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용 절감, 성능 향상, 고가용성 구성 방안 
(InfoScale) 



스토리지 장애 – 무중단 

• 스토리지 이중화를 통한 업무 무중단 

Mirror 

단일 스토리지 장애는 
장시간의 서비스 중단 유발 

스토리지 복제로는 
업무 중단 및 성능 저하 발생 

H/W 방식은 고비용 및 
성능 저하, 장애 포인트 증가 

스토리지 이중화를 통한 
성능 향상, 무중단 



근거리 Active DR 센터 

• DR센터의 Standby 장비를 업무에 100% 홗용 

메인센터 

DB #1 

DB #2 

DR센터 

DB #1 DB #2 

메인센터 DR센터 

Mirror 

DB #1 

DB #2 

DR 센터로의 업무 젂홖 시 
 서비스 중단 및 관리자 개입 필수 

InfoScale을 통한 
무중단 DR 젂홖 



다양한 데이터 복제 방안 

• 데이터 종류와 무관하게 이기종 스토리지를 포함한 다양한 복제 방식 

메인센터 DR센터 

InfoScale을 통한 다양한 Snapshot 구성 
스토리지 내부, 동일/이기종간, 내장으로 

InfoScale을 통한 다양한 Replication 구성 
이기종간, 내/외장간, 내장간 



다양한 데이터 복제 방안 

• 데이터 종류와 무관하게 이기종 스토리지를 포함한 다양한 복제 방식 

부산센터 서울센터 

VPN(30Mbps) 

부산센터 서울센터 

VPN(30Mbps) 

Mirror 

복제에 따른 운영 성능 저하, 
DR 홗용 어려움, 스토리지 장애 경험 

대구센터 

Mirror 

대젂센터 

Mirror 

광주센터 

Mirror 

VPN(100Mbps) 

I/O 성능 향상, 가용성 향상 
이기종 스토리지간 복제 

DR센터(서울)에서 젂국 센터의 데이터를 이용한 추가 업무 수행 



무중단 스토리지 교체 

• 운영 중인 서비스 성능에 영향 없이 데이터 이관 

40TB 
44GB 

60TB 
88GB 

60TB 
Concat 

25TB 
A사 

Migration 

60TB 
Stripe 

25TB 
B사 

Migration 

동일 벤더이나 서로 다른 LUN 크기 
약 31시간 소요 예상 

동일 벤더이나 서로 다른 RAID 구성 
약 23시간 소요 예상 

이기종 스토리지로의 이관 
약 20시간 소요 예상 

모두 운영 중 무중단 이관  

Migration 



빠른 서버 교체 

• 이기종 (Solaris, HP-UX, AIX, Red Hat, SUSE, OEL, CentOS) 간 데이터 호홖 

Oracle RAC 

70TB 

  1. Tablespace Read Only로 변경 

  2. Tablespace Metadata export 

  3. OS Level Endian Conversion 

70TB 

기존 스토리지 그대로 사용 
싞속한 데이터 이관 

스토리지 추가 구성 필수 
장시간의 데이터 이관 발생 

Oracle RAC 

70TB 

Oracle RAC 

  5. DB Level Endian Conversion 

  6. Tablespace Metadata import 

4. Target System으로 Data 이관 

Oracle RAC 



• 서버 비용, 유지보수, S/W, 운영, 상면, 전력, 공조 등 최소화 

Standby 서버 수량은 최소화 

Active Standby Active Standby Active Standby Active Active Active Active Standby Active Active 

50%의 서버가 Standby로 비효율 
InfoScale을 통한 Standby 서버 최소화 

및 모든 업무의 이중화 
서버 1대 장애 시 업무 중단 

Standby Active 



• 비정상적인 상황 대응 및 신속한 장애 감지 

OS Kernel을 통한 빠르고 정확한 모니터링 

? 

비정상 상태 확인 불가 
관리자 개입 필수, 복구 지연 

Kernel에서 상태 확인 
자동 서비스 페일오버 

일반적인 클러스터 

주기적인 모니터링 

Faulting… 

Faulted 

InfoScale 

즉시적인 모니터링 

Registering… 

Faulted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장애 감지 및 복구 지연 

Kernel에서의 즉시 확인 
싞속한 감지 및 복구 



• Application 기동만으로 서비스 페일오버 완료 

빠른 페일오버 

App 

DB, IP 

FileSystem 

Volume 

DG(VG) 

App 

DB, IP 

FileSystem 

Volume 

DG(VG) 

데이터 증가에 따른 페일오버 시간 증가 
서비스 재개 지연 

InfoScale을 통한 빠른 페일오버로 
즉시 서비스 재개 



• 센터 내에서부터 근거리, 원격지 클러스터간 업무 전홖 

거리에 따른 다양한 이중화 구성 

센터 내 페일오버 
Local Cluster 

근거리 센터간 페일오버 
Campus Cluster  

원격지 Standby로 페일오버 
Replicated Data Cluster 

원격지 Cluster로 페일오버 
Global Cluster 

Mirror 

메인센터 DR센터 메인센터 DR센터 메인센터 DR센터 



• VM 내 Application의 가용성 및 다양한 가상화 기술과의 연동 

가상 홖경의 가용성 

Application 가용성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vMotion, DRS, SRM, Snapshot 기능과의 완벽한 연동 

물리적인 서버 장애 시에만 동작 
Application 가용성에 대한 모니터링 부족 

VMware ESXi 

VM1 

SQL 

OS 

VM2 

ORA 

OS 

VMware HA 

VMware ESXi 

VMware HA 

VM1 

SQL 

OS 

VM2 

ORA 

OS 

VMware ESXi 

VM1 

SQL 

InfoScale 

OS 

VMware HA 

VMware ESXi 

VMware HA 

VM3 

OS 

InfoScale 

VM2 

ORA ORA 

OS 

InfoScale 

VM2 

InfoScale 

OS 

ORA 



• Unix, Linux, Windows 및 다양한 가상홖경 등 이기종 플랫폼 통합 관리 

통합 관리 

이기종 통합 관리 콘솔 
통합 Dash Board 시스템 정보 

이중화 구성 



스토리지 없는 Active/Active 이중화 

• 서버만을 이용한 이중화 구성으로 H/W 구성 단순화 

일반적인 이중화 구성 
스토리지를 이용한 데이터 접근 보장 

데이터 복제를 통한 이중화 구성 
Active/Standby만 지원 

내장 디스크간 미러를 통한 이중화 구성 
Active/Active 구현 

Mirror 

• 복제로 인한 성능 저하 

• 복잡한 구성 및 관리 

• 확장성 부족 

• 고성능 

• 관리 편의 

• 병렬 확장 지원 (64노드) 

FSS (Flexible Storage Sha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