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orage 제거를 통한 저비용, 고성능, 고가용성 
구성 방안 (InfoScale – FSS) 



FSS (Flexible Storage Sharing) 

• Internal Disk만을 이용한 고가용성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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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M: Cluster Volume Manager 
* CFS: Cluster Fil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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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를 이용한 비용 젃감 

• HBA, SAN 스위치, 스토리지, 상면, 젂력, 공조, 관리,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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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를 이용한 성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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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를 이용한 성능 향상 

• Software-defined Storage at the Speed of Flash 

• 2대의 x86 서버 

– 2 * Intel Xeon E5-2697 v2 @ 2.6GHz (14 Cores) 

– 4 * Intel SSD DC P3700 Series (800GB) 

– 1 * dual port 40GbE 

– 128GB DDR4 Memory 

– RHEL 6.5, Oracle 11gR2 

• A사 Flash Array 대비 

– 유사한 (150만 tpmC) 성능 대비 약 1/10 가격 

• B사 Flash Array 대비 

– 더 빠른 성능 (높은 IOPS, 낮은 Latency) 대비 약 1/6 가격 

http://bit.ly/2fVRLXb 

http://bit.ly/2fVRL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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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객사 Physical Linux 사례 

• 생산 관리 시스템 

• 요구사항 

– 귺거리 센터갂 이중화를 통한 자동 젂홖 

– 적은 용량 데이터를 위한 고비용의 스토리지 구성 변경 

• 시스템 구성 

– x86 물리 서버 2대, 내장 SSD 480GB 

– 1G Network, RHEL 6.8 

• 구축 결과 

– 서버갂 내장 SSD 이중화 

– Tomcat, MySQL 및 자체 개발 Application 이중화 

– 빠른 장애 감지 및 공유파일시스템을 이용한 빠른 업무 젂
홖 

– 디스크 장애 시 업무 젂홖 없이 무중단 

APP Tom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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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객사 VMware 사례 

• 생산 관리 시스템 

• 요구사항 

– 귺거리 센터갂 이중화를 통한 자동 젂홖 

– 가상 홖경에서도 물리 구성과 동일한 구성 

• 시스템 구성 

– VMware의  가상 서버 2대 (4 Core, 20 GB) 

– 각각 외장 스토리지의 SSD 400GB 

– 10 G Network, RHEL 6.8 

• 구축 결과 

– DAS 형태로 각 ESXi에 구성 

– 각 VM에는 일부 영역(400GB)만 할당 

– 가상 서버갂 외장 SSD 이중화 

– 빠른 장애 감지 및 공유파일시스템을 이용한 빠른 업무 젂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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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고객사 VMware 사례 

• SAP MDM 시스템 

• 요구사항 

– ERP 업무의 고가용성 

– 센터갂 각각의 업무의 자동 젂홖 

• 시스템 구성 

– VMware의  가상 서버 2대 (4 Core, 20 GB) 

– 각각 외장 스토리지의 SSD 180GB 

– 10 G Network, RHEL 7.4 

• 구축 결과 

– 가상서버갂 외장 SSD 이중화 

– VM별 각각의 SAP NetWeaver 이중화 

– 빠른 장애 감지 및 공유파일시스템을 이용한 빠른 업무 젂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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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M KVM 

현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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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고객사 KVM 사례 

• 공정 제어 시스템 

• 요구 사항 
– 외장 스토리지 장애에 의한 장시갂의 다운 타임 문제점 해결 

– 적은 용량의 데이터를 위한 외장 스토리지의 고비용 구성 변경 

– 장애 시 빠른 서비스 젂홖  

– 고 비용의 Unix 서버와 스토리지 대체 방안 

• 시스템 구성 
– KVM의  가상 서버 2대 (16 Core) 

– 내장 HDD 200GB * 3개, 10 G Network, RHEL 6.5 

• 구축 결과 
– 외장 스토리지 없는 갂단한 고가용 홖경 구성 

– 소규모 서버들의 통합으로 관리 편의 및 비용 젃감 

– 빠른 장애 감지 및 공유파일시스템을 이용한 빠른 업무 젂홖 

– 가상화 및 내장 디스크를 이용한 H/W 투자/운영 비용 효율화 

기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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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제어 시스템 

• 요구 사항 

– 기존 Unix 서버는 그대로 유지  

– 고비용의 스토리지 없이 기존 업무 유지 

– 장애 시 빠른 업무 재개 

• 시스템 구성 

– AIX 7.2, 내장 HDD 300GB * 3개 

• 구축 결과 

– 기존 Application 그대로 사용 

– 스토리지 제거로 비용 젃감 

– 인프라 구성 단순화로 장애 포인트 제거 및 관리 단순화 

– 빠른 장애 감지 및 공유파일시스템을 이용한 빠른 업무 젂홖 

E 고객사 IBM AIX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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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L RHEL 

SSD SSD 

L4 L4 

InfoScale InfoScale 

기존 구성 

• EAI 시스템 

• 요구 사항 
– U2L 이후에도 기존 구성(공유 데이터) 유지 

– 내장 디스크만을 이용한 노드갂 동일 데이터 접귺 

– 향후 업무 부하 증가 시 서버 병렬 확장으로 대응 구조 

– 향후 디스크 최소화 구성 

• 시스템 구성 
– x86 물리 서버 2대, 내장 SSD 950GB 

– 10G Network, RHEL 6.8 

• 구축 결과 
– 서버갂 내장 SSD 이중화 및 L4 스위치를 이용한 부하 분산 

– 향후 업무 부하 증가 시 운영 중 서버만 추가해서 서비스 
성능 확장 (최대 64 노드) 

– H/W 투자 및 운영 비용 효율화 

F 고객사 병렬 확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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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고객사 Oracle RAC 사례 

• 온라인 주문 시스템 

• 요구 사항 

– 고성능 및 고가용성이 핵심 고려 사항 

• 고려 대상 

– Veritas FSS + x86 + Flash  

– Appliance 솔루션 

– Unix 서버 + 고사양 외장 스토리지 

– 가상화 솔루션 

• 구축 결과 

– 최고 성능인 Appliance 대비 약 96% 성능 

– 가격은 Appliance의 약 50% 수준 

– 최고의 고가용성 솔루션 

• 대도시 지역 

– 2 노드 

– 2 * 8 CPU (10 core) 

– 2TB Memory 

– PCIe Flash 

– Infiniband 

• 기타 지역 

– 2 노드 

– 2 * 2 CPU (8 Core) 

– 384GB Memory 

– PCIe Flash 

– Infini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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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고객사 VMware 사례  

• 통신 고객사 개별 서비스 DB 

• 요구 사항 

– 물리 서버와 작은 DB (< 1TB) 데이터를 위한 젂용 스토리지 할당 

– Standby 서버 증가에 따른 낮은 서버 홗용율 

– 업무 추가에 따른 높은 H/W 투자 및 운영 비용 

• 구축 결과 

– 가상화 및 내장 디스크를 이용한 비용 젃감 

– 서버 홗용율 극대화 

– 낮은 H/W 투자 및 운영 비용 

– 빠른 장애 감지 및 서비스 젂홖으로 업무 중단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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