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본 백서에서는 백업 및 복구 아키텍처와 솔루션을 설명하고 Cisco MDS 9000 멀티레이어 디

렉터 및 패브릭 스위치 제품군의 적용 가능한 기능을 개괄적으로 다룹니다.

개요

핵심적인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 로벌 기업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지속적인 가용성

이 필요합니다. SCM(Supply Chain Management),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관련 애플리케이션은 방 한

양의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생성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얼마든 간에 이 데이터는 반드

시 보호해야 하는 데이터입니다. 최소한 이 데이터는 테이프에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언제 발

생할지 모르는 데이터 손실에 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더 큰 용량의

스토리지와 더 빠른 서버가 필요하며, 백업 시간도 길어집니다. 백업에 몇 시간씩 소요되는

데이터는 완전 복원을 해야 하는 경우 복원 시간도 그만큼 소요된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

다. 즉 이것은 수익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복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백업 방법은 개의 경우 무난한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테이프 백업은 최저 수준의 재난

복구(DR)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 필수적인 99.999%의 동작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스토리

지 설계는 모든 수준에서 추가적인 고가용성 고려사항을 반 해야 합니다. 모든 기업에 반드

시 필요한 재난 복구 계획은 가동중단에 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주요 가동중단 문제가

지속되는 동안 2차 사이트로의 완벽한 재난 복구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테이프 백업은 물

론 복제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 센터 전체를 원격으로 복제하는 DR 계획을 세우는 기업도

흔히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복구의 개념은 테이프에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원격 위치로 데이터 센터의 장애를 복구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재난은 무수히 많은 요

인들로 인해 발생하며, 그만큼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는 몇 가지 주요 시나리

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비 장애

• 애플리케이션 장애

• 사용자 실수

• 자연 재난 및 인위적 재난

모든 기업은 재난 복구에 비해야 하며, 지속적인 액세스를 위해 보존해야 하는 중요한 데이

터를 감시해야 합니다. 업무에 미치는 향 및 위험을 분석하여 기업에 가장 중요한 애플리케

이션, 기능, 위치를 관리해야 합니다. 1차 데이터 센터의 미러링 이미지인 원격 데이터 센터

는 주요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완전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데 이용됩니다. 다수의 DR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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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테이프로의 백업과 함께 데이터에 한 실시간 복제 이미지를 보존합니다. 또한 복제 기술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에 적합한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복제를 이용할 경우 치명적인 장애를 신속히 복구할 수는 있지만

손상된 데이터도 유효한 데이터와 함께 복제하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항상 테이프 백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전체 DR 계획을 구성하는 요소인 테이프 백업 기술, 아키텍처, 옵션

을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테이프 백업

오늘날의 기업 환경에서 부분의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병렬 SCSI 연결을 통해 전용 테이프 드라이브에 직접 연결되

어 있습니다. 관리해야 할 테이프 장치 수가 애플리케이션 서버 수에 정비례하여 늘어나기 때문에 전용 자원은 설치

와 유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직접 연결된 테이프 드라이브의 경우는 해당 서버만 드라이브를 사용하기 때문

에 성능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비용 문제 때문에 테이프 드라이브를 LAN에 설치하게 되었고 다중 서버가 이를 공유

하는 네트워크 백업 모델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은 일반적인 LAN 기반 백업 시나리오를 나타낸 것입니

다. 이 모델에서는 데이터 트래픽과 백업 트래픽 모두 동일한 LAN을 통과합니다. 네트워크화된 백업 모델은 테이프

활용을 최적화하고 관리성을 향상시키는 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 1

첫째 다량의 데이터 백업으로 인해 LAN에서 트래픽이 늘어나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업은 데이터 트래픽 인터럽트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시간이 끝난 다음 수행됩니다. 그러나 데이터 양이 증가하면

백업 시간이 오래 걸려 업무 시간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세계화로 인해 연중무휴 가동시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백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백업 및 애플리케이션 트래

픽이 LAN을 공유함으로 인해 백업 인터럽트가 발생하여 백업 작업이 모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백업 및 데이

터 애플리케이션이 동일한 LAN을 공유하면 특정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의 펌웨어 업그레이드 또는 불안정으로 인해

다른 애플리케이션 환경 역시 가동중단 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결국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공동 LAN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관리자들은 애플리케이션 도메인과 백업 도메인을 분리하는 방안을 내놓

았습니다. 최신 구현에서는 아래의 설명 로 백업 트래픽을 애플리케이션 트래픽과 분리하기 위해 LAN을 사용하지

않는 LAN 프리(LAN-free) 아키텍처로 이전하는 추세입니다. 다수의 고객들이 백업 전용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백업 프로세스는 수동으로 구현되고 있어 노동 집약적이며 사용자의 실수에 의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

니다. 때때로 실패한 백업을 감지하지 못해서 실패 후 데이터가 손실되기도 합니다. 복구를 위해서 테이프는 반드시

수동으로 삽입, 회전, 제거하여 사이트 외부로 운반해야 합니다. 수동 관리와 관계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로보

트를 이용하여 테이프 관리 업무를 향상시키는 등 관리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백업은 테이프를

풀(pool)로 그룹화하여 다수의 백업을 하나의 테이프에 멀티플렉싱할 수 있습니다. 테이프가 꽉 차면 풀 내의 또 다

른 여유 테이프를 사용하여 백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관리성이 폭 향상됩니다. 관리할 테이프 드라이브 수가 줄어들

어 비용이 절감됩니다.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테이프에 기록하려면 백업 시 애플리케이션 서버 활동이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애플리

케이션 서버는 기시간과 성능에 매우 민감한 데이터를 다량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몹시 분주합니다. 백업을 수행하

는 동안 데이터 이동 및 스케줄링에 사용되는 추가 CPU 사이클로 인해 애플리케이션 서버 자체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버를 사용하지 않는 서버 프리(server-free) 솔루션의 목표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자체가 백업을 수행

할 때 백업으로 인해 성능에 향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아키텍처는 데이터 이동자(data-mover) 및 연결 브

로커(connection-broker) 역할을 전용 백업 서버로 이전합니다. 견고한 백업 솔루션은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야 합니다.

1. 테이프, 드라이브, 운 시간 등 백업 자원을 최적으로 사용

2.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

3. 백업 도메인을 분리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CPU 오버헤드를 줄임

다음 단원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백업 솔루션 구현에 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LAN 프리(LAN-Free) 백업

LAN 프리 백업으로 각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전용 백업 서버를 통하지 않고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데이터

를 테이프 장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각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유 스토리지 옵션을 사용하여

미디어 서버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백업 데이터를 테이프로 직접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각 서버는 테이프 드라이브

를 중재하여 백업 프로세스 동안 해당 테이프 드라이브를 예약합니다. 공유 옵션 신 테이프 라이브러리 장치 내의

테이프 드라이브로의 전용 액세스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이용

하면 LAN 트래픽이 줄어듭니다. 관리 상 테이프 라이브러리와 드라이브에서 다중 백업 스트림을 멀티플렉싱하여

애플리케이션 간에 테이프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LAN을 사용하여 백업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앞뒤로 데이터

변경 위치를 추적하는 컨텍스트 테이블인 메타 데이터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실제 백업된 데이터는 스토리지 네트워

크를 통해 전달됩니다. 일반적인 LAN 프리 백업은 아래 그램과 같이 구현됩니다.

LAN 프리 백업은 데이터 도메인과 백업 도메인을 분리하지만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CPU 로드를 줄이지는 못하며 여

전히 디스크에서 백업 데이터를 가져와야 합니다. 아래 설명된 서버리스(server-less) 백업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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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버리스(server-less) 백업

서버리스(또는 서버 프리) 백업은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통과하지 않고 디스크에서 테이프로 백업 데이터를 이동합니

다. 서버리스 백업에서는 서버의 애플리케이션을 중단시키지 않고, 또는 중단을 최소화하여 백업할 데이터의 스냅샷

을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복사된 데이터 스냅샷은 서버를 통과하지 않고 디스크에서 테이프로 지능적으로 이동됩니

다. 이 프로세스는 백업 경로에 없으므로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추가적인 CPU 로드를 줄입니다. 디스크와 테이프

간에 직접 데이터를 이동하는 데 사용되는 메커니즘은 SCSI 확장 복사 명령입니다. SCSI 확장 복사 명령을 수행하

는 컴포넌트는 SAN 패브릭이나 서버 소프트웨어에 있을 수 있습니다. Legato Celestra Power, Veritas

NetBackup과 같이 현재 구현되어 있는 서버리스 백업은 백업 서버를 통해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일반적인

서버리스 백업 시나리오는 아래 그림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분의 고객들은 도메인 분리를 이유로 백업용

SAN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이 솔루션을 디스크 서브시스템으로 설치하지 않으며, 테이프 드

라이브는 동일한 SAN에 공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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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백업 산업 및 제품 개요

다수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Veritas Netbackup, Veritas BackupExec, Legato Networker, Computer

Associates BrightStor ARCserve 2000 Advanced Edition 등의 중앙 집중식 백업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모두 전용 백업 서버 및 직접 연결된 아카이브 장치를 통해 백업이 수행되는 중앙 집중식 메

커니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백업 방식에는 몇 가지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백업 솔루션의 다양한 컴포넌트와 컴포넌트의 역할, 성능에 미치는 향을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

다.

첫 번째 중앙 서버 또는 마스터 서버는 인덱스, 백업 스케줄, 클라이언트 그룹 정의, 하드웨어 구성을 비롯한 전체

백업 환경을 제어합니다. 마스터 서버는 백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기록하고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제점을 보고하는 역

할도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연결 브로커(connection broker)라고 합니다.

중앙 집중식 백업 시스템에서 두 번째 서버 유형은 미디어 서버 또는 스토리지 노드입니다. 미디어 서버는 백업용 스

토리지 미디어 유형(일반적으로 파이버 채널이나 병렬 SCSI 연결을 통해 연결된 테이프 장치)에 연결됩니다. 미디어

서버는 테이프로 데이터를 실제로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서버는 백업할 파일, 사용할 특정 미디어 세트에 관한

마스터 서버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미디어 서버를 데이터 이동자(data mover)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이자 가장 중요한 유형은 백업 클라이언트인데, 실제로 백업되는 서버를 말합니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

어는 백업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시스템에 설치됩니다. 마스터 서버와 미디어 서버에도 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가 설치되어 있어 자체 백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백업용 SAN 설치 시 주요 이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들은 파이버 채널 기반의 전용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설치하여 LAN을 공유할 때 성능상

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부가적인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가용성

스토리지 네트워크 인프라는 디스크와 테이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스토리지 서브시스템 경로를 제공하여 가용성과 확

장성을 모두 증 합니다. 고객은 특히 개방형 시스템 환경 내에서 향상된 재난 복구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구현되었던 원격 사이트에서의 재난 복구는 일반적으로 LAN을 통한 서버 간 통신을 통해 구현된 것들입니

다. 네트워크화된 모델에서는 두 개의 스토리지 서브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미러링하여 고가의 서버 및 LAN 자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토리지 네트워크로 백업 트래픽을 이전하면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각 도메인 내

에서만 발생하도록 제한하여 LAN 데이터 트래픽 흐름 장애로부터 백업을 보호하고, 반 로 백업에 장애가 발생하면

LAN 트래픽 데이터 흐름을 보호합니다.

TCO 절감

스토리지 통합을 통해 다중 서버가 동일한 스토리지 장치를 공유하여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테이프 라이브러리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지를 통합할 경우 전체 서버에 혼재한 미사용 용량을 쉽게 재할당할 수 있으므로 활용

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객은 엔터프라이즈 백업/복구 솔루션을 구현함으로써 서버 연결형 테이프 드라이

브와 연관된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여 비용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처리하는 경우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별 컴포넌트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로보트를 배치하여 사이트 간에

테이프가 수동으로 운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원격 테이프 볼팅(vaulting)과 같은 메커니즘을 이용하면 이러한 실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취급으로 인한 손상, 손실 가능성을 없애 신뢰성이 향상되며 손상된 데이터가

정상적인 데이터와 함께 이동될 염려도 없으므로 가용성도 향상됩니다.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백업 자원을

풀링할 수 있으므로 각 서버는 개별 백업 장치의 장애에 상관없이 자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 가용성, 성

능, 공유 백업 자원에 한 관리성이 향상되므로 총 소유비용(TCO)도 절감됩니다.

유연한 백업 옵션

이제 기업은 보다 오랜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역별 시간을 적용하는 연중무휴 운 요건을 추진하는

로벌 고객 커뮤니티를 지원합니다. 핫 백업과 콜드 백업의 두 가지 백업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콜드 백업은

백업을 하는 동안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묶어 두는 시나리오를 채택한 백업 방식입니다. 핫 백업은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동안 시스템이 백업을 수행하는 시나리오를 채택한 백업 방식입니다.

기록 중 복사(copy-on-write), 스플릿 미러(split-mirror) 스냅샷과 같은 핫 백업 기술은 특정 순간에 생성된 원본

데이터의 미러링된 이미지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 향을 주지 않고 온라인으로 백업을 수행합니다. 기록 중 복

사 옵션과 스플릿 미러 옵션 모두 데이터 블록을 미사용 스토리지에 복사하여 일정 시점 복사(point-in-time copy)

를 생성하며, 부분의 데이터베이스가 이 옵션들을 지원합니다. 기록 중 복사 옵션과 스플릿 미러 옵션은 물리적 데

이터 블록의 맵핑 프로세스, 파일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와의 상관 관계를 관리합니다. 이러한 옵션을 지원하는 스

토리지 서브시스템으로는 BCV(Business Continuance Volume)를 사용하는 EMC Timefinder, HDS

ShadowImage, IBM ESS(Enterprise Storage Server) 또는 MSS(Modular Storage Server)의 FlashCopy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백업 구현의 목적은 백업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 사용자 트래픽 중단을 줄이고(특히 콜드 백업의 경우) 성능을 향상시

키는 것입니다. 핫 백업은 로컬이든 원격이든 미러링을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연속적인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원

격 미러링 기술에 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원격 데이터 미러링/데이터 복제

원격 데이터 미러링 또는 원격 복사는 신속한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복구를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메커니

즘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본질적으로 디스크 서브시스템 내에 미러링된 볼륨을 생성함으로써 데이터가 보호된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고 있는 메인 볼륨이 1차 볼륨, 미러링된 볼륨이 2차 볼륨으로 간주됩니다. 구

현되는 두 가지 주요 원격 복사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격 복제를 위한 호스트 기반 소프트웨어

• 원격 복제를 위한 스토리지 컨트롤러 기반 하드웨어 및 펌웨어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원격 복사 기능으로는 EMC의 SRDF(Symmetrix RemoteData Facility), IBM

XRC(eXtended Remote Copy), IBM의 PPRC(Peer-to-Peer Remote Copy), HDS의 TrueCopy, Compaq의

DRM(Data Replication Manager), VVR(Veritas Volume Replicator) 등을 들 수 있습니다.

IBM XRC와 Veritas VVR 솔루션은 모두 호스트 기반의 소프트웨어 지원 데이터 미러링 기능인 반면 PPRC,

SRDF, TrueCopy, DRM은 하드웨어 컨트롤러 기반의 원격 복사 구현 기술입니다. Veritas(VVR)가 파이버 채널

이나 ESCON(Enterprise Serial CONnection) 신 IP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데이터 미러링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난 복구를 위한 시스코의 제품과 솔루션

데이터 가용성이 기업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지속적인 운 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양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능 측정 기준은 물론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백업 애플리케이션

전용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스토리지 네트워크는 새로운 차원의 백업 및 복구를 제공합니다. 또한

원격 데이터 복제 솔루션은 가용성 수준을 높이며, 기업의 요구 사항에 맞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는

최신 기술을 제공하여 기업이 보다 확장 가능하고 안전하며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난 복구 솔루션과 함께 종단간

(end-to-end) 백업 및 복구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 4
Cisco MDS 9000 멀티레이어 디렉터 및 패브릭 스위치 제품군. 왼쪽부터 차례 로 MDS 9506 Director, MDS 9513 Director, MDS 9509 Director, MDS

9216 Fabric Switch

Cisco MDS 9000 멀티레이어 디렉터 및 패브릭 스위치 제품군은 기업 및 서비스 제공업체 스토리지 네트워크 환경

을 상으로 하며 더 높은 포트 도, 스위칭 고 역폭, 고성능, 멀티프로토콜 및 더 큰 신뢰도를 제공합니다. MDS

9000 제품군 역시 여러 업체들의 제품으로 전체 스토리지 환경이 구성된 이기종 SAN(Storage Area Network)을

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Cisco MDS 9000 제품군은 중앙 집중식 시스템의 역할을 하여 상호 연결 및 고

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MDS 9000 제품군은 MDS 9500 멀티레이어 디렉터 시리즈와 MDS 9216 멀티레

이어 패브릭 스위치로 구성됩니다. MDS 9000 제품군은 데이터 센터 애플리케이션에 높은 포트 도와 성능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모듈형 시스템입니다. MDS 9216 멀티레이어 패브릭 스위치는 백업 및 재난 복구에 사용되

는 원격 데이터 센터용으로 MDS 9500 디렉터 제품군과 동일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형 제품을 제공합니다.

Cisco MDS 9000 멀티레이어 디렉터 및 패브릭 스위치 제품군은 이러한 규모의 스위칭 장치 뿐만 아니라

VSAN(Virtual SAN), 고급 ISL 링크 통합, LUN 역 지정(zoning), 콜 홈(Call-Home), 고가용성, 순간 차단

없는(hitless)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의 광범위한 기능과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오늘날 부분의 고객들을 괴롭히는

문제 중 하나는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관리성과 툴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Cisco MDS 9000

제품군에는 견고한 내장형 패브릭 매니저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어 있어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한 구성, 모니터링,

문제 해결 방안을 제공합니다.

VSAN(Virtual SAN)

다수의 기존 환경에서 백업 솔루션 설계란 백업 트래픽용 병렬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적,

운 적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접근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유연하면서 안전하

고 가용성도 높은 백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테이프 스토리지 네트워크에서 디스크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분리해 내

면 TLU(Tape Library Unit) 전원 재설정과 같은 장애로 인한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향을 없앨 수 있습니다. 별

도의 네트워크는 애플리케이션 도메인에서 장치를 재설정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백업 장애도 보호합니다. 따라서 이러

한 접근 방법은 테이프 장치를 디스크 서브시스템과 분리하기 위한 사실상의 일반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

리를 이용할 경우 패브릭 구성 변경은 로컬로 남으면서 분리된 SAN의 연속 설치를 혼란 없이 가속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별도의 스토리지 네트워크는 전체 패브릭이 중단되는 문제를 다소 해결하여 성능을 보장하긴 하지만 별도의

스위치와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가의 솔루션입니다. 또한 포트를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솔루션을 설치하

는 고객은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시스코는 VSAN(Virtual SAN) 기능을 이용하여 스토리지 네트워크 설치

에 일 혁명을 일으키는 고급 기술을 제공합니다. VSAN은 동일한 리던던시형 물리적 인프라 위에 가상으로 분리

된 별도의 패브릭을 구축하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VSAN은 이러한 설계에서 필요한 SAN 도메인 분리와 보

안을 보장합니다. Cisco MDS 9000 멀티레이어 디렉터 및 패브릭 스위치 제품군은 동일한 물리적 인프라 내에 분리

된 VSAN 토폴로지 또는 레이아웃을 최 4,092개까지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현은 이

더넷 네트워크의 VLAN과 다소 유사합니다. VSAN은 이더넷 네트워크의 용이한 구성과 입증된 기술을 활용하여

SAN 설치에 일 혁명을 일으켜 SAN 환경에서 트래픽 분리 및 보안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VSAN의 몇 가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VSAN은 파이버 채널 프레임에 위치한 명시적 태그를 사용하여 상호 분리되므로 VSAN 간에 프레임이 누설될

염려가 없습니다.

• VSAN을 구현하면 서로 다른 VSAN 내에서 도메인 ID와 FC_ID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각 VSAN마다 역(zone) 서버, 네임 서버 등 고유한 일련의 패브릭 서비스가 있습니다.

• 사용자는 각 VSAN 내에서 일반 패브릭에서와 마찬가지로 역 세트(zone set)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역은 여러 개의 VSAN에 놓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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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AN은 입증된 이더넷 네트워킹 기술을 파이버 채널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성능 및 분리 요건에 적용하여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역 지정(zoning)은 에지에서의 액세스 보안을 통해 패브릭 내 장치 간 액세스 및 트래픽 흐

름을 제한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VSAN은 패브릭을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분리하는 보완 기능을 제공하며

VSAN 내에서 서비스를“캡슐화”하여 논리적으로 독립적인 패브릭을 허용합니다.

그림 5

VSAN에서 생성된 스토리지 네트워크 도메인은 기존의 보안 메커니즘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스위치를 여

러 개의 가상 환경으로 분리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서로 다른 VSAN 간에 완벽한 분리를 제공하고 장치 가동중단

또는 패브릭 불안정이 하나의 VSAN에만 국한되도록 하여 전체 패브릭이 중단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 개의 패브

릭 스위치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 고가의 솔루션을 구현하지 않아도 이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VSAN은 포트 활용을 극 화하여 유효 포트당 비용을 절감하므로 스토리지 네트워크 TCO도 절감됩니다. 이러한 유

형의 구현은 여러 개의 사용자 커뮤니티를 그룹화하여 하나의 패브릭 스위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전

체적으로 사용하는 장치 수가 적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Cisco MDS 9000 제품군은 선도적인 에지 보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요되는 자본 지출과 운 비는 줄입니다.

이 아키텍처는 데이터 센터에 설치된 총 SAN 또는 패브릭 수는 줄이는 동시에 백업/복구 및 원격 데이터 미러링 도

메인을 애플리케이션 SAN과 분리하여 상태를 유지합니다. 고객이 채택하고 있는 스토리지 통합 모델과 데이터 센터

물적 재산을 고려할 때 VSAN은 기업에 TCO를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멀티프로토콜 지원

MDS 9000 멀티레이어 디렉터 및 패브릭 스위치 제품군은 FCIP 및 iSCSI를 단일 스위칭 모듈로 통합하여 통합 멀

티프로토콜 기능을 제공합니다. 멀티프로토콜 솔루션은 재난 복구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IP를 통한 연결 옵션을 제

공합니다. 고객은 고속, 고성능의 파이버 채널 스위칭과 함께 멀티프로토콜 서비스를 단일 플랫폼에 통합함으로써 동

일한 플랫폼을 개별적으로 이용하여 기업 전체 및 부서별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통합 FCIP

기능은 TCP/IP를 통해 원격 데이터 센터에 한 액세스를 제공하여 주요 장애가 발생할 경우 완벽한 전환이 가능합

니다. 솔루션은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 로 배포되기 때문에 다수의 원격 데이터 미러링 애플리케이션에는 FC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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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합합니다. FCIP는 다양한 속도의 WAN 링크를 통한 두 데이터 센터 간 원거리 연결에 이상적입니다.

통합 iSCSI 기능은 기존의 IP/이더넷 인프라를 활용하는 저비용의 호스트 연결 옵션입니다. iSCSI 기술을 이용하면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범위를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중급 및 저급 서버로 변경하여 고가의 스토리지 및 테이프 서브

시스템을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고가용성의 디렉터 플랫폼에서 업계 최고의 파이버 채널 및

IP 스토리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부서별 또는 워크그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저급 서버를 동일한 스토리

지 네트워크 패브릭으로 쉽게 통합하여 기업 자원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워크그룹 애플리케이션은 스토

리지 용량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용량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다운타임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성능이 저하되

지도 않으며, 오히려 이제는 훨씬 저가로 공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iSCSI는 부서별 또는 워크그룹 애플리케이션에 중

앙 집중식 공유 테이프 옵션, LAN 프리 백업과 서버리스 백업, 복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센터 가용성 요건에 중점을 두고 연결된 시스코의 지능형 스토리지 네트워크 기능 세트가 오늘날 업계에서 타

의 추종을 불허하는 광범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스코의 제품은 향상된 관리 기능을 제공하

여 예정된 업그레이드는 물론 예상치 못한 가동중단으로 인한 다운타임을 줄이려는 기업의 수고를 덜어 줄 수 있습니

다. 기업은 FCIP, iSCSI와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인프라 비용을 줄이면서도 두 기술 간 통합 관리를 제공할 수 있

습니다.

그림 6



ONS 15540 DWDM 스위치, ONS 15454 SONET 스위치 플랫

폼과 같은 제품을 비롯한 시스코의 DWDM 솔루션을 통해 재난 복

구를 위한 동기식 미러링 애플리케이션도 제공됩니다. DWDM이

두 데이터 센터 간 안정적인 도시 지역 연결에 이상적인 반면

SONET는 보다 장거리에 걸쳐 TDM 고 역폭을 제공합니다. 두

기술 모두 파이버 채널 또는 FCIP를 통해 원격 복제된 데이터에

탁월한 전송 옵션을 제공합니다. 시스코의 DWDM 솔루션에 한

자 세 한 내 용 은 시 스 코 웹 사 이 트

http://www.cisco.com/warp/public/44/jump/optical_platfor

ms.shtml을 참조하십시오.

요약

Cisco MDS 9000 멀티레이어 디렉터 및 패브릭 스위치 제품군은

재난 복구, 백업 및 복원 애플리케이션에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

다. 다양한 기술이 혼합된 Cisco MDS 9000 제품군은 기업의 저

급, 중급, 최고급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Cisco 9000 제품군은 이기종 전송 환경에서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고객들에게 종단간(end-to-end) 솔

루션을 제공합니다. MDS 9000 제품군은 고객이 신기술을 설치하

면서도 기존 환경과 공존할 수 있도록 완벽한 통합을 제공합니다.

성능, 포트 도, 투자 보호, 관리에 중점을 둘 경우 Cisco 9000

제품군을 이용하면 고효율의 SAN 기반 솔루션을 규모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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