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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IT 동향 및 전략 목표
IT = Application = Business 빨라지고 있다. 

IP 네트워크 è 800Gbps 5G 무선 è 20GbpsApp Service : Text è Streaming



2020 IT 동향 및 전략 목표
IT = Application = Business 빨라지고 있다. 

스토리지 네트워크 è 64Gbps 스토리지 미디어 전송 è NVMe



2020 IT 동향 및 전략 목표
IT Downtime = Business Impact = 비즈니스 영향은 매우 커져가고 있다



2020 IT 동향 및 전략 목표
AIOPS is new IT business Objective

- Telemetry feature를 통한 IT 운영의 사전 장애 예방 및 신속 해결, 상관성 파악 등 운영 효율성 제공

- AIOps를 통한 IT 투자 보호 및 민첩성, 운영 혁신으로 2021년까지 CIO 60%가 공격적 적용 예상 (IDC)

- 전세계 AIOps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원에서 2025년 24조원 시장(36% YoY)으로 성장 (Gartner) 



IT 현대화 구현을 위한 전략

§ 4계층의 인프라 구성 요소 기반 IT 현대화를 고민하라

IP 네트워크

서버 (유닉스, x86)

SAN(스토리지 네트워크)

스토리지

Ø Software Defined Network 수용

Ø Container 서비스 지원 (CNI)

Ø X86 서버 가상화를 통한 SDC 구현

Ø SSD/Flash 디바이스 적극적 도입

Ø NVMe 고성능 서비스로 진화

Ø 서비스 상관성 분석

Ø 실시간 End to End 

성능 분석

Ø 자원 활용률 제공

Ø 장애 모니터링

Ø 볼륨 매핑 정보 제공

Ø 멀티 벤더 구성 제약

Ø 실시간 성능 분석

Ø 자원 활용률 제공

Ø 장애 모니터링



IT 현대화 구현을 위한 전략

§ 제 4 인프라 구성 요소(SAN) 활용 IT 현대화를 마무리하다

IP 네트워크

스토리지
벤더 A

스토리지
벤더 B

스토리지
벤더 C

SAN SAN SAN

서버 (유닉스, x86)

Ø 스토리지 별 개별 투자 방지로 SAN 중복 투자 회피

Ø 잉여 스토리지/ 백업 자원의 재할당으로 투자 비용 절감

Ø Software Defined SAN 활용 SAN 투자 극대화

Ø SAN 벤더 직접 기술 지원 : 객관적 분석 및 신속 장애 대응

SAN 표준화 (독립적 네트워크) 적용

Ø 어플리케이션/서버 – SAN – 스토리지 볼륨의 매핑 정보 및

실시간 서비스 모니터링

Ø 실시간 스토리지 IO 분석 (Analytic) : 성능/논리적 이슈 해결

인프라 투자 비용 절감 신속한 장애 대응



IT 현대화 구현을 위한 전략
§ 제 4 인프라 SAN 도 가상화가 한다구요?

- VSAN(Virtual SAN) : 물리적 SAN을 업무/기능 별 논리적 SAN 형성 후 독립된 서비스 운영

- IVR(Inter VSAN Routing) : VSAN간 특정 디바이스들에 대한 서비스 허용 정책 지원 (예: 백업)

서비스
그룹B서비스

그룹A
서비스
그룹C

서비스
그룹B서비스

그룹A
서비스
그룹C

서비스
그룹B서비스

그룹A
서비스
그룹C

VSAN IVR



IT 현대화 구현을 위한 전략
§ 제 4 인프라 SAN 도 가상화가 한다구요?

VSAN on FCIP

VSAN on FCIP

VSAN on FCIP

VSAN on FCIP

VSAN on FCIP

VSAN on FCIP

VSAN on FCIP

VSAN on FCIP

VSAN on FCIP

VSAN on FCIP



IT 현대화 구현을 위한 전략
§ 제 4 인프라 SAN 에 WAN 가속기와 같은 기능이 있어요

- IOA (IO Accelerator) : SAN에서 IO 전송 프로세스 간소화로 WAN 가속기와 같은 기능 수행

DWDM or IP 네트워크
상태는 좋아요. 

데이터만 빨리 안전하게
전송 할께요.

IO Accelerator 적용 효과

10% Oracle transaction 향상

SAN IO 가속 사용 전 SAN IO 가속 사용 후

DR 거리 120Km 200Km

Block Size 적용 응답시간 개선효과 응답시간 개선효과

DB

(4KB)

IOA 적용 3.05ms
27.4%

3.90ms
32.8%

IOA 미적용 4.20ms 5.80ms

File

(32KB)

IOA 적용 3.75ms
20.2%

4.60ms
26.4%

IOA 미적용 4.70ms 6.25ms



IT 현대화 구현을 위한 전략
§ 제 4 인프라 SAN 에 백엔드 서비스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다

SAN Analytic on Traffic Inspection
Ø Integrated TAPs in Port ASIC
Ø Real Time Inspection
Ø No Impact on Data traffic
Ø Inspection on Flow not Data
Ø Application to LUN(Volume) Correlation across multi-vendors
Ø Always On with Scale



IT 현대화 구현을 위한 전략
§ 만일 아직도 SAN을 스토리지에서 구매하고자 하신다면 ? 

시스코 SAN 서비스 지원 파트너 지원 프로세스

시스코 SAN 제품 및 서비스 구매 프로세스

시스코

SAN Product [MDS] SAN 서비스
[SmartNet]

스토리지 벤더 SAN 
[MDS OEM]

스토리지 벤더
Partner

전략적 Cisco MDS 
서비스 파트너

시스코 SAN 서비스 지원 체계

고객 또는 스토리지 벤더의 장애 시 기술 지원 요청

시스코 기술지원센터 [TAC]
Ø 장애 원인 분석
Ø 하드웨어 교체 결정
Ø 시스코 엔지니어 파견 [필요 시]

시스코 RMA
Depot

장애 시 교체
하드웨어 배송
[고객사 또는 파트너]

전략 서비스 파트너
[기술 엔지니어]

Ø 온사이트 방문 및 기술 지원



박세훈수석부장, Technical Solution Architect
Jeff Park, CCIE#15840 Storage Networking
APJC Datacenter Architecture SE Team, Cisco Systems

Storage Networking Trends & MDS SAN 
Analytics for Next Generation SAN Fabric

시스코 MDS
차세대 SAN 표준제시!



© 2020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Cisco Public

지속 가능한 확장 제공

2013
16G

SPEED

VISIBILITY

AUTOMATION

NVMe/FC와 all flash arrays 위한
강력 한 투자 보호 제공
• 최초 64G ready 디렉터 SAN스위치
• 64G를위해샤시교체NO!
• 최신스토리지환경요구수용

즉각 응대 가능한 인사이트 제공
FC SAN 애널리틱스
• 업계최초NVMe/FC analytics 제공
• FC-SCSI 와NVMe/FC패브릭분석
• 유연하게선택할수있는방안제공

운영적인 복잡성의 감소
심플한 자동 운영의 발판 제공
• IT 자동화를위한데브옵스지원확장: 

ANSIBLE 지원
• 운영비감소; 간단통합하는방안제공
• 고급 SAN 자동화빌트인제공

ANNOUNCING

2016
32G

2019
64G

MDS 9710MDS 9706 MDS 9718

제공 기능

전면

• 전원공급기 & 팬 (공기 흐름을앞->뒤, 뒤->앞 선택 가능)

• Autozone: Zoning 자동설정기능
• Secure boot and Anti-counterfeit technology  
• ISSU (In-Service Software Upgrade)

• NX-API RESTful interfaces
• Port Channel with multipath load balancing

후면

제공 기능

전면

• 전원공급기 & 팬 (공기 흐름을 앞->뒤, 뒤->앞 선택 가능)
• 80 Plus Platinum certified power supplies
• 650W Bi-directional PSU w/ SAF-D-Grid power cable (No jumper cord) 
• Dual PSUs and 4 FAN trays as an option (base 1PWR + 2 Fans)

• Autozone: Zoning 자동설정 기능
• Secure boot and Anti-counterfeit technology  
• ISSU (In-Service Software Upgrade)

• NX-API RESTful interfaces
• Port Channel with multipath load balancing

후면

제공 기능

전면

• 전원공급기 & 팬 (공기 흐름을 앞->뒤, 뒤->앞 선택 가능)
• 80 Plus Platinum certified power supplies
• 650W Bi-directional PSU w/ SAF-D-Grid power cable (No jumper cord) 
• Dual PSUs and 4 FAN trays as an option (base 1PWR + 2 Fans)

• Autozone: Zoning 자동설정 기능
• Secure boot and Anti-counterfeit technology  
• ISSU (In-Service Software Upgrade)

• NX-API RESTful interfaces
• Port Channel with multipath load balancing

후면

MDS�9132T

MDS�9148T

MDS�9396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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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효과적대규모패브릭구축

검증된데이터센터투자보호

NVMe/FC  
올플래시
스토리지
투자보호

© 2019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Cisco Confidential

전체운영비절감

업계최초 64G Ready Director: 급변하는스토리지환경최적지원!

SPEED
데이터센터
현대화

원 박스
멀티스피드/
프로토콜

NVMe/FC 
올플래시
스토리지

필요한대역폭,�포트 속도만큼확장이
가능한 SAN�스위치 아키텍처제공향후
데이터센터요구스토리지패브릭확장

FC/FCIP/FICON/FCoE
와 NVMe/FC�스피드
16/32/64G�지원

미션크리티컬한워크로드
위한더바른스토리지의
신속한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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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스토리지네트워크 FAB3/SUP4 출시!

Number of Fabric-3
Modules

FC Front Panel Bandwidth
per Slot

FCoE Front Panel 
Bandwidth per Slot

1 512 Gbps 440 Gbps

2 1024 Gbps 880 Gbps

3 1536 Gbps 1320 Gbps

4 2048 Gbps 1760 Gbps

5 2560 Gbps 2200 Gbps

6 3072 Gbps 2640 Gbps

Supervisor-1 Module Supervisor-4 Module

CPU Intel Quad Core Broadwell-DE 8-core

Clock 2.1 GHz 2.0 GHz

Kernel 64 bit 64 bit Kernel

Memory 8GB DDR3 16GB DDR4

External 2 External USB 2.0 slots 2 External USB 3.0 slots

Power 110W Typical / 190W Max 110W Typical / 120W Max

향후 64G FC 지원위한대역폭규모확장

48 Port 32G FC Line Card

1 2 3 4 5 6

패
브

릭
모

듈

Line-Rate

N+1 Redundancy

32G Full Line Speed 지원

64G Full Line Speed 지원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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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와 HW 상에 완벽한 통합

오픈되고 프로그래머블 한 구조

FC-SCSI 
와 NVMe/FC  환경
분석을통한
즉각대응
인사이트확보

© 2019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Cisco Confidential

확장 규모: 수만 플로우 분석 지원

업계최초 NVMe/FC analytics: 고객환경에맞춤형분석기반제공

VI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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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SAN�Analytics =�참 쉬운 문제 해결

패브릭이느린것인가아니면
스토리지가느린것인가?

• LUN ID, 호스트나 스토리지 포트 기준 커스터마이징
된 그래프 챠트를 활용하여 가시성 확보

• DAL 과 ECT를 비교하여 이상 현상 위치 확인
• DAL 이 높으면 스토리지 장비 이상; ECT 높으면

패브릭이 이상 현상 유발하여 발생한 현상으로 결론

매트릭스 비교를 통해 느린 현상을
유발하는 스토리지나 패브릭 장비 탐지

VISIBILITY

업계최초의유일한라인스피드,�온-스위치,�SAN�애널리틱스
솔루션으로 32G�모듈의 모든포트는성능저하없이라인스피드
분석기반제공하며모듈당애널리틱스전용칩은전포트에서

라인스피드로애널리틱스제공

Cisco FC SAN Analytics : 
4 가지 특장점

온-스위치
라인스피드

DCNM SAN
스위치 내장형

케이블 포설 NO
중단 없는 설치

SAN 분석 편리
프로그래머블

MDS 
SAN Analytics

Cisco Data 

Center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스위치스위치스위치스위치스위치

외부 장비, 트래픽 미러링/SPAN 솔루션 라인속도, 네이티브 스위치 통합 솔루션

비용 고 비용 (어플라이언스, 케이블링, 고급서비스) 저 비용

확장성 외부 어플라이언스에 제한적 무한대

SAN 분석 오버헤드 오버헤드 존재
추가 장비, 추가 케이블링과 옵틱 SFP 오버헤드 없음

프로그래머블 & 
오픈 아키텍처 없음 산업 표준 포멧으로 데이터 내보내기,

써드 파티 툴과 쉬운 연동

배치 시간 길어짐 – 신규 장비와 재케이블링 필요 초 단위 – 몇번 클릭 애널리틱스 가동

유연성 제한적인 유연성(재배치) 유연함

스위치
트래픽
미러링

외부
어플라이언스

시스코 애널리틱스 솔루션기존 파이버채널 애널리틱스 솔루션

MDS 

SAN Analytics

Cisco Data Center 

VISIBILITY

시스코 SAN�Analytics =�비교 불가 경쟁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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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SAN�Analytics =�초 간편 설정과 관리
VISIBILITY

SAN Telemetry/Analytics Support! 
MDS 9700 series Director class SAN Switches

Every Frame Inspection |  Without Extra gears |  Without Tap devices |  Always ON

MDS 9700 Director Switch 32/16/8/4G Fiber Channel Module

궁극의 확장성
MDS 9718

최대 16 슬랏
다양한 모듈

고성능
FC Analytics 엔진
64G FC READY!!!

엔드투엔드
가시성
신속한

트러블슈팅

100% 가시성
모든 패킷/플로우/스피드
헤더만 수집

MDS 

SAN Analytics

Cisco Data Center 

Cisco MDS 9700 
Multilayer 
Director 
Switch

MDS 9706 MDS 9710 MDS 9718

제공 기능

전면

• 전원공급기 & 팬 (공기흐름을 앞->뒤, 뒤->앞선택 가능)

• Autozone: Zoning 자동설정기능
• Secure boot and Anti-counterfeit technology  
• ISSU (In-Service Software Upgrade)

• NX-API RESTful interfaces
• Port Channel with multipath load balancing

후면

제공 기능

전면

• 전원공급기 & 팬 (공기 흐름을 앞->뒤, 뒤->앞 선택 가능)
• 80 Plus Platinum certified power supplies
• 650W Bi-directional PSU w/ SAF-D-Grid power cable (No jumper cord) 
• Dual PSUs and 4 FAN trays as an option (base 1PWR + 2 Fans)

• Autozone: Zoning 자동설정 기능
• Secure boot and Anti-counterfeit technology  
• ISSU (In-Service Software Upgrade)

• NX-API RESTful interfaces
• Port Channel with multipath load balancing

후면

제공 기능

전면

• 전원공급기 & 팬 (공기 흐름을 앞->뒤, 뒤->앞 선택 가능)
• 80 Plus Platinum certified power supplies
• 650W Bi-directional PSU w/ SAF-D-Grid power cable (No jumper cord) 
• Dual PSUs and 4 FAN trays as an option (base 1PWR + 2 Fans)

• Autozone: Zoning 자동설정 기능
• Secure boot and Anti-counterfeit technology  
• ISSU (In-Service Software Upgrade)

• NX-API RESTful interfaces
• Port Channel with multipath load balancing

후면

MDS�9132T

MDS�9148T

MDS�9396T

MDS�9700 32G 모듈

Cisco MDS 구축 2 스텝 SAN 분석 설정 실시간 분석 가시화

DCNM�SAN�마법사 구성절차

1. 시스코 DCNM SAN에서 패브릭선택

2. 선택한 패브릭안의시스코MDS 선택

3. 시스코 MDS 스위치 개별포트선택

SAN�Analytics 데이터가 수신되기시작하면

DCNM�SAN 대시 보드에서실시간모니터링

특정플로우를선택하면상세연결장비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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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SAN�Analytics =�필드 검증된 고객 사례

Initiator TargetFC�Switch/Fabric

SCSI�Write�CMND_IU

Exchange�
Completio
n�Time�
(ECT)

Data�
Access�
Latency�
(DAL)

XFER_RDY�IU

RSP_IU

Data_IU

Data_IU

Read ECT

Read DAL

Write DAL

Write ECT

15:30 15:40 15:50 16:00

Time

Time

• 쓰기 ECT� 주기적 지연증가현상실시간탐지

• 읽기작업은별이상이없는것으로미루어패브릭
문제없음

• 읽기 DAL 정상 스토리지문제없음신속판단

• 원인규명은서버의스토리지스택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좁혀짐

• 실제필드사례에서어플리케이션패치로문제를
신속해결함

VISIBILITY

시스코 SAN�Analytics 고객

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음

실제고객운영어플리케이션성능저하발생

시스코MDS 패브릭 긴급히 SAN 분석 실행

서버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서버

웹 서버

비디오
스트리밍

서버

OLTP

어플리케이션
이슈

어플리케이션

파일 시스템

블럭

SCSI

FC 드라이버

HBA (펌웨어) • 딮 패킷 가시성 확보
• FC & SCSI 헤더만 봄

• 모든 플로우, 모든 패킷을 다양한
인터페이스 속도에서 실시간 모니터

• 예측 가능한 & 사전 대응 가능한, 
케이블 상에 있는, 벤더 중립적인
모니터링

스토리지

올플래시
스토리지

디스크 기반
스토리지

드라이브 베이

백엔드 연결

스토리지 프로세서

FC 드라이버

HBA (펌웨어)

문제 해결을 위해
패브릭을 모니터링

FC SCSI Data

SAN
읽기

쓰기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아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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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환경에서 간단한 통합

자동화로 운영비 감축

SAN 데브옵스
툴을 통한 운영
복잡성 상쇄
자동화 리더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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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배포로 탄력적 운영

신규 Ansible 모듈: 고급 SAN 자동화를위해빌트인제공!

AUTOMATION

UCS Director

NX-API

앤서블모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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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모듈을 통한
SAN 프로비저닝
자동화

몇 시간이 걸리던 작업이 엔드-투-엔드 자동화를 동해 수 초 만에 완료

네트워크 서버 SAN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같은 경험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에 빠른 스토리지 할당

Ansible과 함께하는 SAN 자동화 : 사용 예

한 사용자가, 혹은 AIOPS가 컴퓨팅, 
메모리, 스토리지 같은 인프라

자원을 요청 요청은
Ansible로
포워딩

AUTOMATION

AI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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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요약
차세대 SAN을위해설계된 : MDS 9000 SAN 스위치제품

64G 지원되는 고성능
검증된 SAN

우리는 스피드를 원합니다.

FC-SCSI 와 NVMe/FC 
완전한 실시간 분석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ANSIBLE 모듈을 통한 SAN 
자동화 기반제공

우리는 SAN 자동화를 원합니다.



Questions?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