 장애가 

생겨도 로드 밸런서가 트래픽을 정상적인 다른 게이트웨이 프로세스에 전달하여 Tableau Server 클러스터가 중단 

없이 계속 실행됩니다. 외부 로드 밸런서 설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ableau Server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주 노드 백업

Tableau에서는 추가 안전장치로서 클러스터에 있는 주 노드의 기능을 원활히 복제할 수 있는 주 노드에 대한 백업 

노드를 만들 것을 권장합니다. 준비 상태에 있는 이 추가 노드는 주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 역할을 인계받습니다. 

이 문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구성하면, 패시브 상태의 서버가 언제든지 액티브 주 노드로 전환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설치하는 동안 백업 노드에 라이선스 적용이 필요하지만, 액티브 주 노드로 전환될 때까지는 라이선스가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주 노드 백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ableau Server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Server와 VMware vMotion을 함께 사용하면, 주 노드 백업을 구성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마이그레이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VMware vMotion

VMware vMotion은 최종 사용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하나의 VMware vSphere 호스트에서 다른 VMware 

vSphere 호스트로의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합니다. 가상 컴퓨터의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은 소스 vSphere 

호스트에서 타깃 vSphere 호스트로 가상 컴퓨터의 전체 실행 상태를 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므로 관리자에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서버 다운타임 방지, 문제 해결 지원, 유연성 제고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VMware vMotion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VMware는 가상 컴퓨터의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자동으로 진행할지 또는 시스템 관리자가 수동으로 진행할지를 

판단합니다. 이 기능은 가상 컴퓨터가 생성된 클러스터에 적용된 VMware 분산 리소스 스케줄러(DRS)의 '자동화 

수준'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VMware 분산 리소스 스케줄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http://onlinehelp.tableau.com/current/server/ko-kr/distrib_lb.htm
http://onlinehelp.tableau.com/current/server/ko-kr/distrib_ha_gw.htm
http://www.vmware.com/products/vsphere/enhanced-app-performance.html
http://www.vmware.com/products/vsphere/enhanced-app-performan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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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가 '완전 자동'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면, 가상 컴퓨터가 생성된 호스트에 재부팅이나 유지 관리 모드로의 

전환과 같은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DRS에서 클러스터가 사용하는 리소스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러면 클러스터가 사용하는 전체 리소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상 컴퓨터에서 다른 

호스트로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섹션의 내용을 살펴보려면 먼저 VMware vMotion 모범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VMware 인프라에서 Tableau Server 사용
지연 시간 민감성

Tableau Server는 복잡한 데이터 시각화 또는 분석 과정에서 최소한의 지연 시간으로 실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Tableau Server를 가상화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하드웨어 및 리소스를 추상화하고 공유하는 데 따른 

오버헤드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VMware의 다음 백서에서는 가상화로 인한 지연 문제를 다룹니다.  

VMware vSphere 5.5에서 지연 시간에 매우 민감한 애플리케이션 배포

이 백서의 모든 내용이 vMotion 지원 VM에서의 Tableau Server 배포와 관련된 것은 아니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Tableau Server용으로 CPU의 100% 예약

• Tableau Server용으로 메모리의 100% 예약

• 물리적 CPU의 초과 프로비저닝

• VM용으로 별도의 물리적 NIC 사용

• NetIOC 사용

• BIOS 및 vSphere의 모든 전원 관리 기능 사용 중지

• 지연 시간 민감도를 HIGH로 설정

• 최적의 쓰기 성능은 250 MB/s 이상의 디스크 쓰기 속도 필요

VMware 기반의 Tableau Server 배포에서 기대 성능 수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위의 설정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시스템 관리자에게 VM 다운타임의 축소는 매우 중요하므로 VMware vMotion의 활용은 큰 의미가 있으며,  

Tableau에서 VMware 가상 컴퓨터를 기반으로 Tableau Server의 설치 및 구성을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Tableau Server가 다른 호스트로 가상 컴퓨터를 마이그레이션 한 후에도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직접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www.vmware.com/techpapers/2011/vmotion-architecture-performance-and-best-practi-10202.html
http://www.vmware.com/content/dam/digitalmarketing/vmware/en/pdf/techpaper/latency-sensitive-perf-vsphere55-white-pap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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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otion을 통해 Tableau Server VM을 다른 호스트로 마이그레이션 한 후에도 Tableau Server가 계속하여 예상 

대로 작동하고 실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Tableau Server가 VM 간에 마이그레이션 되므로 VMware 가상 컴퓨터에 Tableau Server 클러스터를 배포할 때 주 

노드에 대한 백업 노드를 구성하거나 수동 페일오버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vMotion을 통해 VMware

에 설치한 Tableau Server를 사용하여 Tableau에서 수행한 테스트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VMware 인프라 기반 

Tableau Server 배포에 대한 단계 및 권장 사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배포 단계 및 권장 사항
이 섹션에서는 가상 컴퓨터 구성 방법과 Tableau Server 배포 단계 및 권장 사항을 통해 VMware 인프라의 vMotion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크기 및 하드웨어 고려 사항

CPU 개수와 RAM 크기에 관한 Tableau Server 시스템 요구 사항은 목표 워크로드, 추출 크기 및 현재 서버에 

로그인한 사용자 수를 포함하여 수많은 요인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Tableau 백서 셀프 서비스 분석을 위한 Tableau Server 확장 가이드는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Tableau Server 배포에 

대한 권장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배포 크기를 올바르게 지정하는 데 필요한 계획 수립에 대해 논하고, 배포 시나리오의 

예를 제공합니다.

Tableau Server의 최소 크기 권장 사항은 개념 증명 목적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최소 하드웨어 권장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운영 환경에 권장되는 크기(다음 자료 참조): 셀프 서비스 분석을 위한 Tableau Server 확장 가이드  페일오버에 대한 

크기를 지정할 때, 페일오버 호스트는 적어도 원래 VM과 동일한 용량 및 리소스를 가져야 동일한 로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행 요건
• vMotion 지원 VMware 인프라 설정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경험 

• 하나의 vCenter Server와 최소 두 대의 ESXi 서버를 갖춘 vMotion 지원 vSphere 가상 인프라

• 웹 클라이언트를 통한 VMware vCenter Server에 대한 관리자 수준 액세스 

• 원격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이나 vSphere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또는 vSphere 웹 클라이언트에 상응하는 도구

• 사전 계획된 Tableau Server의 크기 및 토폴로지

• Tableau Server 라이선스

• Tableau Server 설치 프로그램, 64비트 버전

https://www.tableau.com/sites/default/files/media/self-service_analytics_at_scale_1.0.pdf
https://onlinehelp.tableau.com/current/server/ko-kr/server_hardware_min.htm
https://www.tableau.com/sites/default/files/media/self-service_analytics_at_scale_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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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가상 컴퓨터 만들기

먼저, Tableau Server 클러스터의 각 노드당 하나의 VMware VM을 배포해야 합니다. VMware 인프라에서 가상 

컴퓨터를 만들어 Tableau Server를 배포하는 방법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VM 생성 마법사를 사용한 배포

• VM 템플릿을 사용한 배포

이 두 가지 옵션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옵션 1: VM 생성 마법사를 사용한 배포

가상 컴퓨터를 만드는 첫 번째 옵션은 VM 생성 마법사를 사용하여 VMware VM을 배포하는 것입니다. 

1.  웹 브라우저를 열어 조직에서 호스팅하는 vCenter Server 인스턴스를 가리키도록 지정합니다. 일반적인 예: 

https://<IP_Address_Of_vCenter_Server>

2.  관리자 수준의 권한이 있는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홈 페이지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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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I의 왼쪽 패널에서 Hosts & Cluster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왼쪽 패널 인벤토리에 사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 

센터, 리소스 풀 및 호스트가 나타납니다.

4.  최소 두 개의 vSphere 호스트가 있는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해당 클러스터는 DRS를 지원해야 합니다. DRS 지원 

클러스터에 VM을 추가할 때, VMware 인프라가 전원이 켜진 모든 사용 가능한 기반 호스트에서 VM을 로드 밸런싱 

합니다. 이는 모든 기반 호스트의 리소스를 동적으로 활용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IT 팀에 문의하여 DRS 지원 

클러스터를 식별하는 방법을 알아보거나 이 기술 자료를 참조하여 클러스터에 DRS를 사용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https://kb.vmware.com/selfservice/microsites/search.do?language=en_US&cmd=displayKC&externalId=1034280


11

5. 클러스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New Virtual Machine을 클릭합니다.

6. create a new virtual machine을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7. 워크플로우에 따라 적절한 VM 이름(예: TabServ1)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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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리소스 선택에서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아래 화면은 'Enterprise_Cluster'가 리소스로 선택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VMware 인프라에서 가상 컴퓨터 배포에 가장 적합한 vSphere 호스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호환성 검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8.  DRS 지원 클러스터 내의 모든 호스트가 액세스할 수 있는 공유 데이터 저장소를 선택합니다. 이 데이터 저장소를 

선택하면 시스템과 시스템 관리자가 VM을 동일 클러스터 내의 다른 호스트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으며, 

페일오버 및 HA 기능도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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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게스트 OS로 Windows 2012 R2를 선택합니다.  

참고: Tableau Server는 Tableau가 지원하는 운영 체제 목록에 나오는 모든 운영 체제를 지원하지만, Tableau

에서는 Windows 2012 R2 사용을 권장합니다. Tableau에서는 Windows 2012 R2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VMware VM을 기반으로 Tableau Server 운영 테스트를 광범위하게 진행했습니다.

10.  VM의 vCPU, vRAM 및 vDisk를 크기 요구 사항에 맞게 변경합니다. Next를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11. Finish를 클릭하여 VM 만들기를 완료합니다.

https://onlinehelp.tableau.com/current/server/ko-kr/requ.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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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컴퓨터에 게스트 운영 체제 설치

1. 인벤토리에서 가상 컴퓨터를 선택하고 Actions > Power On을 선택합니다.

2.  가상 컴퓨터의 Summary 탭에서 'Connect CD/DVD-ROM' 아이콘을 클릭하고 Connect to CD/DVD image on 

a data-store를 선택합니다.

3. Launch Console을 클릭합니다.

4.  가상 컴퓨터의 전원이 켜지면, 다른 컴퓨터에서와 같이 게스트 운영 체제를 설치합니다.

게스트 운영 체제를 설치하고 실행한 후, VMware Tools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가상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됩니다.

옵션 2: VM 템플릿을 사용한 배포
가상 컴퓨터를 만드는 두 번째 옵션은 게스트 OS가 미리 설치된 VM 템플릿에서 VMware VM을 배포하는 것입니다. 

1. 로그인 후 웹 클라이언트의 VM & Template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2. 해당 VM의 템플릿이 있는 폴더로 이동합니다.

3.  Windows 2012 R2 VM Template를 선택합니다.  

참고: Tableau Server는 Tableau가 지원하는 운영 체제 목록에 나오는 모든 운영 체제를 지원하지만, Tableau

에서는 Windows 2012 R2 사용을 권장합니다. Tableau에서는 Windows 2012 R2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VMware VM을 기반으로 Tableau Server 운영 테스트를 광범위하게 진행했습니다.

https://kb.vmware.com/selfservice/microsites/search.do?language=en_US&cmd=displayKC&externalId=1018377
https://onlinehelp.tableau.com/current/server/ko-kr/requ.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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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M 템플릿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New VM From This Template을 클릭합니다.

5.  컴퓨터 리소스로는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아래 화면은 'Enterprise_Cluster'가 VM을 만들 리소스로 선택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VMware 인프라에서 가상 컴퓨터를 배포할 최적의 vSphere 호스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호환성 검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Next를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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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RS 지원 클러스터 내의 모든 호스트가 액세스할 수 있는 공유 데이터 저장소를 선택합니다. 이 데이터 저장소를 
선택하면 시스템 또는 시스템 관리자가 VM을 동일 클러스터 내의 다른 호스트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으며, 페일오버 및 HA 기능도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Next를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7. Select Clone Options 아래에서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운영 체제 사용자 지정

b. 가상 컴퓨터의 하드웨어 사용자 지정

c. 템플릿 생성 후 가상 컴퓨터 전원 켜기 

Tableau는 선호하는 특정 구성 요건이 없는 경우 'Clone Options'의 변경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Next를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8. Finish를 클릭하여 템플릿를 통한 VM 인스턴스 만들기를 완료합니다.

9. VM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후 아직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면 VM 전원을 켭니다.

2단계: RDP로 가상 컴퓨터에 연결
1.  VM의 전원이 켜진 후, VM의 Summary 탭을 클릭하여 DNS 이름 또는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2.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원격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DNS 이름 또는 IP 주소와 적절한 사용자 자격 
증명을 이용하여 VM에 연결합니다.

3. Connect를 클릭하여 VM에 원격 데스크톱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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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가상 컴퓨터에 Tableau Server 설치
VMware VM 인스턴스에 Tableau Server를 설치하는 방법은 기타 다른 서버에 설치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수동 설치

1.  VM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웹 브라우저를 열어 Tableau Server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디스크에 저장합니다. Tableau에서는 64비트 버전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2.  VM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여 서버 설치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설치 가이드의 

설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3.  설치가 완료되면, 브라우저에서 http://localhost 입력하거나 tabadmin 명령을 실행하여 초기 관리자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Tableau 설치 가이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동 설치

Tableau Server를 설치하는 쉬운 방법은 Tableau Server 자동 설치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업자 노드 추가 및 Tableau Server의 HA 구성

1.  VMware 인프라에서 작업자 노드를 만듭니다. 작업자 노드는 DRS 지원 클러스터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페일오버가 필요한 경우 작업자 노드가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되며, VMware 인프라의 리소스 사용이 

최적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산 환경에 Tableau Server 배포에 대한 다음 추가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분산 환경

2.  Tableau Server에 작업자 노드 추가: 작업자 노드 추가 

3.  주 노드의 모든 프로세스를 작업자 노드로 이동하고, 주 노드에서는 게이트웨이와 검색 및 탐색 프로세스만 

호스팅합니다. 

https://www.tableau.com/ko-kr/support/esdalt
https://onlinehelp.tableau.com/current/server/ko-kr/install.htm
https://onlinehelp.tableau.com/current/server/ko-kr/install.htm
http://onlinehelp.tableau.com/v10.1/server/ko-kr/server_install_unattended.htm
https://onlinehelp.tableau.com/current/server/ko-kr/distrib.htm
http://onlinehelp.tableau.com/current/server/ko-kr/get_started_serve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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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이 완료되면 Tableau Server 클러스터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2. HA로 구성된 3-노드 Tableau Server 배포에 대한 Tableau Server 상태 페이지

4.  온라인 문서에 따른 로드 밸런서 구성: 로드 밸런서

4단계: 브라우저로 Tableau Server 액세스
사용자가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1. VM 인스턴스가 아닌 로컬 컴퓨터에서 브라우저를 엽니다. 

2.  VM의 DNS 또는 IP 주소에 따른 URL을 입력합니다. 예) DNS 이름으로 TabServ1을 입력한 URL: http://TabServ1

http://onlinehelp.tableau.com/current/server/ko-kr/distrib_lb.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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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Server에 연결할 수 없다면, 문제 해결에 나와 있는 제안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다른 고려 사항
추가 권장 사항

Tableau Server가 설치되어 있는 가상 컴퓨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의 한 가지 문제는 해당 인스턴스의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VMware 인프라의 기반 하드웨어가 마이그레이션 중에 변경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 라이선스는 배포되는 물리적 또는 가상 컴퓨터의 MAC 주소 및 UUID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이라도 바뀌면, 라이선스가 취소됩니다.

VMWare vMotion을 사용할 때 Tableau Server 인스턴스의 라이선스 취소를 방지하려면, 두 가지 추가 설정이 

필요합니다.

MAC 주소 할당: '정적 또는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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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환경의 MAC 주소 할당 구성 옵션를 통해 가상 컴퓨터의 MAC 주소를 Static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간의 마이그레이션에 사용되는 기반 하드웨어가 다를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 동일 가상 컴퓨터가 있는 클러스터에서 일어난다면 MAC 주소 할당 옵션을 Automatic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vSphere 웹 클라이언트를 사용한 VM의 MAC 주소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마이그레이션 경계: '클러스터 내부 또는 클러스터 외부'

대부분의 경우 vMotion 마이그레이션은 VMware의 DRS 메커니즘에 따라 실행됩니다. DRS는 동일 클러스터 

내의 마이그레이션에 적용됩니다. 테스트가 동일 클러스터 내의 VM 마이그레이션에 국한하여  진행되었으므로, 

마이그레이션을 DRS 지원 클러스터 내의 가상 컴퓨터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vCenter 또는 vSwitch 간의 마이그레이션과 VMware VM의 장거리 마이그레이션은 최신 버전의 vSphere에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VM 클러스터 간의 마이그레이션도 가능합니다. 기반 하드웨어가 다른 경우 MAC 주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Tableau Server의 라이선스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드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위치를 결정할 때 지연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서로 다른 

클러스터 간의 마이그레이션이나 클러스터 내의 지리적으로 분산된 vSphere 호스트 간의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경우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자 노드 하나가 미국에 있고 다른 하나가 유럽에 있는 Tableau 고객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Tableau 지원팀에 따르면, 원격 작업자 노드의 지연으로 인해 로컬 노드에 심각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여 Tableau Server의 전반적인 사용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Mware 인스턴스 제거

VMware VM 인스턴스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경우 Tableau Server 라이선스 문제를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VM

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면 모든 할당 리소스가 유지되며, 언제든지 인스턴스를 다시 시작하고 Tableau 실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VM 인스턴스를 정지하고 영구적으로 삭제하려는 경우, 먼저 Tableau Server 라이선스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라이선스를 비활성화하지 않으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할 때 라이선스가 새 VMware VM 인스턴스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라이선스 계약 위반이 발생하여 Tableau Server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VM을 영구적으로 정지하려면 먼저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VM 인스턴스에 로그인합니다. 

2.  Tableau Server의 백업을 생성한 후 .tsbak 파일을 다른 위치로 복사하면 해당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Tableau Server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문서의 Tableau 데이터 백업을 

참조하십시오. 

http://pubs.vmware.com/vsphere-60/index.jsp
http://onlinehelp.tableau.com/current/server/ko-kr/get_started_serve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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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Tableau Server > 제품 키 관리로 이동하여 '제품 키 관리' 유틸리티를 실행합니다. 

4. 인스턴스의 제품 키를 선택하고 비활성화를 클릭합니다. 

이제 인스턴스를 정지하고 삭제하면 됩니다.

보안 강화

위의 단계 4에서는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Tableau Server에 액세스하고, 보안이 적용되지 않은 HTTP 연결을 

사용하여 Tableau Server에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유효한 인증서로 SSL/TLS 구성하여 Tableau 

Server와 통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Online 도움말의 보안 강화 권장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문제 해결
Tableau Server에 문제가 있거나 설치 후에 서버에 액세스할 수 없다면 먼저 Tableau Server 설치 및 업그레이드 

문제 해결을 검토하십시오.

일부 문제 해결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au Server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시스템 설정 사항이 Tableau Server 최소 하드웨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운영 체제의 비트 버전이 Tableau Server의 버전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Tableau Server 64비트 버전은 32비트 

운영 체제에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설치 프로그램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RDP를 사용하여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 적절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다른 사용자' 옵션을 선택하고 사용자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 VMware VM 인스턴스에 맞는 사용자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https://onlinehelp.tableau.com/current/server/ko-kr/security_harden.htm
https://onlinehelp.tableau.com/current/server/ko-kr/trouble_install_upgrade.htm
https://onlinehelp.tableau.com/current/server/ko-kr/trouble_install_upgrad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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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브라우저에서 서버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 인스턴스에 로그인하고 서버가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 인스턴스에서 브라우저를 열어 서버에 로컬로(예: http://localhost) 액세스합니다. 

'Tableau Server에 라이선스가 없음' 오류가 표시되는 경우 

•  이 오류는 라이선스를 비활성화하지 않고 인스턴스를 정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VMware 인스턴스가 올바로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문제 해결 방법은 라이선스가 없는 서버 처리를 참조하십시오.

기타 문제

Tableau Server 사용 또는 설치 문제는 Tableau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support@tableau.com 

결론
Tableau Server와 VMware는 기능적으로 원활하게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엔터프라이즈 도구입니다. 이 문서에 

설명되어 있는 권장 사항과 모범 사례를 통해 고객은 Tableau Server와 VMware vMotion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s://onlinehelp.tableau.com/current/server/ko-kr/unlicensed.htm
mailto:support%40tableau.com?subject=


Tableau 정보
Tableau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비즈니스를 개선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나 형식에 상관없이 손쉽게 연결하고, 애드혹 분석을 빠르게 수행하여 숨겨진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고급 시각적 분석 기능을 갖춘 대화형 대시보드를 작성하여 조직 전체에서 공유하고, 팀원들이 데이터에 대한 

고유한 관점을 탐색하도록 도와줍니다. 글로벌 기업부터 신생 기업 및 소규모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Tableau의 분석 플랫폼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리소스
엔터프라이즈용 Tableau: IT 개요 

서버 관리자 가이드

Tableau 서버 확장성 -  서버 관리자를 위한 기술적 배포 가이드 

Tableau Server 10.0 고가용성 -  규모에 맞는 필수 분석 기능 제공

https://www.tableau.com/sites/default/files/media/whitepapertableauforenterprise_0.pdf
http://onlinehelp.tableau.com/current/server/ko-kr/server_admin_intro.htm
https://www.tableau.com/learn/whitepapers/tableau-server-scalability-technical-deployment-guide-server-administrators
https://www.tableau.com/learn/whitepapers/tableau-server-high-availability-delivering-mission-critical-analytics-sca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