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tApp ONTAP용 Amazon FSx 기반 SAP
HANA - SnapCenter를 통한 백업 및 복구
NetApp Solutions SAP
NetApp
April 25, 2023

This PDF was generated from https://docs.netapp.com/ko-kr/netapp-solutions-sap/backup/amazon-fsx-
overview.html on April 25, 2023. Always check docs.netapp.com for the latest.



목차
NetApp ONTAP용 Amazon FSx 기반 SAP HANA - SnapCenter를 통한 백업 및 복구 . . . . . . . . . . . . . . . . . . . . . .  1

TR-4926: NetApp ONTAP용 Amazon FSx 기반 SAP HANA - SnapCenter를 통한 백업 및 복구 . . . . . . . . . . . .  1

ONTAP용 Amazon FSx를 사용한 백업 및 복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SnapCenter 아키텍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SnapCenter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SnapCenter 백업 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비 데이터 볼륨 백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SnapVault를 사용한 백업 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위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NetApp ONTAP용 Amazon FSx 기반 SAP HANA -
SnapCenter를 통한 백업 및 복구

TR-4926: NetApp ONTAP용 Amazon FSx 기반 SAP HANA -
SnapCenter를 통한 백업 및 복구

NetApp, Nils Bauer

이 기술 보고서에서는 NetApp ONTAP 및 NetApp SnapCenter용 Amazon FSx의 SAP HANA 데이터 보호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구성, 백업 작업, 백업 작업 등 SnapCenter 개념, 구성 권장사항, 운영
워크플로우를 소개합니다. 복원 및 복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은 SAP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중단 없는 지속적인 가용성을 필요로 합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볼륨이 요구되고 시스템 백업과 같은 일상적인 유지 관리 작업이 필요할 때 일관된 성능 수준을 기대합니다. SAP

데이터베이스 백업은 중요한 작업이며 운영 SAP 시스템에 상당한 성능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백업할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는 반면 백업 윈도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백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SAP 운영 및 비운영 시스템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하여
비즈니스 비용을 절감해야 하기 때문에 SAP 시스템을 복원 및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문제가 됩니다.

"다음: ONTAP용 Amazon FSx를 사용하여 백업 및 복구를 수행합니다."

ONTAP용 Amazon FSx를 사용한 백업 및 복구

"이전: 개요."

NetApp Snapshot 기술을 사용하여 몇 분 내에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 복사본은 스토리지
플랫폼에서 물리적 데이터 블록을 이동하지 않으므로 스냅샷 복사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은 데이터베이스의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또한 스냅샷 기술을 사용해도 라이브 SAP 시스템의 성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 대화
상자나 일괄 작업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스냅샷 복사본 생성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SAP 및 NetApp 고객은 일반적으로
하루 동안 여러 온라인 Snapshot 백업을 예약합니다. 예를 들어, 6시간마다 공통된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냅샷
백업은 일반적으로 장기 보존을 위해 더 저렴한 스토리지로 계층화되거나 제거되기 전에 운영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3~5일 동안 보관됩니다.

Snapshot 복사본은 복원 및 복구 작업에 대한 주요 이점을 제공합니다. NetApp SnapRestore 기술을 사용하면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할 수 있고, 현재 사용 가능한 스냅샷 복사본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만 특정 시점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원 프로세스는 데이터베이스 크기와 관계없이 몇 초 내에 완료됩니다. 하루 동안 여러
개의 온라인 Snapshot 백업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복구 프로세스에 필요한 시간이 기존의 일일 1회 백업 방식에 비해
크게 줄어듭니다. 최대 24시간이 아닌 몇 시간 전의 스냅샷 복사본으로 복원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포워드 복구 중에
적용해야 하는 트랜잭션 로그가 적습니다. 따라서 RTO는 기존 스트리밍 백업에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으로
줄어듭니다.

스냅샷 복사본 백업은 활성 온라인 데이터와 동일한 디스크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2차 위치에 대한 백업을
대체하는 대신 스냅샷 복사본 백업을 보완 자료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복구 및 복구 작업은 운영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SnapRestore를 사용하여 관리합니다. 2차 위치에서의 복원은 스냅샷 복사본이 포함된 운영 스토리지
시스템이 손상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기본 위치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백업을 복원해야 하는 경우 보조 위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차 위치에 대한 백업은 운영 스토리지에 생성된 Snapshot 복사본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SAP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로드를 생성하지 않고 운영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직접 데이터를 읽습니다. 기본 스토리지는 보조 스토리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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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통신하고 NetApp SnapVault 기능을 사용하여 백업 데이터를 대상에 복제합니다.

SnapVault는 기존 백업에 비해 뛰어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소스에서 대상으로 전송되는 초기 데이터
전송 후에는 이후의 모든 백업 복사본이 변경된 블록만 보조 스토리지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운영 스토리지 시스템의
부하와 전체 백업에 필요한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SnapVault는 변경된 블록만 대상에 저장하므로 전체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추가할 경우 디스크 공간이 훨씬 적게 사용됩니다.

Snapshot 백업 및 복원 작업의 런타임

다음 그림에서는 스냅샷 백업 작업을 사용하는 고객의 HANA Studio를 보여 줍니다. 이 이미지는 스냅샷 백업 기술을
사용하여 HANA 데이터베이스(약 4TB의 크기)를 1분 20초 이내에 백업하고 파일 기반 백업 작업에서 4시간 이상을
백업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체 백업 워크플로우 런타임의 가장 큰 부분은 HANA 백업 세이브 포인트 작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며, 이
단계는 HANA 데이터베이스의 로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토리지 스냅샷 백업 자체는 항상 몇 초 내에 완료됩니다.

복구 시간 목표 비교

이 섹션에서는 파일 기반 및 스토리지 기반 Snapshot 백업에 대한 RTO(복구 시간 목표) 비교를 제공합니다. RTO는
데이터베이스를 복원, 복구 및 시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의 합계로 정의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파일 기반 백업을 사용할 경우 복원 시간은 데이터베이스 및 백업 인프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이 크기는 초당
메가바이트 단위로 복원 속도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인프라에서 250MBps의 속도로 복원 작업을 지원하는 경우
지속성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 크기가 4TB로 복원하는 데 약 4.5시간이 걸립니다.

스토리지 스냅샷 복사본 백업을 사용하면 복원 시간이 데이터베이스 크기와 상관없으며 항상 몇 초 내에 유지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작 시간은 데이터베이스의 크기와 데이터를 메모리로 로드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예에서는 데이터가 1000Mbps로 로드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4TB를 메모리에 로드하는 데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파일 기반 복구 및 스냅샷 기반 복원 및 복구 작업의 시작 시간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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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복구에 필요한 시간

복구 시간은 복구 후 적용해야 하는 로그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수는 데이터 백업을 수행하는 빈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파일 기반 데이터 백업을 사용하면 백업 스케줄이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번 수행됩니다. 백업이 운영 성능을 저하하므로
일반적으로 백업 빈도를 높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하루 동안 기록된 모든 로그는 순방향 복구 중에
적용해야 합니다.

스냅샷 백업은 SAP HANA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더 자주 스케줄됩니다. 예를 들어,

스냅샷 백업을 6시간마다 예약하는 경우 최악의 경우 복구 시간은 파일 기반 백업을 위한 복구 시간의 1/4입니다(6

시간/24시간 = .25).

다음 그림에서는 다양한 스케줄을 사용하는 일일 파일 기반 백업 및 스냅샷 백업과 복구 작업을 비교하여 보여 줍니다.

처음 두 개의 막대는 하루에 Snapshot 백업을 하나만 하더라도 스냅샷 백업의 복원 작업 속도로 인해 복원 및 복구가
43%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하루에 여러 개의 Snapshot 백업이 생성되는 경우 앞으로 복구 중에 적용해야
할 로그가 줄어들기 때문에 런타임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하루에 4~6개의 Snapshot 백업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보다 더 높은 빈도는 더 이상
전체 런타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속한 백업 및 클론 복제 작업의 사용 사례와 값

백업 실행은 모든 데이터 보호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스템 장애로부터 복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백업이
예약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사용 사례이지만 백업 및 복구 작업의 속도가 더욱 빠른 것이 중요한 다른 SAP

라이프사이클 관리 작업도 있습니다.

SAP HANA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 전 주문형 백업과 업그레이드 실패 시 전체 계획된 다운타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복구 작업의 예입니다. 4TB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스냅샷 기반 백업 및 복원 작업을 통해 계획된 다운타임을
8시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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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용 사례 예는 일반적인 테스트 주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 주기는 여러 데이터 세트 또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여러 번 반복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빠른 백업 및 복원 작업을 활용할 때 테스트 주기 내에 저장
지점을 쉽게 만들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반복해야 하는 경우 시스템을 이전 저장 지점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스트를 더 일찍 완료하거나 동시에 더 많은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으며 테스트 결과가 향상됩니다.

Snapshot 백업이 구축되면 HANA 데이터베이스 복사본이 필요한 다른 여러 사용 사례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ONTAP용 FSx를 사용하면 사용 가능한 모든 스냅샷 백업의 컨텐츠를 기반으로 새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의 런타임은 볼륨의 크기와 관계없이 몇 초 정도 걸립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용 사례는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를 테스트 또는 QA 시스템으로 복사해야 하는 SAP 시스템 새로
고침입니다. FSx for ONTAP 클론 생성 기능을 활용하면 몇 초 이내에 운영 시스템의 스냅샷 복사본에서 테스트
시스템에 대한 볼륨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새 볼륨을 테스트 시스템에 연결하고 HANA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활용 사례는 운영 시스템의 논리적 손상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복구 시스템 생성입니다. 이 경우 운영
시스템의 이전 Snapshot 백업을 사용하여 복구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이 복구 시스템은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운영
시스템과 동일한 클론 복제본입니다. 그런 다음 복구 시스템을 사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손상된 데이터를 내보냅니다.

마지막 사용 사례는 복제를 중지하지 않고 재해 복구 장애 조치 테스트를 실행하는 기능이므로 재해 복구 설정의 RTO

및 RPO(복구 시점 목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ONTAP용 FSx NetApp SnapMirror 복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재해
복구 사이트로 복제할 경우 재해 복구 사이트에서도 프로덕션 스냅샷 백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재해 복구
테스트를 위한 새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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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SnapCenter 아키텍처."

SnapCenter 아키텍처

"이전: ONTAP용 Amazon FSx를 사용한 백업 및 복구."

SnapCenter 개요

SnapCenter는 애플리케이션 정합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보호를 위한 확장 가능한 유니파이드 플랫폼입니다.

SnapCenter는 중앙 집중식 제어 및 감독을 지원하면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별 백업, 복원 및 클론 작업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위임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및 스토리지 관리자는 SnapCenter를 사용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복원, 클론 복제 작업을 관리하는 단일 툴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SnapCenter는 NetApp에서
제공하는 Data Fabric의 엔드 포인트 전체에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SnapCenter를 사용하여 사내 환경 간에, 사내
환경과 클라우드 간에, 그리고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간에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SnapCenter 구성 요소

SnapCenter에는 SnapCenter 서버, Windows용 SnapCenter 플러그인 패키지 및 Linux용 SnapCenter 플러그인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패키지에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구성요소를 위한 SnapCenter용
플러그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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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enter SAP HANA 백업 솔루션

SAP HANA용 SnapCenter 백업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영역을 다룹니다.

• 백업 작업, 스케줄링 및 보존 관리

◦ 스토리지 기반 Snapshot 복사본으로 SAP HANA 데이터 백업

◦ 스토리지 기반 Snapshot 복사본으로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는 볼륨 백업(예: '/HANA/공유')

◦ 파일 기반 백업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블록 무결성 검사

◦ 오프 사이트 백업 또는 재해 복구 위치로 복제

• SAP HANA 백업 카탈로그 관리

◦ HANA 데이터 백업(스냅샷 및 파일 기반)

◦ HANA 로그 백업의 경우

• 복원 및 복구 작업

◦ 자동 복원 및 복구

◦ SAP HANA(MDC) 시스템을 위한 단일 테넌트 복원 작업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파일 백업은 SnapCenter에서 SAP HANA용 플러그인과 함께 실행됩니다. 이 플러그인은 운영
스토리지 시스템에 생성된 스냅샷 복사본이 SAP HANA 데이터베이스의 일관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생성되도록 SAP

HANA 데이터베이스 백업 저장 지점을 트리거합니다.

SnapCenter를 사용하면 SnapVault 또는 SnapMirror 기능을 사용하여 정합성이 보장된 데이터베이스 이미지를 오프
사이트 백업 또는 재해 복구 위치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및 오프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의 백업에 대해
서로 다른 보존 정책이 정의됩니다. SnapCenter는 운영 스토리지의 보존을 처리하며, ONTAP는 오프 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의 보존을 처리합니다.

또한 SnapCenter를 사용하면 모든 SAP HANA 관련 리소스를 완벽하게 백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기반
Snapshot 복사본과 함께 SAP HANA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모든 비 데이터 볼륨을 백업할 수 있습니다. 개별 보존 및
보호 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백업과 별도로 비데이터 볼륨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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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는 블록 무결성 검사를 실행하기 위해 스토리지 기반 스냅샷 백업을 주간 파일 기반 백업과 결합할 것을 권장합니다.

SnapCenter 내에서 블록 무결성 검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구성된 보존 정책에 따라 SnapCenter는 운영 스토리지,

로그 파일 백업 및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서 데이터 파일 백업의 하우스키핑을 관리합니다.

SnapCenter는 운영 스토리지에서 보존을 처리하고, ONTAP용 FSx는 보조 백업 보존을 관리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SnapCenter 백업 및 보존 관리 작업의 개요를 보여 줍니다.

SAP HANA 데이터베이스의 스토리지 기반 스냅샷 백업을 실행할 때 SnapCenter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1. SAP HANA 백업 세이브 포인트를 생성하여 지속성 계층에서 일관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2. 데이터 볼륨의 스토리지 기반 스냅샷 복사본을 생성합니다.

3. 스토리지 기반 Snapshot 백업을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 등록합니다.

4. SAP HANA 백업 저장 지점을 해제합니다.

5. 구성된 경우 데이터 볼륨에 대한 SnapVault 또는 SnapMirror 업데이트를 실행합니다.

6. 정의된 보존 정책을 기반으로 운영 스토리지에서 스토리지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합니다.

7. 운영 또는 오프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에 백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SAP HANA 백업 카탈로그 항목을
삭제합니다.

8. 보존 정책에 따라 또는 수동으로 백업을 삭제할 때마다 SnapCenter는 가장 오래된 데이터 백업보다 오래된 모든
로그 백업도 삭제합니다. 로그 백업은 파일 시스템과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서 삭제됩니다.

이 문서의 범위

이 문서에서는 ONTAP용 FSx에서 단일 테넌트가 있는 SAP HANA MDC 단일 호스트 시스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SnapCenter 구성 옵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른 구성 옵션도 사용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다중 호스트 시스템과 같은
특정 SAP HANA 시스템에 필요합니다. 다른 구성 옵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를 참조하십시오 "SnapCenter 개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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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netapp.com)".

이 문서에서는 AWS(Amazon Web Services) 콘솔과 ONTAP CLI용 FSx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계층에서 필요한 구성
단계를 실행합니다. NetApp Cloud Manager를 사용하여 ONTAP용 FSx를 관리할 수도 있지만, 이 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ONTAP용 FSx용 NetApp Cloud Manager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ONTAP용 Amazon FSx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netapp.com)".

데이터 보호 전략

다음 그림은 ONTAP용 FSx에서 SAP HANA를 위한 일반적인 백업 아키텍처를 보여줍니다. HANA 시스템은 AWS

가용성 영역 1에 있으며 동일한 가용성 영역 내에서 ONTAP 파일 시스템용 FSx를 사용합니다. 스냅샷 백업 작업은
HANA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와 공유 볼륨에 대해 실행됩니다. 3-5일 동안 유지되는 로컬 스냅샷 백업 외에도 장기
보존을 위해 오프사이트 스토리지에도 백업이 복제됩니다. 오프사이트 백업 스토리지는 다른 AWS 가용성 영역에 있는
ONTAP 파일 시스템용 두 번째 FSx입니다. HANA 데이터 및 공유 볼륨의 백업은 SnapVault를 통해 ONTAP 파일
시스템용 두 번째 FSx로 복제되며 2-3주 동안 유지됩니다.

SnapCenter를 구성하기 전에 다양한 SAP 시스템의 RTO 및 RPO 요구 사항에 따라 데이터 보호 전략을 정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운영, 개발, 테스트 또는 샌드박스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 유형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스템 유형의 모든 SAP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데이터 보호 매개 변수를 사용합니다.

다음 매개 변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 Snapshot 백업을 얼마나 자주 실행해야 합니까?

• Snapshot 복사본 백업을 기본 스토리지 시스템에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합니까?

• 블록 무결성 검사를 얼마나 자주 실행해야 합니까?

• 기본 백업을 오프 사이트 백업 사이트로 복제해야 합니까?

• 백업을 오프 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에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합니까?

다음 표에서는 운영, 개발 및 테스트 등 시스템 유형에 대한 데이터 보호 매개 변수의 예를 보여 줍니다. 운영 시스템의
경우 백업 빈도가 높아지면 백업을 매일 한 번씩 오프사이트 백업 사이트로 복제합니다. 테스트 시스템은 요구 사항이
낮고 백업 복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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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운영 시스템 개발 시스템 시스템을 테스트합니다

백업 빈도 6시간마다 6시간마다 6시간마다

기본 보존 3일 3일 3일

블록 무결성 검사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아니요

오프 사이트 백업 사이트로
복제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아니요

오프 사이트 백업 보존 2주 2주 해당 없음

다음 표에는 데이터 보호 매개 변수에 대해 구성해야 하는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매개 변수 정책 LocalSnap 정책
LocalSnapAndSnapVaul

t입니다

정책 블록 통합성 검사

백업 유형 스냅샷 기반 스냅샷 기반 파일 기반

일정 빈도 매시간 매일 매주

기본 보존 개수 = 12 개수 = 3 개수 = 1

SnapVault 복제 아니요 예 해당 없음

LocalSnapshot 정책은 운영, 개발 및 테스트 시스템에 사용되어 2일 동안 로컬 Snapshot 백업을 보존합니다.

리소스 보호 구성에서 스케줄은 시스템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정의됩니다.

• 생산: 4시간마다 일정을 예약합니다.

• 개발: 4시간마다 예약.

• 테스트: 4시간마다 예약.

운영 및 개발 시스템에서는 로컬 SnapAndSnapVault 정책을 사용하여 오프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에 대한 일일 복제를
수행합니다.

리소스 보호 구성에서 일정은 운영 및 개발에 대해 정의됩니다.

• 생산: 매일 일정을 예약합니다.

• 개발: 매일 일정 계획 운영 및 개발 시스템에서는 파일 기반 백업을 사용하여 주간 블록 무결성 검사를 수행하는
BlockIntegrityCheck 정책을 사용합니다.

리소스 보호 구성에서 일정은 운영 및 개발에 대해 정의됩니다.

• 생산: 매주 일정을 예약합니다.

• 개발: 매주 일정을 예약합니다.

오프 사이트 백업 정책을 사용하는 각 개별 SAP HANA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스토리지 계층에서 보호 관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보호 관계는 복제할 볼륨과 오프 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의 백업 보존을 정의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각 운영 및 개발 시스템에 대해 오프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에서 2주 동안 보존이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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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에서는 SAP HANA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및 비 데이터 볼륨 리소스에 대한 보호 정책과 보존 정책이 서로
다릅니다.

실습 설정 예

다음 실습 설정은 이 문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제 구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HANA 시스템 PFX:

• 단일 테넌트가 있는 단일 호스트 MDC 시스템

• HANA 2.0 SPS 6 개정판 60

• SAP 15SP3용 SLES

SnapCenter:

• 버전 4.6

• HANA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구축된 HANA 및 Linux 플러그인

ONTAP 파일 시스템용 FSX:

• 단일 SVM(Storage Virtual Machine)이 있는 ONTAP 파일 시스템용 FSx 2개

• ONTAP 시스템용 각 FSx는 서로 다른 AWS 가용성 존에 있습니다

• ONTAP 파일 시스템용 두 번째 FSx에 복제된 HANA 데이터 볼륨입니다

"다음: SnapCenter 구성."

SnapCenter 구성

"이전: SnapCenter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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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기본 SnapCenter 구성 및 HANA 리소스 보호를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각 단계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1. SAP HANA 백업 사용자 및 hdbuserstore 키를 구성합니다. hdbsql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HANA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됩니다.

2. SnapCenter에서 스토리지를 구성합니다. SnapCenter에서 ONTAP SVM용 FSx에 액세스하기 위한 자격 증명

3. 플러그인 배포를 위한 자격 증명을 구성합니다. HANA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필요한 SnapCenter 플러그인을
자동으로 구축 및 설치하는 데 사용됩니다.

4. SnapCenter에 HANA 호스트 추가 필요한 SnapCenter 플러그인을 구축 및 설치합니다.

5. 정책을 구성합니다. 백업 작업 유형(스냅샷, 파일), 보존 및 선택적 스냅샷 백업 복제를 정의합니다.

6. HANA 리소스 보호 구성 hdbuserstore 키를 제공하고 정책 및 스케줄을 HANA 리소스에 연결합니다.

SAP HANA 백업 사용자 및 hdbuserstore 구성

SnapCenter를 사용하여 백업 작업을 실행하려면 HANA 데이터베이스에 전용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백업 사용자에 대해 SAP HANA 사용자 저장소 키가 구성되고 이 사용자 저장소 키는
SnapCenter SAP HANA 플러그인 구성에 사용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백업 사용자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SAP HANA Studio를 보여 줍니다

필요한 권한은 백업 관리자, 카탈로그 읽기, 데이터베이스 백업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복구 운영자 등의 HANA 2.0

SPS5 릴리즈로 변경됩니다. 이전 릴리즈의 경우 백업 관리자 및 카탈로그 읽기에 충분합니다.

SAP HANA MDC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백업 명령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실행되므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를 생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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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명령은 "<sid>adm" 사용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저장소 구성에 사용됩니다.

hdbuserstore set <key> <host>:<port> <database user> <password>

SnapCenter는 "<sid>adm" 사용자를 사용하여 HANA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서
<'id>adm' 사용자를 사용하여 사용자 저장소 키를 구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SAP HANA hdbsql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설치와 함께 설치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hdbclient를 설치해야 합니다.

SAP HANA MDC 설정에서 포트 '3<instanceNo>13’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SQL 액세스를 위한 표준
포트이며 hdbuserstore 구성에 사용해야 합니다.

SAP HANA 다중 호스트 설정의 경우 모든 호스트에 대해 사용자 저장소 키를 구성해야 합니다. SnapCenter는 제공된
각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시도하므로 SAP HANA 서비스를 다른 호스트로 페일오버하는 것과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실습 설정에서는 시스템 PFX에 대한 사용자 ' pfxadm '용 사용자 저장소 키를
구성했습니다. 이 키는 단일 테넌트가 있는 단일 호스트 HANA MDC 시스템입니다.

pfxadm@hana-1:/usr/sap/PFX/home> hdbuserstore set PFXKEY hana-1:30013

SNAPCENTER <password>

Operation suc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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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xadm@hana-1:/usr/sap/PFX/home> hdbuserstore list

DATA FILE       : /usr/sap/PFX/home/.hdb/hana-1/SSFS_HDB.DAT

KEY FILE        : /usr/sap/PFX/home/.hdb/hana-1/SSFS_HDB.KEY

ACTIVE RECORDS  : 7

DELETED RECORDS : 0

KEY PFXKEY

  ENV : hana-1:30013

  USER: SNAPCENTER

KEY PFXSAPDBCTRL

  ENV : hana-1:30013

  USER: SAPDBCTRL

Operation succeed.

"hdbsql" 명령을 사용하여 키를 사용하는 HANA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fxadm@hana-1:/usr/sap/PFX/home> hdbsql -U PFXKEY

Welcome to the SAP HANA Database interactive terminal.

Type:  \h for help with commands

       \q to quit

hdbsql SYSTEMDB=>

스토리지를 구성합니다

SnapCenter에서 스토리지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SnapCenter UI에서 스토리지 시스템 을 선택합니다.

ONTAP SVM 또는 ONTAP 클러스터에서 스토리지 시스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SVM

관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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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리지 시스템을 추가하고 필요한 호스트 이름 및 자격 증명을 제공하려면 새로 만들기 를 클릭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SVM 사용자는 vsadmin 사용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SVM에서 구성되며
백업 및 복원 작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할당됩니다. 필요한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SnapCenter 설치 가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최소 ONTAP 권한 필요" 섹션에서

3. 스토리지 플랫폼을 구성하려면 추가 옵션 을 클릭합니다.

4.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All Flash FAS를 선택하여 ONTAP용 FSx의 일부인 라이센스를 SnapCenter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SVM의 APCC-HANA-svm이 이제 SnapCenter에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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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 배포를 위한 자격 증명을 생성합니다

SnapCenter가 HANA 호스트에 필요한 플러그인을 배포하도록 설정하려면 사용자 자격 증명을 구성해야 합니다.

1. 설정 으로 이동하여 자격 증명 을 선택하고 새로 만들기 를 클릭합니다.

2. 실습 과정에서는 플러그인 구축에 사용되는 HANA 호스트에 새 사용자 SnapCenter를 구성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sudo prvileges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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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1:/etc/sudoers.d # cat /etc/sudoers.d/90-cloud-init-users

# Created by cloud-init v. 20.2-8.48.1 on Mon, 14 Feb 2022 10:36:40 +0000

# User rules for ec2-user

ec2-user ALL=(ALL) NOPASSWD:ALL

# User rules for snapcenter user

snapcenter ALL=(ALL) NOPASSWD:ALL

hana-1:/etc/sudoers.d #

SAP HANA 호스트를 추가합니다

SAP HANA 호스트를 추가할 때 SnapCenter는 필요한 플러그인을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구축하고 자동 검색 작업을
실행합니다.

SAP HANA 플러그인에는 Java 64비트 버전 1.8이 필요합니다. 호스트를 SnapCenter에 추가하기 전에 호스트에
Java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hana-1:/etc/ssh # java -version

openjdk version "1.8.0_312"

OpenJDK Runtime Environment (IcedTea 3.21.0) (build 1.8.0_312-b07 suse-

3.61.3-x86_64)

OpenJDK 64-Bit Server VM (build 25.312-b07, mixed mode)

hana-1:/etc/ssh #

OpenJDK 또는 Oracle Java는 SnapCenter에서 지원됩니다.

SAP HANA 호스트를 추가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호스트 탭에서 추가 를 클릭합니다.

2. 호스트 정보를 제공하고 설치할 SAP HANA 플러그인을 선택합니다. 제출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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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문을 확인합니다.

HANA 및 Linux 플러그인 설치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호스트의 상태 열에 Configure VMware

Plug-in이 표시됩니다. SnapCenter는 SAP HANA 플러그인이 가상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지 감지합니다. VMware

환경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공급자의 환경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napCenter에서 하이퍼바이저를 구성하는
경고를 표시합니다.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경고 메시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a. 설정 탭에서 전역 설정 을 선택합니다.

b. 하이퍼바이저 설정의 경우 모든 호스트에 대해 VM에 iSCSI Direct Attached Disks 또는 NFS를 가지고 있음
을 선택하고 설정을 업데이트합니다.

이제 화면에는 Linux 플러그인과 HANA 플러그인이 실행 중인 상태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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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구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리소스와 독립적으로 구성되며 여러 SAP HANA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최소 구성은 다음 정책으로 구성됩니다.

• 복제 없는 시간별 백업 정책: LocalSnap

• 파일 기반 백업을 사용한 주간 블록 무결성 검사 정책: BlockIntegrityCheck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스냅샷 백업에 대한 정책입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스냅샷 백업 정책을 구성합니다.

1. 설정 > 정책 으로 이동하고 새로 만들기 를 클릭합니다.

2. 정책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다음 을 클릭합니다.

3. 백업 유형을 스냅샷 기반으로 선택하고 스케줄 빈도로 시간별 를 선택합니다.

일정 자체는 나중에 HANA 리소스 보호 구성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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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 시 백업에 대한 보존 설정을 구성합니다.

5. 복제 옵션을 구성합니다. 이 경우 SnapVault 또는 SnapMirror 업데이트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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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새 정책이 구성되었습니다.

블록 무결성 검사를 위한 정책

다음 단계에 따라 블록 무결성 검사 정책을 구성합니다.

1. 설정 > 정책 으로 이동하고 새로 만들기 를 클릭합니다.

2. 정책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다음 을 클릭합니다.

3. 백업 유형을 파일 기반으로 설정하고 스케줄 빈도를 매주 로 설정합니다. 일정 자체는 나중에 HANA 리소스 보호
구성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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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 시 백업에 대한 보존 설정을 구성합니다.

5. 요약 페이지에서 마침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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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리소스를 구성하고 보호합니다

플러그인 설치 후 HANA 리소스의 자동 검색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자원 화면에서 새 자원이 생성되고
빨간색 자물쇠 아이콘으로 잠금 상태로 표시됩니다. 새로운 HANA 리소스를 구성하고 보호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를 선택하고 리소스를 클릭하여 구성을 계속합니다.

자원 새로 고침 을 클릭하여 자원 화면에서 자동 검색 프로세스를 수동으로 트리거할 수도 있습니다.

2. HANA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용자 저장소 키를 제공합니다.

테넌트 데이터 및 스토리지 설치 공간 정보가 검색되는 2단계 자동 검색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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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소스 탭에서 리소스를 두 번 클릭하여 리소스 보호를 구성합니다.

4. 스냅샷 복사본에 대한 사용자 지정 이름 형식을 구성합니다.

사용자 지정 스냅샷 복사본 이름을 사용하여 어떤 정책 및 일정 유형의 백업이 생성되었는지 쉽게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스냅샷 복사본 이름에 스케줄 유형을 추가하면 예약된 백업과 필요 시 백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백업을 위한 스케줄 이름은 비어 있고 예약된 백업에는 시간별, 매일, 매주 등이 있습니다.

5. 응용 프로그램 설정 페이지에서 특정 설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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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소스에 추가할 정책을 선택합니다.

7. 블록 무결성 검사 정책의 일정을 정의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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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로컬 스냅샷 정책의 일정을 정의합니다.

이 예에서는 6시간마다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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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메일 알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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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HANA 리소스 구성이 완료되고 백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SnapCenter 백업 작업."

SnapCenter 백업 작업

"이전: SnapCenter 구성."

필요 시 Snapshot 백업을 생성합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필요 시 Snapshot 백업을 생성합니다.

1. 자원 보기에서 자원을 선택하고 라인을 더블 클릭하여 토폴로지 뷰로 전환합니다.

리소스 토폴로지 뷰에서는 SnapCenter를 사용하여 생성된 사용 가능한 모든 백업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이
보기의 상단 영역에는 운영 스토리지(로컬 복사본)의 백업을 보여 주는 백업 토폴로지와 오프사이트 백업 스토리지
(볼트 사본)의 백업이 있습니다.

2. 맨 위 행에서 지금 백업 아이콘을 선택하여 필요 시 백업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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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롭다운 목록에서 백업 정책 LocalSnap을 선택한 다음 Backup을 클릭하여 필요 시 백업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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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5개 작업의 로그가 Topology(토폴로지) 보기의 맨 아래에 있는 Activity(활동) 영역에 표시됩니다.

4. 작업 영역에서 작업의 활동 라인을 클릭하면 작업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로그 보기 를 클릭하여 세부 작업 로그를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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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이 완료되면 토폴로지 뷰에 새 항목이 표시됩니다. 백업 이름은 섹션에 정의된 스냅샷 이름과 동일한 명명
규칙을 따릅니다 "“HANA 리소스 구성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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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백업 목록을 보려면 토폴로지 뷰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야 합니다.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서 SnapCenter 백업 이름은 외부 백업 ID(EBID)뿐만 아니라 '설명' 필드로
저장됩니다. 이 그림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다음 그림과 테넌트 데이터베이스 PFX의 다음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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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AP 파일 시스템용 FSx에서 SVM의 콘솔에 연결하여 스냅샷 백업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sapcc-hana-svm::> snapshot show -volume PFX_data_mnt00001

---Blocks---

Vserver  Volume   Snapshot                                  Size Total%

Used%

-------- -------- ------------------------------------- -------- ------

-----

sapcc-hana-svm

         PFX_data_mnt00001

                  SnapCenter_hana-1_LocalSnap_Hourly_02-22-

2022_12.08.54.4516

                                                         126.6MB     0%

2%

sapcc-hana-svm::>

온디맨드 블록 무결성 검사 작업을 생성합니다

Block 무결성 검사 작업은 BlockIntegrityCheck 정책을 선택하여 Snapshot 백업 작업과 같은 방식으로 실행됩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여 백업을 예약할 때 SnapCenter는 시스템 및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 SAP HANA 파일
백업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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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enter는 스냅샷 복사본 기반 백업과 같은 방식으로 블록 무결성 검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약 카드에는

34



파일 기반 백업 수와 이전 백업 상태가 표시됩니다.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는 시스템과 테넌트 데이터베이스 모두에 대한 항목이 표시됩니다. 다음 그림은 시스템 및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카탈로그에 있는 SnapCenter 블록 무결성 검사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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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무결성 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표준 SAP HANA 데이터 백업 파일이 생성됩니다. SnapCenter는 파일 기반
데이터 백업 작업을 위해 HANA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 백업 경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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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1:~ # ls -al /backup/data/*

/backup/data/DB_PFX:

total 7665384

drwxr-xr-- 2 pfxadm sapsys       4096 Feb 22 12:56 .

drwxr-xr-x 4 pfxadm sapsys       4096 Feb 21 15:02 ..

-rw-r----- 1 pfxadm sapsys     155648 Feb 21 15:02

COMPLETE_DATA_BACKUP_databackup_0_1

-rw-r----- 1 pfxadm sapsys   83894272 Feb 21 15:02

COMPLETE_DATA_BACKUP_databackup_2_1

-rw-r----- 1 pfxadm sapsys 3825213440 Feb 21 15:02

COMPLETE_DATA_BACKUP_databackup_3_1

-rw-r----- 1 pfxadm sapsys     155648 Feb 22 12:55

SnapCenter_SnapCenter_hana-1_BlockIntegrityCheck_Weekly_02-22-

2022_12.55.18.7966_databackup_0_1

-rw-r----- 1 pfxadm sapsys   83894272 Feb 22 12:55

SnapCenter_SnapCenter_hana-1_BlockIntegrityCheck_Weekly_02-22-

2022_12.55.18.7966_databackup_2_1

-rw-r----- 1 pfxadm sapsys 3825213440 Feb 22 12:56

SnapCenter_SnapCenter_hana-1_BlockIntegrityCheck_Weekly_02-22-

2022_12.55.18.7966_databackup_3_1

/backup/data/SYSTEMDB:

total 7500880

drwxr-xr-- 2 pfxadm sapsys       4096 Feb 22 12:55 .

drwxr-xr-x 4 pfxadm sapsys       4096 Feb 21 15:02 ..

-rw-r----- 1 pfxadm sapsys     159744 Feb 21 15:01

COMPLETE_DATA_BACKUP_databackup_0_1

-rw-r----- 1 pfxadm sapsys 3825213440 Feb 21 15:02

COMPLETE_DATA_BACKUP_databackup_1_1

-rw-r----- 1 pfxadm sapsys     159744 Feb 22 12:55

SnapCenter_SnapCenter_hana-1_BlockIntegrityCheck_Weekly_02-22-

2022_12.55.18.7966_databackup_0_1

-rw-r----- 1 pfxadm sapsys 3825213440 Feb 22 12:55

SnapCenter_SnapCenter_hana-1_BlockIntegrityCheck_Weekly_02-22-

2022_12.55.18.7966_databackup_1_1

hana-1:~ #

"Next(다음): 비데이터 볼륨의 백업입니다."

비 데이터 볼륨 백업

"이전: SnapCenter 백업 작업."

비 데이터 볼륨의 백업은 SnapCenter 및 SAP HANA 플러그인의 통합 부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설치 리소스와
필요한 로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볼륨을 보호하면 SAP HANA 데이터베이스를 특정
시점으로 복원 및 복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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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 데이터 파일을 복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복구하려면 비 데이터 볼륨에 대한 추가 백업 전략을 개발하여 SAP

HANA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보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요구 사항에 따라 비데이터 볼륨의 백업은 예약 빈도 및 보존
설정과 다를 수 있으므로 데이터 파일이 아닌 파일의 변경 빈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HANA 볼륨
'/HANA/shared’에는 실행 파일은 물론 SAP HANA 추적 파일도 포함됩니다. 실행 파일은 SAP HANA 데이터베이스가
업그레이드될 때만 변경되지만 SAP HANA 추적 파일에는 SAP HANA의 문제 상황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더 높은 백업
빈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SnapCenter 비 데이터 볼륨 백업을 사용하면 SAP HANA 데이터베이스 백업과 동일한 공간 효율성으로 몇 초 이내에
모든 관련 볼륨의 스냅샷 복사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SAP HANA 데이터베이스와의 SQL 통신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 데이터 볼륨 리소스를 구성합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비데이터 볼륨 리소스를 구성합니다.

1. Resources 탭에서 Non-Data-Volume을 선택하고 Add SAP HANA Database를 클릭합니다.

2. SAP HANA 데이터베이스 추가 대화 상자의 리소스 유형 목록에서 비 데이터 볼륨을 선택합니다. 리소스에 사용할
리소스 이름, 관련 SID 및 SAP HANA 플러그인 호스트를 지정한 후 다음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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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VM과 스토리지 볼륨을 스토리지 설치 공간으로 추가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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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정을 저장하려면 요약 단계에서 마침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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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새로운 비 데이터 볼륨이 SnapCenter에 추가됩니다. 새 리소스를 두 번 클릭하여 리소스 보호를 실행합니다.

리소스 보호는 HANA 데이터베이스 리소스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5. 이제 Backup Now(지금 백업) 를 클릭하여 백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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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을 선택하고 백업 작업을 시작합니다.

SnapCenter 작업 로그에는 개별 워크플로 단계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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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새 백업이 비 데이터 볼륨 리소스의 리소스 보기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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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및 복구

SnapCenter를 사용하면 단일 테넌트가 있는 HANA 단일 호스트 MDC 시스템에 대해 자동화된 복원 및 복구 작업이
지원됩니다. 여러 테넌트가 있는 다중 호스트 시스템 또는 MDC 시스템의 경우 SnapCenter는 복구 작업만 실행하고
수동으로 복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자동 복원 및 복구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복구 작업에 사용할 백업을 선택합니다.

2. 복원 유형을 선택합니다. 볼륨 복원으로 전체 복원 또는 볼륨 복원 사용 안 을 선택합니다.

3. 다음 옵션에서 복구 유형을 선택합니다.

◦ 가장 최근 상태로

◦ 특정 시점

◦ 백업하도록 지원합니다

◦ 복구가 없습니다

선택한 복구 유형은 시스템 및 테넌트 데이터베이스 복구에 사용됩니다.

그런 다음 SnapCenter는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1. HANA 데이터베이스가 중지됩니다.

2.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합니다. 선택한 복원 유형에 따라 다른 작업이 실행됩니다.

◦ 볼륨 되돌리기를 선택하면 SnapCenter가 볼륨을 마운트 해제하고, 스토리지 계층에서 볼륨 기반
SnapRestore를 사용하여 볼륨을 복원한 다음 볼륨을 마운트합니다.

◦ 볼륨 되돌리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SnapCenter는 스토리지 계층에서 단일 파일 SnapRestore 작업을 사용하여
모든 파일을 복원합니다.

3.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합니다.

a.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합니다

b. 테넌트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하는 중입니다

c. HANA 데이터베이스 시작

복구 없음을 선택하면 SnapCenter가 종료되고 시스템과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복구 작업을 수동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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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복원 작업을 수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SnapCenter에서 복구 작업에 사용할 백업을 선택합니다.

2. 복원 범위 및 유형을 선택합니다.

HANA MDC 단일 테넌트 시스템의 표준 시나리오는 볼륨 복원과 함께 전체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
테넌트가 있는 HANA MDC 시스템의 경우 단일 테넌트만 복원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일 테넌트 복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복원 및 복구(neta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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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구 범위 를 선택하고 로그 백업 및 카탈로그 백업을 위한 위치를 제공합니다.

SnapCenter는 HANA global.ini 파일의 기본 경로 또는 변경된 경로를 사용하여 로그 및 카탈로그 백업 위치를
미리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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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 사항인 사전 복원 명령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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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택 사항인 post-restore 명령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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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원 및 복구 작업을 시작하려면 마침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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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enter는 복원 및 복구 작업을 실행합니다. 이 예에서는 복원 및 복구 작업의 작업 세부 정보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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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개요 - SnapVault를 사용한 백업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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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Vault를 사용한 백업 복제

개요 - SnapVault를 사용한 백업 복제

"Previous(이전): 비데이터 볼륨의 백업입니다."

실습 설정에서는 보조 AWS 가용성 영역에서 ONTAP 파일 시스템용 두 번째 FSX를 사용하여 HANA 데이터 볼륨에
대한 백업 복제를 쇼케이스합니다.

장에서 설명한 대로 "“데이터 보호 전략”"ONTAP 파일 시스템용 운영 FSx의 장애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다른 가용성
영역의 ONTAP 파일 시스템에 대한 복제 타겟은 두 번째 FSx여야 합니다. 또한 HANA 공유 볼륨을 ONTAP 파일
시스템용 보조 FSx에 복제해야 합니다.

구성 단계 개요

ONTAP용 FSx 계층에서 실행해야 하는 몇 가지 구성 단계가 있습니다. 이 작업은 NetApp Cloud Manager 또는 FSx

for ONTAP 명령줄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ONTAP 파일 시스템용 피어 FSx ONTAP 파일 시스템용 FSX를 통해 상호 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2. 피어 SVM: SVM을 피어링하여 상호 간에 복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3. 타겟 볼륨을 생성합니다. 볼륨 유형 DP를 사용하여 타겟 SVM에서 볼륨을 생성합니다. 복제 타겟 볼륨으로
사용하려면 유형 DP가 필요합니다.

4. SnapMirror 정책을 생성합니다. 이는 "볼트" 유형으로 복제에 대한 정책을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a. 정책에 규칙을 추가합니다. 이 규칙에는 SnapMirror 레이블 및 보조 사이트의 백업 보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SnapCenter 정책에서 동일한 SnapMirror 레이블을 구성해야 SnapCenter에서 이 레이블을 포함하는
소스 볼륨에서 스냅샷 백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5. SnapMirror 관계를 생성합니다. 소스 볼륨과 타겟 볼륨 간의 복제 관계를 정의하고 정책을 연결합니다.

6. SnapMirror를 초기화합니다. 그러면 전체 소스 데이터가 타겟 볼륨으로 전송되는 초기 복제가 시작됩니다.

볼륨 복제 구성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SnapCenter에서 백업 복제를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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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napCenter에 타겟 SVM을 추가합니다.

2. 스냅샷 백업 및 SnapVault 복제를 위한 새 SnapCenter 정책을 생성합니다.

3. HANA 리소스 보호에 정책을 추가합니다.

4. 이제 새 정책을 사용하여 백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개별 단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음: ONTAP 파일 시스템용 FSx에서 복제 관계를 구성합니다."

ONTAP 파일 시스템용 FSx에서 복제 관계를 구성합니다

"이전: 개요 - SnapVault를 사용한 백업 복제."

SnapMirror 구성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 ONTAP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SnapMirror 복제
워크플로우(netapp.com)".

• ONTAP 파일 시스템용 소스 FSx: 'FsxId00fa9e3c784b6abbb'

• 소스 SVM:'sapCC-hana-svm'

• ONTAP 파일 시스템용 타겟 FSx:'FsxId05f7f00af49dc7a3e'

• 대상 SVM:'APCC-BACKUP-TARGET-zone5'

ONTAP 파일 시스템용 피어 FSx

FsxId00fa9e3c784b6abbb::> network interface show -role intercluster

            Logical    Status     Network            Current       Current

Is

Vserver     Interface  Admin/Oper Address/Mask       Node          Port

Home

----------- ---------- ---------- ------------------ ------------- -------

----

FsxId00fa9e3c784b6abbb

            inter_1      up/up    10.1.1.57/24

FsxId00fa9e3c784b6abbb-01

                                                                   e0e

true

            inter_2      up/up    10.1.2.7/24

FsxId00fa9e3c784b6abbb-02

                                                                   e0e

true

2 entries were displa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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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xId05f7f00af49dc7a3e::> network interface show -role intercluster

            Logical    Status     Network            Current       Current

Is

Vserver     Interface  Admin/Oper Address/Mask       Node          Port

Home

----------- ---------- ---------- ------------------ ------------- -------

----

FsxId05f7f00af49dc7a3e

            inter_1      up/up    10.1.2.144/24

FsxId05f7f00af49dc7a3e-01

                                                                   e0e

true

            inter_2      up/up    10.1.2.69/24

FsxId05f7f00af49dc7a3e-02

                                                                   e0e

true

2 entries were displayed.

FsxId05f7f00af49dc7a3e::> cluster peer create -address-family ipv4 -peer

-addrs 10.1.1.57, 10.1.2.7

Notice: Use a generated passphrase or choose a passphrase of 8 or more

characters. To ensure the authenticity of the peering relationship, use a

phrase or sequence of characters that would be hard to guess.

Enter the passphrase:

Confirm the passphrase:

Notice: Now use the same passphrase in the "cluster peer create" command

in the other cluster.

피어 addrs는 대상 클러스터의 클러스터 I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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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xId00fa9e3c784b6abbb::>  cluster peer create -address-family ipv4 -peer

-addrs  10.1.2.144, 10.1.2.69

Notice: Use a generated passphrase or choose a passphrase of 8 or more

characters. To ensure the authenticity of the peering relationship, use a

        phrase or sequence of characters that would be hard to guess.

Enter the passphrase:

Confirm the passphrase:

FsxId00fa9e3c784b6abbb::>

FsxId00fa9e3c784b6abbb::> cluster peer show

Peer Cluster Name         Cluster Serial Number Availability

Authentication

------------------------- --------------------- --------------

--------------

FsxId05f7f00af49dc7a3e    1-80-000011           Available      ok

피어 SVM

FsxId05f7f00af49dc7a3e::> vserver peer create -vserver sapcc-backup-

target-zone5 -peer-vserver sapcc-hana-svm -peer-cluster

FsxId00fa9e3c784b6abbb -applications snapmirror

Info: [Job 41] 'vserver peer create' job queued

FsxId00fa9e3c784b6abbb::> vserver peer accept -vserver sapcc-hana-svm

-peer-vserver sapcc-backup-target-zone5

Info: [Job 960] 'vserver peer accept' job queued

FsxId05f7f00af49dc7a3e::> vserver peer show

            Peer        Peer                           Peering

Remote

Vserver     Vserver     State        Peer Cluster      Applications

Vserver

----------- ----------- ------------ ----------------- --------------

---------

sapcc-backup-target-zone5

            peer-source-cluster

                        peered       FsxId00fa9e3c784b6abbb

                                                       snapmirror

sapcc-hana-s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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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볼륨을 생성합니다

복제 대상으로 플래그를 지정하려면 타겟 볼륨을 "DP" 유형으로 생성해야 합니다.

FsxId05f7f00af49dc7a3e::> volume create -vserver sapcc-backup-target-zone5

-volume PFX_data_mnt00001 -aggregate aggr1 -size 100GB -state online

-policy default -type DP -autosize-mode grow_shrink -snapshot-policy none

-foreground true -tiering-policy all -anti-ransomware-state disabled

[Job 42] Job succeeded: Successful

SnapMirror 정책을 생성합니다

SnapMirror 정책과 추가된 규칙은 복제해야 하는 스냅샷을 식별하기 위해 보존 및 SnapMirror 레이블을 정의합니다.

나중에 SnapCenter 정책을 생성할 때 동일한 레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FsxId05f7f00af49dc7a3e::> snapmirror policy create -policy snapcenter-

policy -tries 8 -transfer-priority normal -ignore-atime false -restart

always -type vault -vserver sapcc-backup-target-zone5

FsxId05f7f00af49dc7a3e::> snapmirror policy add-rule -vserver sapcc-

backup-target-zone5  -policy snapcenter-policy -snapmirror-label

snapcenter -keep 14

FsxId00fa9e3c784b6abbb::> snapmirror policy showVserver Policy

Policy Number         Transfer

Name    Name               Type   Of Rules Tries Priority Comment

------- ------------------ ------ -------- ----- -------- ----------

FsxId00fa9e3c784b6abbb

        snapcenter-policy  vault         1     8  normal  -

  SnapMirror Label: snapcenter                         Keep:      14

                                                 Total Keep:      14

SnapMirror 관계를 생성합니다

이제 소스 볼륨과 타겟 볼륨 간의 관계는 물론 XDP 유형 및 앞서 생성한 정책도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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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xId05f7f00af49dc7a3e::> snapmirror create -source-path sapcc-hana-

svm:PFX_data_mnt00001 -destination-path sapcc-backup-target-

zone5:PFX_data_mnt00001 -vserver sapcc-backup-target-zone5 -throttle

unlimited -identity-preserve false -type XDP -policy snapcenter-policy

Operation succeeded: snapmirror create for the relationship with

destination "sapcc-backup-target-zone5:PFX_data_mnt00001".

SnapMirror를 초기화합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면 초기 복제가 시작됩니다. 소스 볼륨에서 타겟 볼륨으로의 모든 데이터 전송입니다.

FsxId05f7f00af49dc7a3e::> snapmirror initialize -destination-path sapcc-

backup-target-zone5:PFX_data_mnt00001 -source-path sapcc-hana-

svm:PFX_data_mnt00001

Operation is queued: snapmirror initialize of destination "sapcc-backup-

target-zone5:PFX_data_mnt00001".

'napmirror show' 명령을 사용하여 복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sxId05f7f00af49dc7a3e::> snapmirror show

 

Progress

Source            Destination Mirror  Relationship   Total

Last

Path        Type  Path        State   Status         Progress  Healthy

Updated

----------- ---- ------------ ------- -------------- --------- -------

--------

sapcc-hana-svm:PFX_data_mnt00001

            XDP  sapcc-backup-target-zone5:PFX_data_mnt00001

                              Uninitialized

                                      Transferring   1009MB    true

02/24 12: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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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xId05f7f00af49dc7a3e::> snapmirror show

 

Progress

Source            Destination Mirror  Relationship   Total

Last

Path        Type  Path        State   Status         Progress  Healthy

Updated

----------- ---- ------------ ------- -------------- --------- -------

--------

sapcc-hana-svm:PFX_data_mnt00001

            XDP  sapcc-backup-target-zone5:PFX_data_mnt00001

                              Snapmirrored

                                      Idle           -         true    -

"그런 다음 SnapCenter에 백업 SVM을 추가합니다."

SnapCenter에 SVM 백업을 추가합니다

"이전: ONTAP 파일 시스템용 FSx에서 복제 관계를 구성합니다."

SnapCenter에 SVM 백업을 추가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SnapVault 타겟 볼륨이 SnapCenter에 있는 SVM을 구성합니다.

2. 기타 옵션 창에서 All Flash FAS를 플랫폼으로 선택하고 2차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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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SnapCenter에서 SV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백업 복제에 대한 새 SnapCenter 정책을 생성합니다."

백업 복제에 대한 새 SnapCenter 정책을 생성합니다

"이전: SnapCenter에 백업 SVM 추가"

다음과 같이 백업 복제에 대한 정책을 구성해야 합니다.

1. 정책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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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냅샷 백업 및 일정 빈도를 선택합니다. 매일 은 일반적으로 백업 복제에 사용됩니다.

3. 스냅샷 백업의 보존 기간을 선택합니다.

이는 기본 스토리지에서 생성된 일별 Snapshot 백업의 보존입니다. SnapVault 타겟의 보조 백업에 대한 보존은
이전에 ONTAP 레벨에서 add rule 명령을 사용하여 이미 구성되었습니다. "ONTAP 파일 시스템용 FSx에서 복제
관계 구성"(xref)을 참조하십시오.

4. SnapVault 업데이트 필드를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 레이블을 제공합니다.

이 레이블은 ONTAP 수준의 '규칙 추가' 명령에 제공된 SnapMirror 레이블과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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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새 SnapCenter 정책이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리소스 보호에 정책을 추가합니다."

리소스 보호에 정책을 추가합니다

"이전: 백업 복제에 대한 새 SnapCenter 정책을 생성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HANA 리소스 보호 구성에 새 정책을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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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 일정은 설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 복제를 사용하여 백업을 생성합니다."

복제를 사용하여 백업을 생성합니다

"이전: 리소스 보호에 정책을 추가합니다."

백업은 로컬 스냅샷 복사본과 같은 방식으로 생성됩니다.

복제를 사용하여 백업을 생성하려면 백업 복제를 포함하는 정책을 선택하고 백업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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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enter 작업 로그 내에서 SnapVault 업데이트 작업을 시작하는 보조 업데이트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소스
볼륨에서 타겟 볼륨으로 변경된 블록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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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AP 파일 시스템용 FSx에서 소스 볼륨의 스냅샷은 SnapCenter 정책에 구성된 것처럼 SnapMirror 레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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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enter"를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FsxId00fa9e3c784b6abbb::> snapshot show -vserver sapcc-hana-svm -volume

PFX_data_mnt00001 -fields snapmirror-label

vserver        volume            snapshot

snapmirror-label

-------------- -----------------

-----------------------------------------------------------

----------------

sapcc-hana-svm PFX_data_mnt00001 SnapCenter_hana-1_LocalSnap_Hourly_03-31-

2022_13.10.26.5482 -

sapcc-hana-svm PFX_data_mnt00001 SnapCenter_hana-1_LocalSnap_Hourly_03-31-

2022_14.00.05.2023 -

sapcc-hana-svm PFX_data_mnt00001 SnapCenter_hana-1_LocalSnap_Hourly_04-05-

2022_08.00.06.3380 -

sapcc-hana-svm PFX_data_mnt00001 SnapCenter_hana-1_LocalSnap_Hourly_04-05-

2022_14.00.01.6482 -

sapcc-hana-svm PFX_data_mnt00001 SnapCenter_hana-1_LocalSnap_Hourly_04-14-

2022_20.00.05.0316 -

sapcc-hana-svm PFX_data_mnt00001 SnapCenter_hana-1_LocalSnap_Hourly_04-28-

2022_08.00.06.3629 -

sapcc-hana-svm PFX_data_mnt00001 SnapCenter_hana-1_LocalSnap_Hourly_04-28-

2022_14.00.01.7275 -

sapcc-hana-svm PFX_data_mnt00001 SnapCenter_hana-

1_LocalSnapAndSnapVault_Daily_04-28-2022_16.21.41.5853

 

snapcenter

8 entries were displayed.

타겟 볼륨에 동일한 이름의 스냅샷 복사본이 생성됩니다.

FsxId05f7f00af49dc7a3e::> snapshot show -vserver sapcc-backup-target-zone5

-volume PFX_data_mnt00001 -fields snapmirror-label

vserver                   volume            snapshot

snapmirror-label

------------------------- -----------------

----------------------------------------------------------------------

----------------

sapcc-backup-target-zone5 PFX_data_mnt00001 SnapCenter_hana-

1_LocalSnapAndSnapVault_Daily_04-28-2022_16.21.41.5853 snapcenter

FsxId05f7f00af49dc7a3e::>

새로운 스냅샷 백업도 HANA 백업 카탈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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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enter에서 토폴로지 뷰에서 볼트 복사를 클릭하여 복제된 백업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조 스토리지에서 복원 및 복구."

보조 스토리지에서 복원 및 복구

"이전: 복제를 사용하여 백업을 생성합니다."

보조 스토리지에서 복원 및 복구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보조 스토리지의 모든 백업 목록을 검색하려면 SnapCenter 토폴로지 보기에서 볼트 사본 을 클릭한 다음 백업을
선택하고 복원 을 클릭합니다.

복구 대화 상자에 보조 위치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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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복원 및 복구 단계는 운영 스토리지에서 스냅샷 백업에 대해 이전에 다룬 단계와 동일합니다.

"다음: 추가 정보 및 버전 기록을 찾을 위치."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위치

"이전: 보조 스토리지에서 복구 및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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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tApp ONTAP용 FSX 사용자 가이드 — NetApp ONTAP용 Amazon FSx란?

https://docs.aws.amazon.com/fsx/latest/ONTAPGuide/what-is-fsx-onta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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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Center 리소스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netapp.com/us/documentation/snapcenter-software.aspx"

• SnapCenter 소프트웨어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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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4667: SnapCenter를 사용하여 SAP HANA 시스템 복제 및 클론 작업 자동화

https://www.netapp.com/pdf.html?item=/media/17111-tr4667.pdf

• TR-4719: SAP HANA 시스템 복제 - SnapCenter를 통한 백업 및 복구

"https://docs.netapp.com/us-en/netapp-solutions-sap/backup/saphana-sr-scs-sap-hana-system-replication-

overview.html"

버전 기록

버전 날짜 문서 버전 기록

버전 1.0 2022년 5월 최초 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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