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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App SnapMirror 비즈니스 연속성 및 ONTAP
9.10이 설치된 FlexPod 데이터 센터

TR-4920: NetApp SnapMirror 비즈니스 연속성 및 ONTAP
9.10을 지원하는 FlexPod 데이터 센터

Jyh-shing Chen, NetApp

소개

FlexPod 솔루션

FlexPod은 Cisco와 NetApp의 다음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모범 사례 통합 인프라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입니다.

• Cisco UCS(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 Cisco Nexus 및 MDS 스위치 제품군

• NetApp FAS, NetApp AFF 및 NetApp ASA(All SAN Array) 시스템

다음 그림에서는 FlexPod 솔루션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일부 구성 요소를 보여 줍니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Cisco와
NetApp의 모범 사례에 따라 연결 및 구성되었으므로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를 안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상적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CVD(Cisco Validated Design) 및 NVA(NetApp Verified Architecture)의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VD 및 NVA는 모든 주요 데이터 센터 워크로드를 다루며, NetApp과 Cisco on FlexPod 솔루션 간의 지속적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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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혁신을 통해 얻은 결과입니다.

FlexPod CVD 및 NVA는 제작 프로세스에서 포괄적인 테스트 및 검증을 통합했으며, 파트너와 고객이 FlexPod

솔루션을 배포하고 채택하도록 도와주는 참조 솔루션 아키텍처 설계와 단계별 배포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CVD 및 NVA를 설계 및 구현 가이드로 사용하여 위험을 줄이고 솔루션 다운타임을 줄이며 구축하는 FlexPod 솔루션의
가용성, 확장성, 유연성 및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각 FlexPod 구성요소 제품군(Cisco UCS, Cisco Nexus/MDS 스위치 및 NetApp 스토리지)은 FlexPod의 구성
및 연결 모범 사례에 필요한 기능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프라를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다운할 수 있는 플랫폼 및 리소스
옵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FlexPod는 추가 FlexPod 스택을 롤아웃하여 일관된 다중 구축이 필요한 환경을 위해
스케일아웃할 수 있습니다.

재해 복구 및 비즈니스 연속성

기업에서 재해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서비스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DR(재해 복구) 및 BC(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을 세우고, 비즈니스 목표를 충족하는 솔루션을 구현하며, 재해 시나리오를
정기적으로 테스트하여 재해 상황이 발생한 후에도 재해를 복구하고 중요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DR 및 BC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는 긴급 상황이나 재해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비즈니스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경우, 비즈니스에
고려해야 할 유지 관리 및 재해 시나리오 유형 등의 질문에 대해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재해 발생 시 기업이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복구 시간이 얼마나 빨라야 하고 얼마나 빨리 발생해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수익 창출을 위해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다양한 단일 장애 지점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사이트 중단 재해 시나리오를 견딜 수 있는 솔루션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구 지점 목표 및 복구 시간 목표

복구 지점 목표(RPO)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 또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시점을 측정합니다. 일일
백업 계획을 사용하면 재해 발생 시 마지막 백업 이후 데이터 변경 사항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동안 데이터를
손실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크리티컬 및 미션 크리티컬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데이터 손실 없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제로 RPO와 관련 계획 및 인프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구 시간 목표(RTO)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또는 데이터 서비스를 신속하게
백업해야 하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크기로 인해 특정 데이터 집합에 기존 테이프를 사용하는 백업 및
복구 구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업 테이프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려면 인프라 오류가 발생한 경우 몇 시간이나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 고려 사항에는 데이터 복원과 함께 인프라를 백업할 시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션 크리티컬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매우 낮은 RTO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 데이터 서비스를
신속하게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몇 초 또는 몇 분의 장애 조치 시간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SM - BC

ONTAP 9.8부터 NetApp SM-BC를 통해 투명한 애플리케이션 장애 조치를 위해 SAN 워크로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AFF 클러스터 간에 일관성 그룹 관계를 생성하거나 데이터 복제를 위해 두 ASA 클러스터 간에 일관성 그룹 관계를
생성하여 제로 RPO 및 제로에 가까운 RTO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SM-BC 솔루션은 IP 네트워크를 통해 SnapMirror Synchronous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복제합니다. iSCSI 또는
FC 프로토콜 기반 SAN LUN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레벨 세분화와 자동 페일오버를 제공하여 Microsoft SQL

Server, Oracle 등과 같은 비즈니스에 중요한 데이터 서비스를 보호합니다. 세 번째 사이트에 구축된 ONTAP 중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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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BC 솔루션을 모니터링하고 사이트 재해 시 자동 페일오버를 지원합니다.

일관성 그룹(CG)은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에 대한 쓰기 순서 일관성 보장을
제공하는 FlexVol 볼륨의 모음입니다. 특정 시점의 볼륨 컬렉션에 대해 충돌 시에도 정합성이 보장되는 Snapshot

복사본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G 관계라고도 하는 SnapMirror 관계는 소스 CG와 대상 CG 간에 설정됩니다.

CG에 속하는 것으로 선택된 볼륨 그룹은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 그룹 또는 전체 솔루션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요구 사항 및 변경 사항에 따라 필요에 따라 SM-BC 정합성 보장 그룹 관계를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일관성 그룹의 데이터는 재해 복구 및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 두 번째 ONTAP 클러스터에
복제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두 ONTAP 클러스터 모두에서 LUN에 연결됩니다. 일반적으로 운영 클러스터에서 I/O를
제공하고 운영 클러스터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조 클러스터에서 자동으로 재개합니다. SM-BC 솔루션을 설계할
때는 지원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CG 관계에 대해 지원되는 오브젝트 수(예: 최대 20개의 CG 및 최대 200개의
엔드포인트)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FlexPod SM-BC 솔루션"

FlexPod SM-BC 솔루션

"이전: 소개."

솔루션 개요

높은 수준의 FlexPod SM-BC 솔루션은 두 개의 FlexPod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연결되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사이트에 배치되어 사이트 장애 시에도 무중단 업무 운영을 제공할 수 있는
가용성이 높고 유연성이 뛰어나며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FlexPod SM-BC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두 개의 새로운 FlexPod 인프라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SM-BC와 호환되는
두 개의 기존 FlexPod 인프라에 솔루션을 구축하거나 기존 FlexPod와 함께 새로운 FlexPod를 추가하여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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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Pod SM-BC 솔루션의 두 FlexPod 시스템은 구성에서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두 ONTAP 클러스터는 두
AFF 시스템 또는 두 ASA 시스템 중 하나의 스토리지 제품군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동일한 하드웨어 모델이 아니어야
합니다. SM-BC 솔루션은 FAS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 FlexPod 사이트는 솔루션 대역폭과 서비스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하며, ONTAP SM-BC

솔루션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이트 간 라운드 트립 지연 시간이 10밀리초(10ms) 미만입니다. 이 FlexPod SM-BC

솔루션 검증을 위해 두 FlexPod 사이트는 동일한 실험실에서 확장된 Layer-2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연결됩니다.

NetApp ONTAP SM-BC 솔루션은 두 NetApp 스토리지 클러스터 간에 동기식 복제를 제공하여 캠퍼스 또는 도심
지역에서 고가용성 및 재해 복구를 지원합니다. 세 번째 사이트에 구축된 ONTAP 중재자가 솔루션을 모니터링하고
사이트 재해 시 자동 페일오버를 지원합니다. 다음 그림은 솔루션 구성 요소에 대한 개략적인 보기를 제공합니다.

FlexPod SM-BC 솔루션을 사용하면 VMware vSphere 기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분산형의 통합 인프라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 통합 솔루션을 사용하면 여러 사이트를 단일 솔루션 인프라로 통합하여 다양한 단일 장애 지점 및 전체 사이트
장애로부터 데이터 서비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보고서에서는 FlexPod SM-BC 솔루션의 일부 엔드 투 엔드 설계 고려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실무자는
다양한 FlexPod CVD 및 NVA에서 사용 가능한 정보를 참조하여 FlexPod 솔루션 구현 세부정보를 추가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솔루션은 CVD에 문서화된 FlexPod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두 개의 FlexPod 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증되었지만, SM-

BC 솔루션의 요구사항을 고려합니다. 이 보고서에 설명된 구축된 FlexPod SM-BC 솔루션은 다양한 장애 시나리오 및
시뮬레이션된 사이트 장애 시나리오 중에 복구 성능 및 내결함성을 검증했습니다.

솔루션 요구 사항

FlexPod SM-BC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주요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전체 데이터 센터(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비즈니스 연속성

• 데이터 센터 간에 워크로드 이동성을 통해 유연하고 분산된 워크로드 배치

• 정상 운영 중에 동일한 데이터 센터 사이트에서 가상 머신 데이터에 로컬로 액세스하는 사이트 친화성

• 사이트 장애 발생 시 데이터 손실 없이 빠른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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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구성 요소

Cisco 컴퓨팅 구성 요소

Cisco UCS는 통합 컴퓨팅 인프라로 통합 컴퓨팅 리소스, 통합 패브릭 및 통합 관리를 제공합니다. 기업에서는 이
솔루션을 사용하여 가상화 및 베어 메탈 워크로드를 비롯한 애플리케이션의 구축을 자동화하고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는 원격 및 지점, 데이터 센터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용 사례를 비롯한 광범위한 구축 사용 사례를
지원합니다. 특정 솔루션 요구 사항에 따라 FlexPod Cisco 컴퓨팅 구현은 다양한 범위의 구성 요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하위 섹션에서는 UCS 구성요소 중 일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UCS 서버 및 컴퓨팅 노드

다음 그림은 UCS C-Series 랙 서버, B-Series 블레이드 서버가 포함된 UCS 5108 섀시, X-Series 컴퓨팅 노드가
포함된 새로운 UCS X9508 섀시 등 UCS 서버 구성요소의 예를 보여줍니다. Cisco UCS C-Series 랙 서버는 1개 및
2개의 랙 유닛(RU) 폼 팩터, Intel 및 AMD CPU 기반 모델, 다양한 CPU 속도 및 코어, 메모리, I/O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Cisco UCS B-Series 블레이드 서버와 새로운 X-Series 컴퓨팅 노드를 다양한 CPU, 메모리 및 I/O 옵션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모든 기능을 FlexPod 아키텍처에서 지원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이 그림에 표시된 최신 세대 C220/C225/C240/C245 M6 랙 서버, B200 M6 블레이드 서버 및 X210c 컴퓨팅 노드
외에도 이전 세대의 랙 및 블레이드 서버가 계속 지원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O 모듈 및 지능형 패브릭 모듈

I/O 모듈(IOM)/Fabric Extender 및 IFM(Intelligent Fabric Module)은 각각 Cisco UCS 5108 블레이드 서버 섀시 및
Cisco UCS X9508 X 시리즈 섀시에 대한 통합 패브릭 연결을 제공합니다.

4세대 UCS IOM 2408에는 UCS 5108 섀시를 패브릭 인터커넥트(FI)와 연결하기 위한 25G 통합 이더넷 포트 8개가
있습니다. 각 2408에는 미드플레인을 통해 섀시의 각 블레이드 서버에 4개의 10-G 백플레인 이더넷 연결이 있습니다.

UCSX 9108 25G IFM에는 패브릭 상호 연결을 통해 UCS X9508 섀시의 블레이드 서버를 연결하기 위한 8개의 25-G

통합 이더넷 포트가 있습니다. 각 9108에는 X9108 섀시의 각 UCS X210c 컴퓨팅 노드에 대한 25-G 연결 4개가
있습니다. 9108 IFM은 패브릭 상호 연결과 함께 작동하여 섀시 환경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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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UCS 5108 섀시의 UCS 2408 및 이전 IOM 세대 및 X9508 섀시의 경우 9108 IFM을 보여 줍니다.

UCS Fabric 인터커넥트

Cisco UCS FI(Fabric Interconnect)는 전체 Cisco UCS에 대한 연결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액티브
/액티브 쌍으로 구축되는 이 시스템의 FI는 모든 구성 요소를 Cisco UCS Manager 또는 Cisco Intersight에서 제어하는
고가용성 단일 관리 도메인에 통합합니다. Cisco UCS FI는 단일 케이블 세트를 사용하여 LAN, SAN 및 관리 트래픽을
지원하는 짧은 지연 시간과 무손실 컷스루 스위칭을 제공하는 단일 통합 패브릭을 시스템에 제공합니다.

4세대 Cisco UCS FI에는 UCS FI 6454 및 64108의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0/25Gbps 이더넷 포트,

1/10/25Gbps 이더넷 포트, 40/100Gbps 이더넷 업 링크 포트, 10/25Gigabit Ethernet 또는 8/16/32Gbps 파이버
채널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 포트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 그림은 4세대 Cisco UCS FI와 함께 지원되는 3세대 모델도
보여 줍니다.

Cisco UCS X-Series 섀시를 지원하려면 Intersight 관리 모드(IMM)로 구성된 4세대 패브릭 상호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Cisco UCS 5108 B 시리즈 섀시는 IMM 모드와 UCSM 관리 모드 모두에서
지원됩니다.

UCS FI 6324는 IOM 폼 팩터를 사용하며 소형 UCS 도메인만 필요한 구축을 위해 UCS Mini 섀시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UCS 가상 인터페이스 카드

Cisco UCS VICS(Virtual Interface Card)는 랙 및 블레이드 서버의 시스템 관리 및 LAN 및 SAN 연결을 통합합니다.

vNIC(Virtual Network Interface Card) 또는 Cisco SingleConnect 기술을 사용하는 vHBA(Virtual Host Bus

Adapter)로 최대 256개의 가상 장치를 지원합니다. 가상화의 결과로 VIC 카드는 네트워크 연결을 크게 간소화하고
솔루션 배포에 필요한 네트워크 어댑터, 케이블 및 스위치 포트의 수를 줄입니다. 다음 그림은 B 시리즈, C 시리즈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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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X 시리즈 컴퓨팅 노드에 사용할 수 있는 일부 Cisco UCS VICS를 보여 줍니다.

다양한 어댑터 모델은 포트 수, 포트 속도 및 폼 팩터가 서로 다른 블레이드 및 랙 서버를 지원하며, 모듈식 MLOM(LAN

on Motherboard), 메자닌 카드 및 PCIe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어댑터는 10/25/40/100G 이더넷 및 FCoE(Fibre

Channel over Ethernet)의 일부 조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Cisco의 CNA(Converged Network Adapter) 기술을
통합하고 종합적인 기능 세트를 지원하며 어댑터 관리 및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단순화합니다. 예를 들어 VIC는 Cisco

UCS 패브릭 상호 연결 포트를 가상 머신으로 확장하는 Cisco의 VM-FEX(Data Center Virtual Machine Fabric

Extender) 기술을 지원하므로 서버 가상화 구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mLOM, 메자닌 및 포트 확장기 및 브리지 카드 구성에서 Cisco VIC를 결합하면 블레이드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과 연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210c 컴퓨팅 노드에 대해 VIC 14825(mLOM) 및
14425(메자닌) 및 14000(브리지 카드)의 25-G 링크 2개를 사용하여 결합된 VIC 대역폭은 2 x 50-G + 2 x 50-G

입니다. 또는 듀얼 IFM 구성을 사용하여 서버당 100G/IFM 및 서버당 총 200g

Cisco UCS 제품군, 기술 사양 및 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Cisco UCS"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Cisco 스위칭 구성 요소

Nexus 스위치

FlexPod은 Cisco Nexus 시리즈 스위치를 사용하여 Cisco UCS와 NetApp 스토리지 컨트롤러 간의 통신에 이더넷
스위칭 패브릭을 제공합니다. FlexPod 배포에는 Cisco Nexus 3000, 5000, 7000, 9000 시리즈를 비롯하여 현재
지원되는 모든 Cisco Nexus 스위치 모델이 지원됩니다.

FlexPod 구축을 위한 스위치 모델을 선택할 때 성능, 포트 속도, 포트 밀도, 스위칭 지연 시간, 또한 설계 목표뿐 아니라
스위치의 지원 시간(TimeSpan)을 위해 ACI 및 VXLAN과 같은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최신 FlexPod CVD에 대한 검증에서는 Nexus 9336C-FX2 및 Nexus 93180YC-FX3과 같은 Cisco Nexus 9000

시리즈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이 스위치는 고성능 40/100G 및 10//25G 포트, 짧은 지연 시간, 뛰어난 전력 효율성을
소형 1U 폼 팩터에서 제공합니다. 업링크 포트 및 브레이크아웃 케이블을 통해 추가 속도가 지원됩니다. 다음 그림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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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에 사용된 Nexus 9336C-FX2 및 Nexus 3232C를 포함하여 몇 개의 Cisco Nexus 9k 및 3k 스위치를 보여줍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Cisco 데이터 센터 스위치" 사용 가능한 Nexus 스위치 및 사양 및 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DS 스위치

Cisco MDS 9100/9200/9300 시리즈 패브릭 스위치는 FlexPod 아키텍처의 선택적 구성 요소입니다. 이러한 스위치는
매우 안정적이고, 매우 유연하고, 안전하며, Fabric의 트래픽 흐름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및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FlexPod 솔루션을 위한 이중화된 FC SAN 패브릭을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MDS 스위치의 예를 보여 줍니다.

Cisco MDS 9132T/9148T/9396T 고성능 32G 멀티레이어 패브릭 스위치는 비용 효율적이며 매우 안정적이고
유연하며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고급 스토리지 네트워킹 기능은 관리가 용이하며 전체 Cisco MDS 9000 제품군
포트폴리오와 호환되므로 안정적인 SAN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차세대 하드웨어 플랫폼에는 최첨단 SAN 분석 및 원격 측정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헤더 검사에서 추출된
원격 측정 데이터를 Cisco Data Center Network Manager를 비롯한 분석 시각화 플랫폼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MDS 9148S와 같이 16G FC를 지원하는 MDS 스위치도 FlexPod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FC 프로토콜 외에 FCoE 및
FCIP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MDS 9250i와 같은 멀티서비스 MDS 스위치도 FlexPod 솔루션 포트폴리오에 포함됩니다.

9132T 및 9396T와 같은 반모듈식 MDS 스위치에서 추가 포트 확장 모듈 및 포트 라이센스를 추가하여 추가 디바이스
접속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9148T와 같은 고정 스위치에서는 필요에 따라 포트 라이센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장 가능한 지불 유연성을 통해 운영 비용 구성 요소를 제공하여 MDS 스위치 기반 SAN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자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Cisco MDS 패브릭 스위치" 사용 가능한 MDS Fabric 스위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NetApp IMT를 참조하십시오" 및 "Cisco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호환성 목록" 지원되는 SAN 스위치의 전체 목록을

8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witches/data-center-switches/index.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witches/data-center-switches/index.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witches/data-center-switches/index.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witches/data-center-switches/index.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witches/data-center-switches/index.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witches/data-center-switches/index.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witches/data-center-switches/index.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torage-networking/index.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torage-networking/index.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torage-networking/index.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torage-networking/index.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torage-networking/index.html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ucshcltool.cloudapps.cisco.com/public/
https://ucshcltool.cloudapps.cisco.com/public/
https://ucshcltool.cloudapps.cisco.com/public/
https://ucshcltool.cloudapps.cisco.com/public/
https://ucshcltool.cloudapps.cisco.com/public/
https://ucshcltool.cloudapps.cisco.com/public/
https://ucshcltool.cloudapps.cisco.com/public/
https://ucshcltool.cloudapps.cisco.com/public/
https://ucshcltool.cloudapps.cisco.com/public/
https://ucshcltool.cloudapps.cisco.com/public/
https://ucshcltool.cloudapps.cisco.com/public/


확인하십시오.

NetApp 구성 요소

ONTAP 소프트웨어 9.8 이상을 실행하는 이중 NetApp AFF 또는 ASA 컨트롤러는 FlexPod SM-BC 솔루션을
생성해야 합니다. SM-BC 배포에서는 ONTAP 혁신,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SM-BC 지원에 대한
최대 개체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현재 9.10.1인 최신 ONTAP 릴리스를 권장합니다.

업계 최고의 성능과 혁신 기능을 갖춘 NetApp AFF 및 ASA 컨트롤러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보호 기능과 강력한
데이터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AFF 및 ASA 시스템은 NVMe 연결 SSD 및 NVMe over Fibre Channel(NVMe/FC)

프론트 엔드 호스트 연결을 포함한 엔드 투 엔드 NVMe 기술을 지원합니다. NVMe/FC 기반 SAN 인프라를 채택하면
워크로드 처리량을 높이고 I/O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M-BC 솔루션은 현재 iSCSI 및 FC 프로토콜만
지원하므로 NVMe/FC 기반 데이터 저장소는 SM-BC로 보호되지 않는 워크로드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NetApp AFF 및 ASA 스토리지 컨트롤러는 또한 고객이 NetApp Data Fabric에서 지원하는 원활한 데이터 이동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을 제공합니다. Data Fabric을 사용하면 데이터가 생성되는 에지에서 코어,

사용될 코어로, 그리고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온디맨드 방식으로 탄력적인 컴퓨팅 및 AI

및 ML 기능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NetApp은 고객의 성능 및 용량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토리지 컨트롤러와 디스크
쉘프를 제공합니다. NetApp AFF 및 ASA 컨트롤러 기능 및 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제품군 기술 사양

AFF 시리즈 "AFF 시리즈 문서"

ASA 시리즈 "ASA 시리즈 문서"

을 참조하십시오 "NetApp 디스크 쉘프 및 스토리지 미디어 문서" 및 "NetApp Hardware Universe를 참조하십시오" 각
스토리지 컨트롤러 모델에 대해 디스크 쉘프 및 지원되는 디스크 쉘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솔루션 토폴로지

FlexPod 솔루션은 유연한 토폴로지로 다양한 솔루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비즈니스 연속성 보호가 필요하고 최소한의 컴퓨팅 및 스토리지 리소스만 단순한 솔루션 토폴로지를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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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토폴로지에서는 추가 디스크 쉘프 없이 컨트롤러에 SSD가 있는 UCS C-Series 랙 서버와
AFF/ASA 컨트롤러를 사용합니다.

이중화된 컴퓨팅,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구성 요소는 구성 요소 간의 이중화 연결로 상호 연결됩니다. 고가용성 설계로
솔루션 복원력을 제공하고 단일 장애 지점 시나리오를 견딜 수 있습니다. 멀티 사이트 설계와 ONTAP SM-BC 동기식
데이터 복제 관계는 단일 사이트 스토리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크리티컬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센터와 대도시 지역의 지사 간에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대칭 배포 토폴로지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대칭 설계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더 많은 컴퓨팅 및 스토리지 리소스를 갖춘 고성능 FlexPod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사 요구 사항은 더 적으며 훨씬 더 작은 FlexPod를 통해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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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및 스토리지 리소스 요구 사항이 더 크고 사이트가 여러 개인 기업의 경우 VXLAN 기반 멀티 사이트 패브릭을
통해 여러 사이트에서 원활한 네트워크 패브릭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이동성을 지원하여 모든 사이트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FlexPod 인스턴스로 보호해야 하는 Cisco UCS 5108 섀시 및 B-Series 블레이드 서버를 사용하는 기존
FlexPod 솔루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 FlexPod 인스턴스는 다음 그림과 같이 Cisco Intersight에서 관리하는 X210c

컴퓨팅 노드와 함께 최신 UCS X9508 섀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이트의 FlexPod 시스템은 더 큰
데이터센터 패브릭에 연결되고 사이트는 상호 연결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VXLAN 멀티 사이트 패브릭을
형성합니다.

비즈니스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보호해야 하는 도심 지역에 데이터 센터와 여러 지사를 둔 회사의 경우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FlexPod SM-BC 구축 토폴로지를 구현하여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서비스를 보호하여
모든 지점 사이트에서 제로 RPO 및 제로에 가까운 RTO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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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축 모델을 위해 각 지사는 데이터센터와 SM-BC 관계 및 정합성 보장 그룹을 설정합니다. 지원되는 SM-BC 개체
제한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반적인 일관성 그룹 관계 및 끝점 수가 데이터 센터에서 지원되는 최대값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음: 솔루션 검증 개요"

솔루션 검증

솔루션 검증 - 개요

"이전: FlexPod SM-BC 솔루션"

FlexPod SM-BC 솔루션 설계 및 구현 세부사항은 특정 FlexPod 상황 구성 및 솔루션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연속성 요구 사항이 정의된 후 FlexPod SM-BC 솔루션은
두 개의 새로운 FlexPod 시스템을 갖춘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구현하거나, 다른 사이트에 새
FlexPod를 추가하여 기존 FlexPod와 페어링하거나, 두 기존 FlexPod 시스템을 함께
페어링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FlexPod 솔루션은 그 특성상 유연성이 뛰어나므로 지원되는 모든 FlexPod 구성과 구성 요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VMware 기반 가상 인프라 솔루션에 대해 수행된 구현 검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SM-

BC 관련 측면을 제외하고 표준 FlexPod 구축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일반적인 FlexPod 구현 정보에 대해서는 특정
구성에 적합한 FlexPod CVD 및 NVA를 참조하십시오.

검증 토폴로지

FlexPod SM-BC 솔루션의 검증을 위해 NetApp, Cisco 및 VMware에서 지원하는 기술 구성요소가 사용됩니다. 이
솔루션은 사이트 A의 ONTAP 9.10.1, 이중 Cisco Nexus 9336C-FX2 스위치를 실행하는 NetApp AFF A250 HA 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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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B의 이중 Cisco Nexus 3232C 스위치, Cisco UCS 6454 FI를 양쪽 사이트에서 모두 지원합니다. 그리고
VMware vSphere 7.0u2를 실행하고 UCS Manager 및 VMware vCenter Server에서 관리하는 각 사이트에 Cisco

UCS B200 M5 서버 3개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사이트 A에서 실행되는 두 개의 FlexPod 시스템과 사이트 C에서
실행되는 확장된 계층 2 사이트 간 링크 및 ONTAP 중재자에 의해 연결된 사이트 B의 구성 요소 수준 솔루션 검증
토폴로지를 보여 줍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다음 표에는 솔루션 검증에 사용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습니다. Cisco, NetApp 및 VMware는 FlexPod의
특정 구현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http://support.netapp.com/matrix/"

• "Cisco UCS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상호 운용성 툴"

• "http://www.vmware.com/resources/compatibility/search.php"

범주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버전 수량

컴퓨팅 Cisco UCS Fabric

Interconnect 6454

4.2(1f) 4개(사이트당 2개)

Cisco UCS B200 M5 서버 4.2(1f) 6개(사이트당 3개)

Cisco UCS IOM 2204XP 4.2(1f) 4개(사이트당 2개)

Cisco VIC

1440(PID:UCSB-mLOM-

40G-04)

5.2(1a) 2(사이트당 1개)

Cisco VIC

1340(PID:UCSB-mLOM-

40G-03)

4.5(1a) 4개(사이트당 2개)

네트워크 Cisco Nexus 9336C-FX2 9.3(6) 2(사이트 A)

Cisco Nexus 3232C 9.3(6) 2(사이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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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버전 수량

스토리지 NetApp AFF A250 9.10.1 4개(사이트당 2개)

NetApp 시스템 관리자 9.10.1 2(사이트당 1개)

NetApp Active IQ Unified

Manager를 참조하십시오
9.10 1

VMware vSphere용
NetApp ONTAP 툴

9.10 1

VMware vSphere용
NetApp SnapCenter
플러그인

4.6 1

NetApp ONTAP 중재자 1.3 1

NAbox(NAbox) 3.0.2 1

NetApp 수집 21.11.1-1 1

포함되었습니다 VMware ESXi 7.0U2 6개(사이트당 3개)

VMware ESXi nenic

이더넷 드라이버
1.0.35.0 6개(사이트당 3개)

VMware vCenter를
참조하십시오

7.0U2 1

VMware VAAI용 NetApp

NFS 플러그인

2.0 6개(사이트당 3개)

테스트 중 Microsoft Windows 2022 1

Microsoft SQL Server를
참조하십시오

2019년 1

Microsoft SQL Server

Management Studio 를
참조하십시오

18.10 1

HammerDB 4.3 1

Microsoft Windows 10 6개(사이트당 3개)

Iometer를 표시합니다 1.1.0 6개(사이트당 3개)

"다음: 솔루션 검증 - 컴퓨팅."

솔루션 검증 - 컴퓨팅

"사전 구성: 솔루션 검증 - 개요"

FlexPod SM-BC 솔루션의 컴퓨팅 구성은 일반적인 FlexPod 솔루션 모범 사례를 따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검증에 사용된 연결 및 구성 중 일부를 설명합니다. 또한 SM-BC 관련 고려 사항 중
일부는 구축 참조 및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강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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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성

UCS 5108 섀시 후면판 연결을 통해 UCS B200 블레이드 서버와 IOM 간의 연결이 UCS VIC 카드에 의해 제공됩니다.

검증에 사용된 UCS 2204XP 패브릭 익스텐더에는 각 서버에 2개씩 등 8개의 절반 너비 블레이드 서버에 연결할 수
있는 16개의 10G 포트가 있습니다. 서버 연결 대역폭을 높이기 위해 추가 메자닌 기반 VIC를 추가하여 각 서버에 4개의
10G 연결을 제공하는 대체 UCS 2408 IOM에 서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UCS 5108 섀시와 검증에 사용된 UCS 6454 FI 간의 연결은 4개의 10G 연결을 사용하는 IOM 2204XP에서
제공합니다. 이러한 연결을 위해 FI 포트 1 - 4가 서버 포트로 구성됩니다. FI 포트 25~28은 로컬 사이트의 Nexus

스위치 A 및 B에 대한 네트워크 업링크 포트로 구성됩니다. 다음 그림과 표에는 UCS 5108 섀시 및 Nexus 스위치에
연결할 UCS 6454 FI의 연결 다이어그램 및 포트 연결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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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장치 로컬 포트 원격 장치 원격 포트

UCS 6454 FI A 1 IOM A를 지원합니다 1

2 2

3 3

4 4

25 Nexus A 1월 13일

26 2012년 1월 13일

27 Nexus B 3월 1일-13일

28 4월 1일-13일

L1 UCS 6454 FI B L1

L2 L2

UCS 6454 FI B 1 IOM B를 클릭합니다 1

2 2

3 3

4 4

25 Nexus A 3월 1일-13일

26 4월 1일-13일

27 Nexus B 1월 13일

28 2012년 1월 13일

L1 UCS 6454 FI A L1

L2 L2

사이트 A는 Nexus 9336C-FX2switches를 사용하고 사이트 B는 Nexus 3232C 스위치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연결은 A와 B 사이트 모두에서 비슷합니다. Nexus to Fi 연결에는 40g~4x10G

브레이크아웃 케이블이 사용됩니다. Nexus에 대한 FI 연결은 포트 채널을 사용하고 가상 포트 채널은
Nexus 스위치에서 구성되어 각 FI에 대한 연결을 통합합니다.

IOM, FI 및 Nexus 스위치 구성요소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함께 사용할 경우 환경 조합에 적절한
케이블과 포트 속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더 빠른 연결 또는 더 많은 연결을 지원하는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추가 대역폭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는 구성 요소와의 연결을 추가하여 이중화를 추가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필

UCSM(UCS Manager) 또는 Cisco Intersight에서 관리하는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사용하는 블레이드 서버 섀시는
UCSM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필과 Intersight에서 서버 프로필을 사용하여 서버를 추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검증에서는 UCSM 및 서비스 프로필을 사용하여 서버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을 사용하면 원래 서비스
프로필을 새 하드웨어와 연결하기만 하면 서버를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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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서비스 프로필은 VMware ESXi 호스트에 대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 iSCSI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양쪽 사이트의 AFF A250 스토리지에서 SAN을 부팅합니다.

• 다음과 같은 서버에 대해 6개의 vNIC가 생성됩니다.

◦ 2개의 중복 vNIC(vSwitch0-A 및 vSwitch0-B)는 대역 내 관리 트래픽을 전달합니다. 선택 사항으로, 이러한
vNIC는 SM-BC로 보호되지 않는 NFS 프로토콜 데이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vSphere 분산 스위치는 2개의 중복 vNIC(VDS-A 및 VDS-B)를 사용하여 VMware vMotion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을 전송합니다.

◦ iSCSI - iSCSI에서 사용하는 vNIC - iSCSI-A 경로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vSwitch입니다.

◦ iSCSI-B vSwitch에서 iSCSI-B vNIC를 사용하여 iSCSI-B 경로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SAN 부팅

iSCSI SAN 부팅 구성의 경우 iSCSI 부트 매개 변수가 두 iSCSI 패브릭에서 iSCSI 부팅을 허용하도록 설정됩니다.

운영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없을 때 iSCSI SAN 부팅 LUN이 보조 클러스터에서 제공되는 SM-BC 페일오버 시나리오를
수용하기 위해 iSCSI 정적 타겟 구성에는 사이트 A와 사이트 B의 타겟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팅 LUN

가용성을 최대화하려면 모든 스토리지 컨트롤러에서 부팅하도록 iSCSI 부트 매개 변수 설정을 구성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Set iSCSI Boot 매개 변수 대화 상자의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의 부팅 정책에서 iSCSI 정적 대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고가용성을 달성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부팅 전략을 구현하는 권장 iSCSI 부팅 매개
변수 설정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iSCSI 패브릭 우선 순위 iSCSI 타겟 iSCSI LIF

iSCSI A 1 사이트 A iSCSI 타겟 사이트 A 컨트롤러 1 iSCSI

A LIF

2 사이트 B iSCSI 타겟입니다 사이트 B 컨트롤러 2 iSCSI

A L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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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SI 패브릭 우선 순위 iSCSI 타겟 iSCSI LIF

iSCSI B 를 선택합니다 1 사이트 B iSCSI 타겟입니다 사이트 B 컨트롤러 1 iSCSI

B LIF입니다

2 사이트 A iSCSI 타겟 사이트 A 컨트롤러 2 iSCSI

B LIF

"다음: 솔루션 검증 - 네트워크."

솔루션 검증 - 네트워크

"이전: 솔루션 검증 - 컴퓨팅."

FlexPod SM-BC 솔루션의 네트워크 구성은 각 사이트의 일반적인 FlexPod 솔루션 Best

Practice를 따릅니다. 사이트 간 연결의 경우, 솔루션 검증 구성은 두 사이트의 FlexPod Nexus

스위치를 서로 연결하여 두 사이트 간에 VLAN을 확장하는 사이트 간 연결을 제공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검증에 사용된 연결 및 구성 중 일부를 설명합니다.

연결성

각 사이트의 FlexPod Nexus 스위치는 고가용성 구성에서 UCS 컴퓨팅과 ONTAP 스토리지 간의 로컬 연결을
제공합니다. 이중화 구성 요소와 이중화 연결을 통해 단일 장애 지점 시나리오에 대한 복원력을 제공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각 사이트의 Nexus 스위치 로컬 연결을 보여 줍니다.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내용 외에 표시되지 않은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콘솔 및 관리 네트워크 연결도 있습니다. 40G~4 x 10G 브레이크아웃 케이블은 Nexus 스위치를
UCS FI 및 ONTAP AFF A250 스토리지 컨트롤러에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는 100G~4개의 25G 브레이크아웃
케이블을 사용하여 Nexus 스위치와 AFF A250 스토리지 컨트롤러 간의 통신 속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 2개의 AFF A250 컨트롤러는 케이블 연결 그림을 위해 논리적으로 나란히 표시됩니다. 두 스토리지 컨트롤러
간의 두 가지 연결을 통해 스토리지가 스위치가 없는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각 사이트에 있는 Nexus 스위치와 AFF A250 스토리지 컨트롤러 간의 접속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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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장치 로컬 포트 원격 장치 원격 포트

Nexus A 1/10/1 AFF A250 A E1A

1/10/2 e1b

1/10/3 AFF A250 B E1A

1/10/4 e1b

Nexus B 1/10/1 AFF A250 A e1c

1/10/2 e1d

1/10/3 AFF A250 B e1c

1/10/4 e1d

사이트 A와 사이트 B의 FlexPod 스위치 간 연결은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케이블 연결 세부 정보와 함께 표시됩니다. 각
사이트에 있는 두 스위치 간의 연결이 vPC 피어 링크에 대한 것입니다. 반면, 사이트 간 스위치 간의 연결은 사이트 간
링크를 제공합니다. 이 링크는 원격 사이트 리소스에 대한 인터클러스터 통신, SM-BC 데이터 복제, 대역 내 관리 및
데이터 액세스를 위해 사이트 전체에서 VLAN을 확장합니다.

로컬 장치 로컬 포트 원격 장치 원격 포트

사이트 A 스위치 A 33 사이트 B 스위치 A 31

34 32

25 사이트 A 스위치 B 25

26 26

사이트 A 스위치 B 33 사이트 B 스위치 B 31

34 32

25 사이트 A 스위치 A 25

26 26

사이트 B 스위치 A 31 사이트 A 스위치 A 33

32 34

25 사이트 B 스위치 B 25

2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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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장치 로컬 포트 원격 장치 원격 포트

사이트 B 스위치 B 31 사이트 A 스위치 B 33

32 34

25 사이트 B 스위치 A 25

26 26

위 표에는 각 FlexPod 스위치의 관점에서 연결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표에 가독성을 위한
중복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트 채널 및 가상 포트 채널입니다

포트 채널은 대역폭 집선 및 링크 장애 복구를 위해 LACP(Link Aggregation Control Protocol)를 사용하여 링크
집계를 활성화합니다. 가상 포트 채널(vPC)을 사용하면 두 Nexus 스위치 간의 포트 채널 연결이 논리적으로 하나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단일 링크 장애 또는 단일 스위치 장애와 같은 시나리오에 대한 장애 복구 성능이 더욱 향상됩니다.

스토리지에 대한 UCS 서버 트래픽은 IOM A에서 FI A로, IOM B에서 FI B로 경로를 가져가 Nexus 스위치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합니다. Nexus 스위치에 대한 Fi 연결이 FI 측의 포트 채널과 Nexus 스위치 측의 가상 포트 채널을 활용함에
따라 UCS 서버는 두 Nexus 스위치를 통해 경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일 장애 지점 시나리오에서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전 그림과 같이 두 사이트 간에 Nexus 스위치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간에 스위치 쌍을
연결하는 링크는 각각 두 개이며 포트 채널 구성도 사용합니다.

대역 내 관리, 클러스터 간 및 iSCSI/NFS 데이터 스토리지 프로토콜 연결은 중복 구성에서 각 사이트의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로컬 Nexus 스위치에 상호 연결하여 제공됩니다. 각 스토리지 컨트롤러는 2개의 Nexus 스위치에
연결됩니다.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그룹의 일부로 구성된 4개의 연결은 복구 성능을 높여 줍니다. Nexus 스위치
측에서는 이러한 포트도 스위치 간 vPC에 속합니다.

다음 표에는 각 사이트의 포트 채널 ID 및 사용량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포트 채널 ID입니다 사용

10 로컬 Nexus 피어 링크

15 패브릭 인터커넥트 A 링크

16 패브릭 인터커넥트 B 링크

27 스토리지 컨트롤러 A 링크

28 스토리지 컨트롤러 B 링크

100 사이트 간 스위치 A 링크

200 사이트 간 스위치 B 링크

VLAN

다음 표에는 FlexPod SM-BC 솔루션 검증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 구성된 VLAN과 해당 사용량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름 VLAN ID입니다 사용

네이티브 - VLAN 2 기본 VLAN 대신 기본 VLAN으로
사용되는 VLAN 2(1)

20



이름 VLAN ID입니다 사용

OOB-MGMT-VLAN 3333 장치용 대역외 관리 VLAN

IB-MGMT-VLAN 3334 ESXi 호스트에 대한 대역 내 관리
VLAN, VM 관리 등

NFS-VLAN 3335 NFS 트래픽용 선택적 NFS VLAN

iSCSI-A-VLAN 3336 iSCSI - iSCSI 트래픽을 위한 패브릭
VLAN입니다

iSCSI-B-VLAN 3337 iSCSI 트래픽용 iSCSI-B 패브릭
VLAN

VMotion - VLAN 3338 VMware vMotion 트래픽 VLAN

VM-Traffic-VLAN 3339 VMware VM 트래픽 VLAN

인터클러스터 - VLAN 3340 ONTAP 클러스터 피어 통신을 위한
인터클러스터 VLAN

SM-BC는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 NFS 또는 CIFS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지만,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 보호할 필요가 없는 워크로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검증을 위해 NFS 데이터 저장소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솔루션 검증 - 스토리지."

솔루션 검증 - 스토리지

"이전: 솔루션 검증 - 네트워크."

FlexPod SM-BC 솔루션의 스토리지 구성은 각 사이트의 일반적인 FlexPod 솔루션 모범 사례를
따릅니다. SM-BC 클러스터 피어링과 데이터 복제의 경우 두 사이트의 FlexPod 스위치 간에
설정된 사이트 간 링크를 사용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검증에 사용된 연결 및 구성 중 일부를
설명합니다.

연결성

로컬 UCS FI 및 블레이드 서버에 대한 스토리지 연결은 로컬 사이트의 Nexus 스위치를 통해 제공됩니다. 사이트 간
Nexus 스위치 연결을 통해 원격 UCS 블레이드 서버에서도 스토리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표에서는
스토리지 연결 다이어그램과 각 사이트의 스토리지 컨트롤러에 대한 연결 목록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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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장치 로컬 포트 원격 장치 원격 포트

AFF A250 A e0c AFF A250 B e0c

e0d e0d

E1A Nexus A 1/10/1

e1b 1/10/2

e1c Nexus B 1/10/1

e1d 1/10/2

AFF A250 B e0c AFF A250 A e0c

e0d e0d

E1A Nexus A 1/10/3

e1b 1/10/4

e1c Nexus B 1/10/3

e1d 1/10/4

연결 및 인터페이스

각 스토리지 컨트롤러의 물리적 포트 2개가 각 Nexus 스위치에 연결되어 대역폭 애그리게이션 및 이중화를 위해
제공됩니다. 이러한 4개의 접속은 스토리지의 인터페이스 그룹 구성에 포함됩니다. Nexus 스위치의 해당 포트는 링크
집선 및 복원력에 대한 vPC에 사용됩니다.

대역 내 관리, 클러스터 간 및 NFS/iSCSI 데이터 스토리지 프로토콜은 VLAN을 사용합니다. VLAN 포트는 인터페이스
그룹에 생성되어 다른 유형의 트래픽을 분리합니다. 각 기능에 대한 논리 인터페이스(LIF)는 해당 VLAN 포트 위에
생성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물리적 연결, 인터페이스 그룹, VLAN 포트 및 논리 인터페이스 간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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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부팅

FlexPod 솔루션에서 Cisco UCS 서버용 SAN 부트를 구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SAN 부팅을 구현하면 NetApp

스토리지 시스템 내에서 운영 체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므로 더 나은 성능과 유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의 경우 iSCSI SAN 부팅이 검증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NetApp 스토리지에서 Cisco UCS 서버의 iSCSI SAN 부팅에 대한 연결을 보여 줍니다. iSCSI SAN

부팅에서 각 Cisco UCS 서버에는 서버에서 스토리지까지 모두 이중화된 연결을 제공하는 2개의 iSCSI vNIC(각 SAN

패브릭당 1개)가 할당됩니다. Nexus 스위치에 연결된 10/25-G 이더넷 스토리지 포트(이 예에서는 E1A, e1b, e1c 및
e1d)는 함께 그룹화하여 하나의 인터페이스 그룹(ifgrp)을 구성합니다(이 예에서는 a0a). iSCSI VLAN 포트는 ifgrp에서
생성되며 iSCSI VLAN 포트에서 iSCSI LIF가 생성됩니다.

각 iSCSI 부트 LUN은 부트 igroup에서 부트 LUN을 서버의 IQN(iSCSI 정규화된 이름)과 연결하여 iSCSI LIF를 통해
부팅되는 서버에 매핑됩니다. 서버의 부팅 igroup에는 각 vNIC/SAN 패브릭마다 하나씩 두 개의 IQN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권한이 부여된 서버만 해당 서버에 대해 특별히 생성된 부팅 LUN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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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피어링

ONTAP 클러스터 피어는 인터클러스터 LIF를 통해 통신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두 클러스터에
대해 보호 > 개요 창에서 필요한 인터클러스터 LIF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클러스터를 함께 클러스터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첫 번째 클러스터에서 클러스터 피어링 암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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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 클러스터에서 피어 클러스터 옵션을 호출하고 암호 구문 및 인터클러스터 LIF 정보를 제공합니다.

3. System Manager 보호 > 개요 창에 클러스터 피어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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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AP 중재자 설치 및 구성

ONTAP 중재자가 SM-BC 관계에서 ONTAP 클러스터에 대한 쿼럼을 설정합니다. 장애가 감지되면 자동 장애 조치를
조정하고 각 클러스터가 동시에 기본 클러스터로 제어를 설정하려고 할 때 브레인 분할 시나리오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ONTAP 중재자를 설치하기 전에 을 확인하십시오 "ONTAP 중재자 서비스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지원되는 Linux 버전 및 지원되는 다양한 Linux 운영 체제에 설치하는 절차를 보려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ONTAP 중재자를 설치한 후 ONTAP 클러스터에 ONTAP 중재자의 보안 인증서를 추가한 다음 System Manager 보호
> 개요 창에서 ONTAP 중재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ONTAP 중재자 구성 GUI를 보여 줍니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구성된 ONTAP 중재자가 시스템 관리자 보호 > 개요 창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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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BC 정합성 보장 그룹

정합성 보장 그룹은 지정된 볼륨 컬렉션을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에 대해 쓰기 순서 정합성을 보장합니다.

ONTAP 9.10.1의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제한 사항과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클러스터에서 SM-BC 정합성 보장 그룹 관계의 최대 수는 20개입니다.

• SM-BC 관계당 지원되는 최대 볼륨 수는 16개입니다.

• 클러스터의 총 소스 및 대상 엔드포인트의 최대 수는 200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 ONTAP SM-BC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제한 및 제한 사항".

검증 구성의 경우 ONTAP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정합성 보장 그룹을 생성하여 ESXi 부팅 LUN과 두 사이트의
공유 데이터 저장소 LUN을 모두 보호했습니다. 정합성 보장 그룹 생성 대화 상자는 보호 > 개요 > 무중단 업무 운영
보호 > 정합성 보장 그룹 보호 로 이동하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정합성 보장 그룹을 생성하려면 필요한 소스 볼륨,

대상 클러스터 및 대상 스토리지 가상 머신 정보를 생성하여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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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는 검증 테스트를 위해 생성된 4개의 정합성 보장 그룹과 각 정합성 보장 그룹에 포함된 볼륨이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 일관성 그룹 볼륨

사이트 A CG_ESXi_A ESXi_A

사이트 A cg_infra_datastore_a입니다 infra_datastore_A_01

infra_datastore_A_02

사이트 B CG_ESXi_b입니다 ESXi_b

사이트 B cg_infra_datastore_b입니다 infra_datastore_b_01

infra_datastore_b_02

일관성 그룹이 생성된 후에는 사이트 A 및 사이트 B의 해당 보호 관계 아래에 표시됩니다

이 스크린샷은 사이트 A의 일관성 그룹 관계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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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크린샷은 사이트 B의 일관성 그룹 관계를 보여 줍니다

이 스크린샷은 CG_infra_datastore_b 그룹에 대한 정합성 보장 그룹 관계 세부 정보를 보여 줍니다.

볼륨, LUN 및 호스트 매핑

일관성 그룹이 생성되고 나면 SnapMirror는 소스 볼륨과 타겟 볼륨을 동기화하여 데이터가 항상 동기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격 사이트의 대상 볼륨은 _ dest가 끝나는 볼륨 이름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 A 클러스터의 ESXi_A

볼륨의 경우 사이트 B에 해당하는 ESXi_A_dest 데이터 보호(DP) 볼륨이 있습니다

이 스크린샷은 사이트 A의 볼륨 정보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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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크린샷은 사이트 B의 볼륨 정보를 보여 줍니다

투명한 애플리케이션 페일오버를 지원하기 위해 미러링된 SM-BC LUN도 대상 클러스터의 호스트에 매핑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호스트는 소스 클러스터와 대상 클러스터 모두에서 LUN에 대한 경로를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 A와 사이트 B의 "igroup show" 및 "lun show" 출력은 다음 두 스크린샷에서 캡처됩니다. 생성된 매핑에서
클러스터의 각 ESXi 호스트는 고유한 SAN 부팅 LUN을 ID 0으로, 4개의 모든 공유 iSCSI 데이터 저장소 LUN으로
인식합니다.

이 스크린샷은 사이트 A 클러스터의 호스트 igroup 및 LUN 매핑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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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크린샷은 사이트 B 클러스터에 대한 호스트 igroup 및 LUN 매핑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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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솔루션 검증 - 가상화."

솔루션 검증 - 가상화

"이전: 솔루션 검증 - 스토리지."

다중 사이트 FlexPod SM-BC 솔루션에서 단일 VMware vCenter가 전체 솔루션의 가상
인프라스트럭처 리소스를 관리합니다. 두 데이터 센터의 호스트는 두 데이터 센터를 포괄하는
단일 VMware HA 클러스터에 참여합니다. 호스트는 정의된 SM-BC 관계가 있는 스토리지를 두
사이트 모두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NetApp SM-BC 솔루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TH SM-BC 솔루션 스토리지는 VMware vMSC(vSphere Metro Storage Cluster) 기능의 일관된 액세스 모델을
준수하므로 재해 및 다운타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상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려면 로컬 NetApp AFF A250

시스템에서 가상 머신 디스크를 호스팅하여 WAN 링크 전반의 지연 시간 및 트래픽을 정상 운영 상태에서 최소화해야
합니다.

설계 구현의 일부로 두 사이트에 걸친 가상 시스템의 배포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이트 기본 설정 및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에 따라 두 사이트에 걸쳐 가상 머신 사이트 선호도와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VMware 클러스터
VM/호스트 그룹 및 VM/호스트 규칙은 VM/호스트 선호도를 구성하여 원하는 사이트의 호스트에서 VM이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두 사이트에서 VM을 실행할 수 있는 구성을 사용하면 원격 사이트 호스트의 VMware HA에서 VM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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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 솔루션 복원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사이트에서 실행할 가상 머신을 수용하려면 모든 ESXi 호스트에 모든
iSCSI 공유 데이터 저장소를 마운트하여 사이트 간에 가상 머신을 원활하게 vMotion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컴퓨팅 및 스토리지 서비스에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VMware HA 및 vMSC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수준의 FlexPod SM-BC 솔루션 가상화 뷰를 보여 줍니다. 액티브-액티브 데이터 센터 솔루션 아키텍처는 사이트 간
워크로드 이동성을 지원하고 DR/BC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엔드 투 엔드 네트워크 연결

FlexPod SM-BC 솔루션에는 각 사이트의 FlexPod 인프라, 사이트 간 네트워크 연결 및 필요한 RPO 및 RTO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세 번째 사이트에 구축된 ONTAP 중재자가 포함됩니다. 다음 그림은 각 사이트의 Cisco UCS B200M5

서버와 사이트 내부 및 사이트 전체에서 SM-BC 기능을 지원하는 NetApp 스토리지 간의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연결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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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Pod 배포 아키텍처는 이 솔루션 유효성 검사를 위해 각 사이트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솔루션은 비대칭 배포를
지원하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존 FlexPod 솔루션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확장된 계층 2 아키텍처는 각 데이터 센터에서 포트 채널형 Cisco UCS 컴퓨팅과 NetApp 스토리지 간의 연결과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을 제공하는 원활한 다중 사이트 데이터 패브릭에 사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포트 채널 구성 및 가상 포트
채널 구성은 컴퓨팅,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계층 간의 대역폭 집계 및 내결함성 및 사이트 간 링크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UCS 블레이드 서버는 로컬 및 원격 NetApp 스토리지 모두에 대한 연결 및 다중 경로 액세스를 지원합니다.

가상 네트워킹

클러스터의 각 호스트는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상 네트워킹을 사용하여 구축됩니다. 이 설계는 VMware 가상
스위치(vSwitch)와 VMware vDS(Virtual Distributed Switch)를 사용하여 다양한 트래픽 유형을 분리합니다. VMware

vSwitch는 주로 FlexPod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에 사용되고 vDS는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에 사용되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상 스위치(vSwitch, VDS)는 가상 스위치당 2개의 업링크와 함께 구축되며, ESXi 하이퍼바이저 레벨의 업링크를
Cisco UCS 소프트웨어에서 vmnics 및 vNIC(Virtual NIC)라고 합니다. vNIC는 Cisco UCS 서비스 프로필을 사용하여
각 서버의 Cisco UCS VIC 어댑터에 생성됩니다. vNIC 6개가 정의되었으며, vSwitch0의 경우 2개, vDS0의 경우 2개,

vSwitch1의 경우 2개, iSCSI 업링크의 경우 2개가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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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witch0은 VMware ESXi 호스트 구성 중에 정의되며 FlexPod 인프라스트럭처 관리 VLAN 및 관리를 위한 ESXi

호스트 VMK(VMkernel) 포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중요 인프라스트럭처 관리 가상 머신에 대해
인프라스트럭처 관리 가상 머신 포트 그룹도 vSwitch0에 배치됩니다.

FlexPod 인프라를 종료하거나 전원을 껐다가 켠 후 원래 실행 중인 호스트가 아닌 호스트에서 해당 관리 가상 시스템을
활성화하려고 할 경우 VDS 대신 vSwitch0에 이러한 관리 인프라 가상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Switch0의 네트워크에서 정상적으로 부팅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VMware vCenter가 관리 가상 머신인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vCenter가 VDS에 있고 다른 호스트로 이동한 다음 부팅된 경우 부팅 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설계에는 두 개의 iSCSI 부트 vSwitch가 사용됩니다. Cisco UCS iSCSI 부팅에는 iSCSI 부팅을 위한 별도의
vNIC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vNIC는 해당 패브릭의 iSCSI VLAN을 기본 VLAN으로 사용하며 해당 iSCSI 부트
vSwitch에 연결됩니다. 필요에 따라 새 VDS를 배포하거나 기존 VDS를 사용하여 VDS에 iSCSI 네트워크를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VM-호스트 선호도 그룹 및 규칙

두 SM-BC 사이트의 ESXi 호스트에서 가상 머신을 실행하려면 모든 ESXi 호스트가 두 사이트에서 iSCSI 데이터
저장소를 마운트해야 합니다. 두 사이트의 데이터 저장소가 모든 ESXi 호스트에 의해 올바르게 마운트된 경우
vMotion을 사용하는 모든 호스트 간에 가상 머신을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으며 VM은 해당 데이터 저장소에서 생성된
모든 가상 디스크에 대한 액세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로컬 데이터 저장소를 사용하는 가상 머신의 경우 가상 디스크가 원격 사이트의 호스트로 마이그레이션되면 가상
디스크에 대한 액세스가 원격으로 되어 사이트 간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읽기 작업 지연 시간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로컬
호스트에 가상 시스템을 유지하고 사이트의 로컬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VM/호스트 선호도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VM/호스트 그룹을 사용하여 특정 사이트에 있는 가상 머신 및 호스트에 대한
VM 그룹 및 호스트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VM/호스트 규칙을 사용하여 따를 VM 및 호스트에 대한 정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유지 관리 또는 재해 시나리오 중에 사이트 간에 가상 시스템 마이그레이션을 허용하려면 이러한
유연성을 위해 "그룹의 호스트에서 실행해야 함" 정책 사양을 사용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사이트 A와 사이트 B 호스트 및 VM에 대해 두 개의 호스트 그룹과 두 개의 VM 그룹이 생성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35



또한 다음 두 그림에서는 사이트 A 및 사이트 B VM이 "그룹의 호스트에서 실행해야 함" 정책을 사용하여 각 사이트의
호스트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VM/호스트 규칙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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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here HA 하트비트입니다

VMware vSphere HA에는 호스트 상태 검증을 위한 하트비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기본 하트비트 메커니즘은
네트워킹을 통해, 보조 하트비트 메커니즘은 데이터 저장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트비트가 수신되지 않으면 기본
게이트웨이나 수동으로 구성된 격리 주소를 ping하여 하트비트가 네트워크에서 격리되는지 결정합니다. 데이터 저장소
하트비트의 경우 확대 클러스터에 대해 하트비트 데이터 저장소를 최소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솔루션 검증을 위해 두 개의 ONTAP 클러스터 관리 IP 주소가 격리 주소로 사용됩니다. 또한 다음 그림과 같이 값이 4인
권장 vSphere HA 고급 옵션 d.heartbeatDsPerHost가 추가되었습니다.

하트비트 데이터 저장소의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클러스터에서 4개의 공유 데이터 저장소를 지정하고 자동으로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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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HA 클러스터 및 VMware vSphere Metro 스토리지 클러스터에 대한 추가 Best Practice와 구성은 를
참조하십시오 "vSphere HA 클러스터 생성 및 사용", "VMware vMSC(vSphere Metro Storage Cluster)" 및 에 대한
VMware KB를 참조하십시오 "NetApp ONTAP with NetApp SnapMirror 비즈니스 연속성(SM-BC) 및 VMware

vSphere Metro Storage Cluster(vMSC)".

"다음으로 솔루션 검증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루션 검증 시나리오

"이전: 솔루션 검증 - 가상화."

FlexPod Datacenter SM-BC 솔루션은 다양한 단일 장애 지점 시나리오와 사이트 재해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보호합니다. 각 사이트에 구현된 이중화 설계는 고가용성을 제공하며, 사이트 간
동기식 데이터 복제를 통해 SM-BC를 구현하면 한 사이트의 사이트 전체에 걸친 재해 발생 시
데이터 서비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배포된 솔루션은 원하는 솔루션 기능 및 솔루션이
보호되도록 설계된 다양한 장애 시나리오에 대해 검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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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기능 검증

솔루션 기능을 검증하고 부분 및 전체 사이트 장애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 사례가 사용됩니다.

Cisco Validated Design Program의 기존 FlexPod 데이터 센터 솔루션에서 이미 수행된 테스트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보고서의 중점 내용은 솔루션의 SM-BC 관련 측면에 있습니다. 실무자가 구현 검증을 위해 거쳐야 하는
일반적인 FlexPod 유효성 검사가 몇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루션 검증을 위해 ESXi 호스트당 하나의 Windows 10 가상 머신이 두 사이트의 모든 ESXi 호스트에 생성되었습니다.

IOMeter 도구가 설치되어 공유 로컬 iSCSI 데이터 저장소에서 매핑된 두 개의 가상 데이터 디스크에 대한 I/O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구성된 IOMeter 워크로드 매개 변수는 8KB I/O, 75% 읽기 및 50% 랜덤으로 각 데이터
디스크에 대해 8개의 탁월한 I/O 명령을 구성했습니다. 수행되는 대부분의 테스트 시나리오에서 IOMeter I/O를 계속
수행하면 해당 시나리오에서 데이터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SM-BC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같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Windows Server 2022의 가상
머신에 있는 Microsoft SQL Server 2019 인스턴스는 로컬 사이트의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없고 애플리케이션 없이
원격 사이트 스토리지에서 데이터 서비스가 재개될 때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실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운영 중단:

ESXi 호스트 iSCSI SAN 부팅 테스트입니다

솔루션의 ESXi 호스트는 iSCSI SAN에서 부팅하도록 구성됩니다. SAN 부트를 사용하면 추가 구성 변경 없이 IT가
부팅할 수 있도록 서버의 서비스 프로필을 새 서버와 연결할 수 있으므로 서버 교체 시 서버 관리가 간소화됩니다.

로컬 iSCSI 부트 LUN에서 사이트에 있는 ESXi 호스트를 부팅하는 것 외에도 로컬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Takeover

상태에 있거나 로컬 스토리지 클러스터를 완전히 사용할 수 없을 때 ESXi 호스트를 부팅하기 위해 테스트가
수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검증 시나리오에서는 ESXi 호스트가 설계별로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스토리지
유지 보수 또는 재해 복구 시나리오에서 부팅하여 비즈니스 연속성을 제공합니다.

SM-BC 정합성 보장 그룹 관계가 구성되기 전에 스토리지 컨트롤러 HA 쌍에서 호스팅되는 iSCSI LUN의 경로가 4

개(Best Practice 구현을 기반으로 각 iSCSI 패브릭을 통해 2개)입니다. 호스트는 2개의 iSCSI VLAN/패브릭을 통해
LUN 호스팅 컨트롤러에 연결할 수 있고 컨트롤러의 고가용성 파트너를 통해 LUN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SM-BC 정합성 보장 그룹 관계가 구성되고 미러링된 LUN이 이니시에이터에 제대로 매핑되면 LUN의 경로 수가 두 배가
됩니다. 이 구축 환경에서는 2개의 활성/최적화 경로와 2개의 활성/최적화 경로를 갖는 것에서부터 2개의 활성/최적화
경로와 6개의 활성/비최적화 경로를 갖는 것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LUN 0과 같이 ESXi 호스트가 LUN을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경로를 보여 줍니다. LUN이
사이트 A 컨트롤러 01에 연결되므로 해당 컨트롤러를 통해 LUN에 직접 액세스하는 2개의 경로만 액티브/최적화되고
나머지 6개 경로만 액티브/비최적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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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스토리지 디바이스 경로 정보 스크린샷은 ESXi 호스트에서 두 가지 유형의 디바이스 경로를 보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두 개의 Active/Optimized Path는 Active(I/O) Path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며, 6개의 Active/Non-

Optimized Path는 Active로 표시됩니다. 또한 Target 열에는 두 개의 iSCSI 타겟과 타겟에 액세스할 수 있는 각 iSCSI

LIF IP 주소가 표시됩니다.

스토리지 컨트롤러 중 하나가 유지보수 또는 업그레이드를 위해 중단되면 다운 컨트롤러에 연결되는 두 개의 경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대신 경로 상태가 'dad’로 표시됩니다.

정합성 보장 그룹의 페일오버가 수동 페일오버 테스트 또는 자동 재해 페일오버로 인해 운영 스토리지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경우, 보조 스토리지 클러스터는 SM-BC 정합성 보장 그룹의 LUN에 대한 데이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합니다.

LUN ID는 보존되고 데이터는 동기식으로 복제되므로 SM-BC 정합성 보장 그룹에 의해 보호되는 모든 ESXi 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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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팅 LUN은 원격 스토리지 클러스터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VMware vMotion 및 VM/호스트 선호도 테스트

일반 FlexPod VMware 데이터 센터 솔루션은 FC, iSCSI, NVMe 및 NFS와 같은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하지만
FlexPod SM-BC 솔루션 기능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크리티컬 솔루션에 사용되는 FC 및 iSCSI SAN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이 검증에서는 iSCSI 프로토콜 기반 데이터 저장소와 iSCSI SAN 부팅만 사용합니다.

가상 머신이 SM-BC 사이트 중 하나에서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두 사이트의 iSCSI 데이터
저장소를 클러스터의 모든 호스트에서 마운트해야 두 사이트 간에 가상 머신을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고 재해 페일오버
시나리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간 SM-BC 정합성 보장 그룹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가상 인프라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NFS

프로토콜 및 NFS 데이터 저장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이 SM-BC 정합성
보장 그룹에 의해 보호되는 SAN 데이터 저장소를 제대로 사용하여 비즈니스 연속성을 제공하도록 VM용 스토리지를
할당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호스트가 두 사이트에서 iSCSI 데이터 저장소를 마운트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iSCSI 데이터 저장소 간에 가상 시스템 디스크를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성능을 고려하려면 로컬 스토리지 클러스터의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가상 시스템에 대해 디스크 I/O 지연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00km 거리당 약 1ms의 물리적 왕복 거리 지연 시간 때문에 두 사이트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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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간 및 동일한 사이트의 다른 호스트에 대한 가상 머신의 vMotion 테스트가 수행되어 성공했습니다. 사이트 간에
가상 머신을 수동으로 마이그레이션한 후에는 VM/호스트 선호도 규칙이 가상 머신을 정상 조건 하에 있는 그룹으로
활성화하고 다시 마이그레이션합니다.

계획된 스토리지 페일오버

스토리지 페일오버 후 솔루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초기 구성 후 솔루션에 대해 계획된 스토리지 페일오버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테스트는 I/O 중단을 일으킬 수 있는 연결 또는 구성 문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결 또는 구성 문제를 정기적으로 테스트하고 해결하면 실제 사이트 재해가 발생할 때 중단 없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획된 스토리지 페일오버는 예약된 스토리지 유지보수 작업 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사이트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A 스토리지 데이터 서비스의 수동 페일오버를 사이트 B에 시작하려면 사이트 B ONTAP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보호 > 관계 화면으로 이동하여 정합성 보장 그룹 관계 상태가 '동기화 중’인지 확인합니다. 아직 동기화 중인
상태라면 장애 조치를 수행하기 전에 동기화 중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2. 소스 이름 옆의 점을 확장하고 장애 조치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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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을 시작할 대체 작동을 확인합니다.

사이트 B System Manager GUI에서 두 정합성 보장 그룹 CG_ESXi_A와 CG_infra_datastore_A의 페일오버를
시작한 직후 사이트 A에서 두 정합성 보장 그룹을 사이트 B로 이동했습니다 그 결과, 사이트의 I/O가 System Manager

성능 창에 표시된 것처럼 크게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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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이트 B System Manager 대시보드의 성능 창에는 사이트 A에서 약 130K IOP로 이동하는 추가 I/O 덕분에
IOP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표시됩니다. 약 1GB/s의 처리량과 1밀리초 미만의 I/O 지연 시간을 유지했습니다.

I/O가 사이트 A에서 사이트 B로 투명하게 마이그레이션되면 예약된 유지 관리를 위해 사이트 A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지 관리 작업 또는 테스트가 완료되고 사이트 A 스토리지 클러스터가 백업 및 작동 가능으로
전환된 후 장애 조치를 수행하기 전에 정합성 보장 그룹 보호 상태가 다시 "동기화 중"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 후 사이트
B의 페일오버 입출력을 사이트 A로 되돌립니다 유지 관리 또는 테스트를 위해 사이트가 다운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데이터가 동기화되고 정합성 보장 그룹이 '동기화 중'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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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되지 않은 스토리지 페일오버

계획되지 않은 스토리지 페일오버는 실제 재해가 발생하거나 재해 시뮬레이션 중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 A의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정전이 발생하거나, 계획되지 않은 스토리지 페일오버가 트리거되고, 사이트 A LUN에
대한 데이터 서비스가 SM-BC 관계에 의해 보호되면 사이트 B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A에서 스토리지 재해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전원 스위치를 물리적으로 끄고 컨트롤러에 대한 전원 공급을
중단하면 사이트 A의 두 스토리지 컨트롤러의 전원을 끌 수 있습니다. 또는 스토리지 컨트롤러 서비스 프로세서의
시스템 전원 관리 명령을 사용하여 컨트롤러의 전원을 끕니다.

사이트의 스토리지 클러스터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이트 A 스토리지 클러스터에서 데이터 서비스가 갑자기
중지됩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사이트에서 SM-BC 솔루션을 모니터링하는 ONTAP 중재자가 사이트의 스토리지 장애
상태를 감지하고 SM-BC 솔루션에서 자동화된 계획되지 않은 페일오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이트 B

스토리지 컨트롤러는 사이트 A와의 SM-BC 정합성 보장 그룹 관계에 구성된 LUN에 대해 데이터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운영 체제가 LUN의 경로 상태를 확인한 후 남아 있는 사이트 B 스토리지 컨트롤러에 대한 사용
가능한 경로에서 입출력을 재개하는 동안 데이터 서비스가 잠시 일시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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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테스트 중에 두 사이트의 VM에 있는 IOMeter 툴은 로컬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입출력을 생성합니다. 사이트 A

클러스터의 전원이 꺼진 후 입출력이 잠시 일시 중지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시작됩니다. 각 사이트에서 약 80k IOPS와
600MB/s 처리량을 보여 주는 재해 전에 사이트 A와 사이트 B의 스토리지 클러스터 대시보드에 대한 다음 두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A에서 스토리지 컨트롤러의 전원을 끈 후 사이트 B 스토리지 컨트롤러 I/O가 급격히 증가하여 사이트 A를
대신하여 추가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음 그림 참조). 또한 IOMeter VM의
GUI는 사이트 A 스토리지 클러스터 중단에도 불구하고 I/O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SM-BC 관계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LUN에서 백업한 추가 데이터 저장소가 있는 경우 스토리지 재해가 발생할 때 해당 데이터 저장소에
더 이상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평가하고 비즈니스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를 SM-BC 관계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 저장소에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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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A 클러스터가 다운된 상태에서 정합성 보장 그룹의 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동기화 중단 상태로 표시됩니다.

사이트 A의 스토리지 컨트롤러에 대한 전원을 다시 켜면 스토리지 클러스터가 부팅되고 사이트 A와 사이트 B 간의
데이터 동기화가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사이트 B의 데이터 서비스를 사이트 A로 다시 반환하기 전에 사이트 A System Manager를 확인하고 SM-BC 관계가
제대로 인식되었는지, 그리고 상태가 다시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합성 보장 그룹이 동기화 중임을 확인한
후 수동 페일오버 작업을 시작하여 정합성 보장 그룹 관계의 데이터 서비스를 사이트 A로 다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유지 관리 또는 사이트 장애 완료

현장에 현장 유지 보수, 전력 손실 또는 허리케인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FlexPod SM-BC 솔루션이 모든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이러한 장애를 극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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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적절히 구성되도록 계획되었거나 계획되지 않은 사이트 장애 시나리오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이트
관련 시나리오가 검증되었습니다.

• 가상 시스템 및 중요 데이터 서비스를 다른 사이트로 마이그레이션하여 사이트 유지 관리 시나리오를 계획했습니다

• 재해 시뮬레이션을 위해 서버 및 스토리지 컨트롤러의 전원을 꺼서 계획되지 않은 사이트 중단 시나리오

계획된 사이트 유지 관리를 위해 사이트를 준비하려면 영향을 받는 가상 시스템을 vMotion과 함께 사이트 외부로
마이그레이션하고, 가상 머신 및 중요 데이터 서비스를 대체 사이트로 마이그레이션하려면 SM-BC 정합성 보장 그룹
관계의 수동 페일오버가 필요합니다. 테스트는 두 가지 다른 순서로 수행되었습니다. 먼저 vMotion을 실행한 후 SM-BC

페일오버 및 SM-BC 페일오버 후에 vMotion을 먼저 실행하여 가상 머신이 계속 실행되고 데이터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계획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기 전에 VM/호스트 선호도 규칙을 업데이트하여 현재 사이트에서 실행 중인 VM이 유지
보수 중인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되도록 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사이트 A에서 사이트 B로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할 VM에 대한 사이트 A VM/호스트 선호도 규칙을 수정하는 예를 보여 줍니다. 이제 사이트 B에서 VM을
실행해야 하는 대신 VM을 수동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도록 선호도 규칙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 머신 및 스토리지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한 후에는 서버, 스토리지 컨트롤러, 디스크 쉘프 및 스위치의 전원을 끄고
필요한 사이트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유지 관리가 완료되고 FlexPod 인스턴스가 백업되면
VM에 대한 호스트 그룹 선호도를 변경하여 원래 사이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룹의 호스트에서 실행해야
함" VM/호스트 사이트 선호도 규칙을 다시 "그룹의 호스트에서 실행해야 함"으로 변경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다른
사이트의 호스트에서 가상 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증 테스트를 위해 모든 가상 시스템이 다른
사이트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되었으며, SM-BC 관계에 대한 페일오버를 수행한 후에도 데이터 서비스가 문제
없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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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되지 않은 사이트 재해 시뮬레이션의 경우 서버 및 스토리지 컨트롤러의 전원을 꺼서 사이트 재해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VMware HA 기능은 다운된 가상 시스템을 감지하고 정상 작동하는 사이트에서 해당 가상
시스템을 다시 시작합니다. 또한 세 번째 사이트에서 실행 중인 ONTAP 중재자가 사이트 장애를 감지하고 정상
작동하는 사이트가 페일오버를 시작하고 필요에 따라 중단 사이트에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사이트의 스토리지 재해 시뮬레이션을 위해 스토리지 컨트롤러의 서비스 프로세서 CLI를 사용하여
사이트의 전원을 갑자기 끄는 것을 보여 줍니다.

NetApp Harvest 데이터 수집 툴에서 캡처되고 NAbox 모니터링 도구의 Grafana 대시보드에 표시되는 스토리지
클러스터의 스토리지 가상 머신 대시보드는 다음 두 개의 스크린샷에 나와 있습니다. IOPS 및 처리량 그래프의
오른쪽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이트 B 클러스터는 사이트 A 클러스터가 다운된 직후 클러스터 A 스토리지 워크로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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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SQL Server를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SQL Server는 엔터프라이즈 IT를 위해 널리 채택되고 배포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입니다. Microsoft SQL

Server 2019 릴리스는 관계형 및 분석 엔진에 많은 새로운 기능과 향상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은 사내,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과 하이브리드 퍼블릭 클라우드 모두에서 2가지 워크로드를 지원합니다. 또한
Windows, Linux 및 컨테이너를 포함한 여러 플랫폼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FlexPod SM-BC 솔루션의 비즈니스 크리티컬 워크로드 검증에 따라, Windows Server 2022 VM에 설치된 Microsoft

SQL Server 2019가 SM-BC 계획 및 계획되지 않은 스토리지 페일오버 테스트를 위한 IOMeter VM과 함께
포함됩니다. Windows Server 2022 VM에서는 SQL Server를 관리하기 위해 SQL Server Management Studio가
설치됩니다. 테스트를 위해 HammerDB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을 생성합니다.

Microsoft SQL Server TPROC-C 워크로드를 사용하여 테스트하도록 HammerDB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도구를
구성했습니다. 스키마 빌드 구성의 경우 다음 스크린샷과 같이 10명의 가상 사용자가 있는 100개의 웨어하우스를
사용하도록 옵션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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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마 빌드 옵션이 업데이트된 후 스키마 빌드 프로세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분 후에 시스템 프로세서 CLI 명령을
사용하여 두 노드 AFF A250 스토리지 클러스터의 두 노드 전원을 동시에 꺼서 예정되지 않은 사이트 B 스토리지
클러스터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을 잠시 일시 중지한 후 재해 복구를 위한 자동 페일오버가 시작되고 트랜잭션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해당 시간에 대한 HammerDB 트랜잭션 카운터 스크린샷을 보여 줍니다. Microsoft

SQL Server의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사이트 B 스토리지 클러스터에 상주하므로 사이트 B의 스토리지가 다운된
후 트랜잭션이 잠시 일시 중지되었다가 자동 페일오버가 발생한 후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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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ge 클러스터 메트릭은 NetApp Harvest 모니터링 툴이 설치된 NAbox 툴을 사용하여 캡처되었습니다. 결과는
스토리지 가상 머신 및 기타 스토리지 개체에 대한 사전 정의된 Grafana 대시보드에 표시됩니다. 대시보드는 사이트
B와 사이트 A에 대해 분리된 읽기 및 쓰기 통계와 함께 지연 시간, 처리량, IOPS 및 추가 세부 정보에 대한 매트릭스를
제공합니다

이 스크린샷은 사이트 B 스토리지 클러스터에 대한 NAbox Grafana 성능 대시보드를 보여줍니다.

사이트 B 스토리지 클러스터의 IOPS는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약 100K IOPS 였습니다. 그런 다음, 성능 메트릭이
재해로 인해 그래프 오른쪽에서 0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사이트 B 스토리지 클러스터가 다운되었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 후 사이트 B 클러스터에서 아무것도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사이트 A 스토리지 클러스터의 IOPS는 자동 페일오버 후 사이트 B에서 추가 워크로드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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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에서는 IOPS 및 처리량 그래프의 오른쪽에 추가 워크로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는 사이트 A

스토리지 클러스터의 NAbox Grafana 성능 대시보드가 나와 있습니다.

위의 스토리지 재해 테스트 시나리오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상주하는 사이트 B에서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가
전체 스토리지 클러스터 중단 시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재해가 감지되고
페일오버가 발생한 후 사이트에서 스토리지 클러스터로 제공되는 데이터 서비스를 투명하게 사용했습니다.

컴퓨팅 계층에서 특정 사이트에서 실행 중인 VM에 호스트 장애가 발생하면 VM은 VMware HA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이트 컴퓨팅 중단을 위해 VM/호스트 선호도 규칙을 통해 남아 있는
사이트에서 VM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에서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애플리케이션 다운타임을 방지하기 위해 Microsoft Failover Cluster 또는 Kubernetes 컨테이너 기반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기반 클러스터링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애플리케이션 기반
클러스터링의 구현 방법은 관련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결론."

결론

"이전: 솔루션 검증 시나리오."

SM-BC가 포함된 FlexPod 데이터 센터는 액티브-액티브 데이터 센터 설계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크리티컬 워크로드에 비즈니스 연속성 및 재해 복구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솔루션은
Metro 지역에 지리적으로 분산된 별도의 위치에 구축된 두 데이터 센터를 서로 연결합니다.

NetApp SM-BC 솔루션은 동기식 복제를 사용하여 사이트 장애로부터 비즈니스 크리티컬
데이터 서비스를 보호합니다. 이 솔루션을 사용하려면 두 개의 FlexPod 배포 사이트에 10밀리초
미만의 라운드 트립 네트워크 지연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이트에 구축된 NetApp ONTAP 중재자가 SM-BC 솔루션을 모니터링하고 사이트 재해가 탐지될 때 자동
페일오버를 지원합니다. VMware HA 및 VMware vSphere Metro Storage Cluster 구성을 지원하는 VMware

vCenter는 NetApp SM-BC와 원활하게 연동되므로 원하는 제로 RPO 및 제로에 가까운 RTO 목표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FlexPod SM-BC 솔루션은 기존 FlexPod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존 FlexPod에
FlexPod 솔루션을 추가하여 비즈니스 연속성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NetApp과 Cisco는 Cisco Intersight,

Ansible, HashCorp Terraform 기반 자동화 등의 추가 관리, 모니터링 및 자동화 툴을 사용하여 솔루션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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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하고 운영에 대한 통찰력을 확보하며 구축 및 운영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SQL Server와 같은 비즈니스에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의 관점에서 볼 때 ONTAP SM-BC CG 관계에 의해
보호되는 VMware 데이터 저장소에 상주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사이트 스토리지 중단이 발생해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증 테스트 중에 확인된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가 상주하는 스토리지 클러스터의 정전이 발생한 후 SM-BC

CG 관계의 페일오버가 발생하고 Microsoft SQL Server 트랜잭션이 애플리케이션 중단 없이 재개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세분화된 데이터 보호를 통해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에 ONTAP SM-BC CG 관계를
생성하여 제로 RPO 및 제로에 가까운 RTO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icrosoft SQL Server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인 VMware 클러스터가 사이트 스토리지 가동 중단 시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사이트에 있는
ESXi 호스트의 부팅 LUN도 SM-BC CG 관계에 의해 보호됩니다.

FlexPod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활용하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변화에 따라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인프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검증된 설계를 통해 분산된 통합 인프라에 VMware vSphere 기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으므로, 많은 단일 장애 지점 시나리오에 대한 복원력과 중요 비즈니스 데이터
서비스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이트 장애 복구 기능을 갖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추가 정보 및 버전 기록을 찾을 위치."

추가 정보 및 버전 기록을 찾을 수 있는 위치

"이전: 결론."

이 문서에 설명된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문서 및/또는 웹 사이트를 검토하십시오.

FlexPod

• FlexPod 홈 페이지

"https://www.flexpod.com"

• FlexPod용 Cisco Validated Design 및 구축 가이드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design-zone/data-center-design-guides/flexpod-design-

guides.html"

• Cisco 서버 - UCS(Unified Computing System)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ervers-unified-computing/index.html"

• NetApp 제품 설명서

"https://www.netapp.com/support-and-training/documentation/"

• UCS 관리 모드, VMware vSphere 7.0 U2 및 NetApp ONTAP 9.9에서 Cisco UCS 4.2(1)가 지원되는 FlexPod

데이터 센터 설계 가이드

"https://www.cisco.com/c/en/us/td/docs/unified_computing/ucs/UCS_CVDs/flexpod_m6_esxi7u2_design.ht

ml"

• UCS 관리 모드, VMware vSphere 7.0 U2 및 NetApp ONTAP 9.9에서 Cisco UCS 4.2(1)가 지원되는 FlexPod

데이터 센터 구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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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isco.com/c/en/us/td/docs/unified_computing/ucs/UCS_CVDs/flexpod_m6_esxi7u2.html"

• Cisco UCS X-Series, VMware 7.0 U2 및 NetApp ONTAP 9.9를 지원하는 FlexPod 데이터 센터 설계 가이드

"https://www.cisco.com/c/en/us/td/docs/unified_computing/ucs/UCS_CVDs/flexpod_xseries_esxi7u2_desig

n.html"

• FlexPod 데이터 센터 및 Cisco UCS X 시리즈, VMware 7.0 U2 및 NetApp ONTAP 9.9 구축 가이드

"https://www.cisco.com/c/en/us/td/docs/unified_computing/ucs/UCS_CVDs/flexpod_xseries_vmware_7u2.h

tml"

• FlexPod Express for VMware vSphere 7.0 with Cisco UCS Mini 및 NetApp AFF/FAS NVA 설계 가이드

https://www.netapp.com/pdf.html?item=/media/22621-nva-1154-DESIGN.pdf

• FlexPod Express for VMware vSphere 7.0 with Cisco UCS Mini 및 NetApp AFF/FAS NVA 구축 가이드

https://www.netapp.com/pdf.html?item=/media/21938-nva-1154-DEPLOY.pdf

• VXLAN 멀티 사이트 프런트엔드 패브릭을 사용하는 FlexPod MetroCluster IP

"https://www.cisco.com/c/dam/en/us/products/collateral/servers-unified-computing/flexpod-metrocluster-ip-

vxlan-multi-site-wp.pdf"

• NAbox(NAbox)

"https://nabox.org"

• NetApp 수집

"https://github.com/NetApp/harvest/releases"

SM - BC

• SM - BC

"https://docs.netapp.com/us-en/ontap/smbc/index.html"

• TR-4878: SM-BC(SnapMirror 비즈니스 연속성) ONTAP 9.8

https://www.netapp.com/pdf.html?item=/media/21888-tr-4878.pdf

• SnapMirror 관계 ONTAP 9를 올바르게 삭제하는 방법

"https://kb.netapp.com/Advice_and_Troubleshooting/Data_Protection_and_Security/SnapMirror/How_to_c

orrectly_delete_a_SnapMirror_relationship_ONTAP_9"

• SnapMirror Synchronous 재해 복구 기본 사항

"https://docs.netapp.com/us-en/ontap/data-protection/snapmirror-synchronous-disaster-recovery-basics-

concept.html"

• 비동기식 SnapMirror 재해 복구 기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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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netapp.com/us-en/ontap/data-protection/snapmirror-disaster-recovery-concept.html#data-

protection-relationships"

• 데이터 보호 및 재해 복구

"https://docs.netapp.com/us-en/ontap/data-protection-disaster-recovery/index.html"

• ONTAP 중재자 서비스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합니다

"https://docs.netapp.com/us-en/ontap/mediator/index.html"

VMware vSphere HA 및 vSphere Metro Storage Cluster를 지원합니다

• vSphere HA 클러스터 생성 및 사용

"https://docs.vmware.com/en/VMware-vSphere/7.0/com.vmware.vsphere.avail.doc/GUID-5432CA24-14F1-

44E3-87FB-61D937831CF6.html"

• VMware vMSC(vSphere Metro Storage Cluster)

"https://core.vmware.com/resource/vmware-vsphere-metro-storage-cluster-vmsc"

• VMware vSphere Metro Storage Cluster 권장 사례

"https://core.vmware.com/resource/vmware-vsphere-metro-storage-cluster-recommended-practices"

• NetApp ONTAP with NetApp SnapMirror SM-BC(Business Continuity) with VMware vSphere Metro

Storage Cluster(vMSC). (83370)

"https://kb.vmware.com/s/article/83370"

• VMware vSphere Metro Storage Cluster 및 ONTAP를 사용하여 계층 1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합니다

"https://community.netapp.com/t5/Tech-ONTAP-Blogs/Protect-tier-1-applications-and-databases-with-

VMware-vSphere-Metro-Storage/ba-p/171636"

Microsoft SQL 및 HammerDB

• Microsoft SQL Server 2019

"https://www.microsoft.com/en-us/sql-server/sql-server-2019"

• VMware vSphere 기반 Microsoft SQL Server 설계 Best Practices Guide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vmware.com/content/dam/digitalmarketing/vmware/en/pdf/solutions/sql-server-on-vmware-

best-practices-guide.pdf"

• HammerDB 웹 사이트

"https://www.hammerd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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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성 매트릭스

• Cisco UCS 하드웨어 호환성 매트릭스

"https://ucshcltool.cloudapps.cisco.com/public/"

•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https://support.netapp.com/matrix/"

• NetApp Hardware Universe를 참조하십시오

"https://hwu.netapp.com"

• VMware 호환성 가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vmware.com/resources/compatibility/search.php"

버전 기록

버전 날짜 문서 버전 기록

버전 1.0 2022년 4월 최초 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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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니다. 여기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NetApp, Inc.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이 데이터를 사용, 공개, 재생산, 수정,

수행 또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대한 정부 라이센스는 DFARS 조항 252.227-7015(b)(2014년 2월)에
명시된 권한으로 제한됩니다.

상표 정보

NETAPP, NETAPP 로고 및 http://www.netapp.com/TM에 나열된 마크는 NetApp, Inc.의 상표입니다. 기타 회사 및
제품 이름은 해당 소유자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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