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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복원 및 재해 복구

ANF 기반 SAP HANA - 애플리케이션용 클라우드 백업을 사용한
백업 및 복구

TR-4959: ANF 기반 SAP HANA -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를 통한 백업 및 복구

NetApp, Nils Bauer

이 기술 보고서에서는 NetApp BlueXP CBA(Cloud Backup for Applications)와 함께 Azure

NetApp Files(ANF)에서 SAP HANA 데이터 보호를 위한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CBA 개념, 구성 모범 사례 및 백업, 복원 및 복구 작업을 위한 운영 워크플로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오늘날 기업은 SAP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중단 없는 지속적인 가용성을 필요로 합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볼륨과 시스템 백업과 같은 일상적인 유지 관리 작업이 수행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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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ure NetApp Files를 사용한 백업 및 복구"

Azure NetApp Files를 사용한 백업 및 복구

"이전: 개요."

ANF(Azure NetApp Files) 스냅샷 기술을 사용하여 몇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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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F 고객의 SAP는
일반적으로 하루 동안 여러 개의 온라인 스냅샷 백업을 예약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4-

6시간마다 백업을 예약합니다. 이러한 스냅샷 백업은 일반적으로 운영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제거되기 전에 3~5일 동안 보관됩니다.

Snapshot 복사본은 복원 및 복구 작업에 대한 주요 이점을 제공합니다. 볼륨 복원 작업을 사용하면 사용 가능한 스냅샷
복사본을 기반으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원하는 시점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원 프로세스는 데이터베이스
크기와 관계없이 몇 초 내에 완료됩니다. 하루 동안 여러 개의 온라인 Snapshot 백업이 생성되므로 기존 백업 방식에
비해 복구 프로세스에 필요한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복원 작업은 최대 24시간이 아닌 몇 시간 전의 스냅샷 복사본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으므로 트랜잭션 로그를 적게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RTO는 기존의 단일 주기 백업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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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볼륨 복원 작업을 사용하여 처리됩니다. 2차 위치에서의 복원은 스냅샷 복사본이 포함된 운영 스토리지
시스템이 손상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스냅샷 복사본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백업을 복원해야 하는 경우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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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HANA 파일 기반 백업을 사용하여 보조 위치로 백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 기반 백업은 훨씬 더 낮은 빈도로
예약할 수 있으므로 운영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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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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NetApp Files를 사용하면 볼륨 처리량을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HANA를 시작하기 전에
HANA 데이터 볼륨의 처리량을 늘리고 HANA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한 후 일상적인 운영 가치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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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할 경우 최악의 경우 파일 기반 백업의 복구 시간의 4분의 1이 복구 시간으로
계산됩니다(6시간/24시간 =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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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두 개의 막대는 매일 단일 Snapshot 백업을 하더라도 스냅샷 백업의 복원 작업 속도로 인해 복원 및 복구가 43%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루에 여러 개의 Snapshot 백업이 생성되는 경우 앞으로 복구 중에 적용해야 할 로그
수가 적기 때문에 실행 시간이 더 단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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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백업 및 클로닝 작업 가속의 활용 사례와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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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백업 및 클론 복제 작업의 사용 사례와 가치를 나타냅니다

"이전: Azure NetApp Files를 사용한 백업 및 복구"

백업 실행은 모든 데이터 보호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스템 장애로부터 복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백업이 예약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사용 사례이지만 백업 및 복구 작업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다른 SAP 라이프사이클 관리 작업도 있습니다.

SAP HANA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 전에 필요 시 백업을 수행하고, 업그레이드 실패 시 복원 작업이 계획된
전체 다운타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4TB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스냅샷 기반 백업 및 복원
작업을 통해 계획된 다운타임을 8시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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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에 실패하거나 반복해야 하는 경우 시스템을 이전 저장 지점으로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테스트를 더 일찍 완료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테스트를 수행하고 테스트 결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Snapshot 백업이 구축되면 HANA 데이터베이스의 복사본이 필요한 다른 사용 사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AN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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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입니다. ANF 클론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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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 RTO 및 재해 복구
설정의 복구 지점 목표(RPO)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ANF 교차 지역 복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재해 복구 사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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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할 경우 재해 복구 사이트에서도 운영 스냅샷 백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백업을 사용하여 재해 복구 테스트를
위한 새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위한 클라우드 백업 입니다."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 아키텍처

"이전: 백업 및 클론 복제 작업 가속의 활용 사례 및 가치"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NetApp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SaaS 솔루션입니다. NetApp BlueXP에서 지원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클라우드 백업은 애플리케이션 정합성을 보장하고 Azure NetApp Files

기반 SAP HANA를 정책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보호합니다.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중앙 집중식 제어 및 감독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별 백업 및 복원 작업을
관리하는 기능을 위임합니다.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NetApp BlueXP에서 SaaS로 실행되며 프레임워크 및 UI를 활용합니다. BlueXP

작업 환경 프레임워크는 Azure NetApp Files의 자격 증명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BlueXP 커넥터는 고객 VNET 내에 배포해야 합니다. NetApp SaaS 구성 요소와 고객 환경 간의 통신은 커넥터를
통해서만 수행됩니다. 이 커넥터는 ANF 관리 API를 사용하여 ANF 스토리지 작업을 실행합니다.

HANA 플러그인은 HANA 데이터베이스별 논리를 제공하며 각 HANA 호스트에 구축해야 합니다. HANA 플러그인은
HANA hdbsql 클라이언트와 사용자 저장소 키를 사용하여 HANA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합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BlueXP 커넥터에 의해 트리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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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ANF 기반 SAP HANA용 클라우드 백업 애플리케이션"

ANF 기반 SAP HANA용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

"이전: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 아키텍처"

솔루션 개요

Cloud Backup for Application은 다음 구성 요소에 대해 스냅샷 기반 백업 작업을 지원합니다.

1. * SAP HANA 시스템 * 데이터 볼륨.

2. SAP HANA 데이터베이스의 * 비 데이터 볼륨 예를 들면, 입니다 /hana/shared 볼륨 및/또는 SAP 애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

3. * 특정 HANA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글로벌 비 데이터 볼륨 *. 예를 들어, SAP 전송 디렉토리입니다

/usr/sap/trans.

이러한 구성 요소의 백업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약된 백업 또는 필요 시 백업

• 사전/사후 스크립트 옵션

• 정책 기반 보존 관리

◦ ANF 볼륨 레벨의 스냅샷

◦ SAP HANA 백업 카탈로그 내(HANA 데이터 볼륨 백업용)

SAP HANA 파일 기반 백업은 데이터베이스 블록 무결성 검사에 사용되며, 필요 시 또는 예약된 백업 작업으로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정책 기반 보존 관리는 파일 시스템 레벨 및 HANA 백업 카탈로그 내에서 수행됩니다.

HANA 데이터베이스 로그 백업의 보존 관리는 HANA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백업(스냅샷 또는 파일 기반)의 정의된
보존을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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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는 모든 스냅샷 기반 백업에 대한 복원 작업을 지원합니다. 파일 기반 백업은 기본 HANA 툴을 사용해서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운영

스냅샷 데이터 백업은 SAP HANA 데이터베이스 백업 저장점을 트리거하여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에서
실행되므로 스토리지 계층에 생성된 스냅샷 복사본은 SAP HANA 데이터베이스의 일관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를 참조하십시오 "SAP 관리 가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를 참조하십시오.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모든 SAP HANA 관련 리소스를 완벽하게 백업할 수 있도록 스토리지 기반
Snapshot 복사본을 사용하여 데이터가 아닌 모든 볼륨을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보존 및 보호 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백업과 별도로 비데이터 볼륨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SAP는 블록 무결성 검사를 실행하기 위해 스토리지 기반 스냅샷 백업을 주간 파일 기반 백업과 결합할 것을 권장합니다.

CBA 내에서 블록 무결성 검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블록 무결성 검사(파일 기반) 백업도 백업을 보조 스토리지 위치로
오프로드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성 가능한 보존 정책을 기반으로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데이터 백업, 로그 백업, SAP HANA 백업
카탈로그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백업 솔루션을 요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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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데이터 볼륨의 스토리지 기반 스냅샷 백업을 실행할 때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1. 비 데이터 볼륨의 스토리지 스냅샷 복사본을 생성합니다.

2. 정의된 보존 정책을 기반으로 스토리지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합니다.

SAP HANA 데이터베이스의 스토리지 기반 스냅샷 백업을 실행할 때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1. SAP HANA 백업 저장점을 생성하여 지속성 계층에서 일관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2. 데이터 볼륨의 스토리지 스냅샷 복사본을 생성합니다.

3. 스토리지 스냅샷 백업을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 등록합니다.

4. SAP HANA 백업 저장점을 릴리즈합니다.

5. 정의된 보존 정책을 기반으로 스토리지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합니다.

6. 정의된 보존 정책을 기반으로 SAP HANA 백업 카탈로그 항목을 삭제합니다.

7. 데이터 백업을 수동으로 삭제하거나 보존 정책을 기반으로 할 때마다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가장
오래된 데이터 백업보다 오래된 모든 로그 백업을 삭제합니다. 로그 백업은 파일 시스템과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서 삭제됩니다.

지원되는 SAP HANA 릴리즈 및 구성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다음과 같은 구성 옵션을 사용하는 하나 또는 여러 테넌트가 있는 HANA MDC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 SAP HANA 2.0 SPS4 이상

• SAP HANA 단일 호스트 시스템

• 섹션에 설명된 대로 SAP HANA 다중 호스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HANA 다중 호스트 시스템을 사용한
백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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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에 설명된 대로 HSR(HANA 시스템 복제)으로 구성된 SAP HANA 시스템 "“HANA 시스템 복제를 사용한 백업
작업”"

"다음은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 개념 및 모범 사례입니다."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 개념 및 모범 사례

"이전: ANF 기반 SAP HANA용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

데이터 보호 전략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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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개변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 Snapshot 백업이 실행되는 빈도

• 스냅샷 백업이 유지되는 기간

• 블록 무결성 검사(파일 기반 백업)가 실행되는 빈도

• 블록 무결성 검사 백업(파일 기반 백업)이 유지되는 기간

다음 표에서는 시스템 유형의 운영, 개발 및 테스트에 대한 데이터 보호 매개 변수의 예를 보여 줍니다. 운영 시스템의
경우 백업 빈도가 높고 매주 파일 기반 백업이 실행됩니다. 테스트 및 개발 시스템은 요구사항이 낮으며 Snapshot

백업은 더 자주 예약되지 않습니다.

매개 변수 운영 시스템 개발 시스템 시스템을 테스트합니다

Snapshot 백업 빈도 4시간마다 6시간마다 12시간마다

스냅샷 백업 보존 3일 3일 3일

블록 무결성 검사 빈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블록 무결성 검사 보존 4주 2주 1주

다음 표에는 스냅샷 백업 작업에 대한 데이터 보호 매개 변수에 대해 구성해야 하는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매개 변수 정책 스냅샷 4h 정책 스냅샷 6h 정책 스냅샷 12h

백업 유형 스냅샷 기반 스냅샷 기반 스냅샷 기반

일정 유형 매시간 매시간 매시간

보존 개수 = 18 개수 = 12 개수 = 3

백업 일정 4시간마다 6시간마다 12시간마다

다음 표에는 파일 기반 백업 작업에 대한 데이터 보호 매개 변수에 대해 구성해야 하는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9



매개 변수 정책 파일바스에네스주 정책 FileBased2Weeks 정책 파일 Based1주

백업 유형 파일 기반 파일 기반 파일 기반

일정 유형 매주 매주 매주

보존 개수 = 4 개수 = 2 개수 = 1

백업 일정 매주 일요일 매주 일요일 매주 일요일

백업 작업

SAP는 HANA 2.0 SPS4를 사용하는 MDC 다중 테넌트 시스템에서 스냅샷 백업에 대한 지원을 도입했습니다. SAP

HANA MDC 시스템에서 테넌트 구성이 반드시 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테넌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HANA 데이터베이스를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에 추가할 때 검색된 구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백업 작업이 실행되는 시점에 사용 가능한 테넌트를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백업 작업에서 워크플로우의 첫 번째 단계는 테넌트 정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스냅샷 백업 작업
자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HANA 백업 저장점, ANF 스냅샷 백업 및 HANA 백업 저장점을 닫기 위한 SQL 명령을
트리거하는 SQL 명령이 포함됩니다. close 명령을 사용하면 HANA 데이터베이스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각
테넌트의 백업 카탈로그를 업데이트합니다.

하나 이상의 테넌트가 중지된 경우 SAP HANA는 MDC 시스템에 대한 스냅샷 백업 작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백업 및 HANA 백업 카탈로그 관리의 보존 관리를 위해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첫 번째 단계에서
식별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모든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카탈로그 삭제 작업을 실행해야 합니다. 로그 백업과
마찬가지로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 워크플로는 백업 작업의 일부인 각 테넌트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백업 워크플로우의 개요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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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데이터베이스의 Snapshot 백업을 위한 백업 워크플로우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SAP HANA 데이터베이스를 다음 순서로 백업합니다.

1.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HANA 데이터베이스에서 테넌트 목록을 읽습니다.

2. 테넌트 정보는 백업 작업을 위한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 메타데이터에 저장됩니다.

3.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SAP HANA 글로벌 동기화 백업 저장점을 트리거하여 지속성 계층에서 일관된
데이터베이스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SAP HANA MDC 단일 또는 다중 테넌트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각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동기화된 글로벌 백업 저장점이 단일 작업으로 생성됩니다.

4.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HANA 시스템에 구성된 모든 데이터 볼륨에 대해 ANF 스냅샷 복사본을
생성합니다. 단일 호스트 HANA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데이터 볼륨은 하나만 있습니다. SAP HANA 다중 호스트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 데이터 볼륨이 있습니다.

5.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 스냅샷 백업을 등록합니다.

6.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SAP HANA 백업 저장점을 삭제합니다.

7.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백업에 정의된 보존 정책을 기반으로 ANF 스냅샷 복사본과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항목을 삭제합니다. HANA 백업 카탈로그 작업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모든 테넌트에 대해 수행됩니다.

8.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서 식별된 가장 오래된 성공적인 데이터 백업보다
오래된 파일 시스템 및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서 모든 로그 백업을 삭제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모든 테넌트에 대해 수행됩니다.

블록 무결성 검사 작업을 위한 백업 워크플로우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다음 순서대로 블록 무결성 검사를 실행합니다.

1.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HANA 데이터베이스에서 테넌트 목록을 읽습니다.

2.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각 테넌트에 대해 파일 기반 백업 작업을 트리거합니다.

3.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블록 무결성 검사 작업에 정의된 보존 정책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시스템 및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서 파일 기반 백업을 삭제합니다. 파일 시스템에서 백업 삭제 및 HANA 백업
카탈로그 작업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모든 테넌트에 대해 수행됩니다.

4.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 식별된 가장 오래된 데이터 백업보다 오래된 파일
시스템 및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의 모든 로그 백업을 삭제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모든
테넌트에 대해 수행됩니다.

백업 보존 관리 및 데이터 및 로그 백업 관리

데이터 백업 보존 관리 및 로그 백업 정리정돈은 다음 보존 관리를 포함하여 네 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Snapshot 백업

• 파일 기반 백업

• SAP HANA 백업 카탈로그 내의 데이터 백업

• SAP HANA 백업 카탈로그 및 파일 시스템에 로그 백업

다음 그림에서는 다양한 워크플로우와 각 작업의 종속 관계를 간략하게 보여 줍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다양한 작업에

11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Snapshot 백업의 보존 관리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 백업 정책에 정의된 보존에 따라 스토리지 및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 저장소에 있는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하여 SAP HANA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비 데이터
볼륨 백업의 내부 관리를 처리합니다.

보존 관리 로직은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의 각 백업 워크플로우에서 실행됩니다.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에서 Snapshot 백업을 수동으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 기반 백업의 보존 관리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 백업 정책에 정의된 보존에 따라 파일 시스템에서
백업을 삭제하여 파일 기반 백업의 관리 작업을 처리합니다.

보존 관리 로직은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의 각 백업 워크플로우에서 실행됩니다.

SAP HANA 백업 카탈로그 내에서 데이터 백업의 보존 관리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가 백업(스냅샷 또는 파일 기반)을 삭제할 경우 이 데이터 백업도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서 삭제됩니다.

로그 백업의 보존 관리

SAP HANA 데이터베이스는 로그 백업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러한 로그 백업을 실행하면 SAP HANA에 구성된
백업 디렉토리에 있는 각 개별 SAP HANA 서비스에 대한 백업 파일이 생성됩니다.

가장 오래된 성공적인 데이터 백업보다 오래된 로그 백업은 더 이상 전달 복구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파일 시스템 레벨뿐만 아니라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서
로그 파일 백업의 관리 작업을 처리합니다.

•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SAP HANA 백업 카탈로그를 읽어 가장 오래된 파일 기반 또는 스냅샷 백업의
백업 ID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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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SAP HANA 카탈로그 및 이 백업 ID보다 오래된 파일 시스템의 모든 로그
백업을 삭제합니다.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에서 생성된 백업의 하우스키핑만
처리합니다.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 외부에서 추가 데이터 백업을 생성하는 경우 데이터
백업이 백업 카탈로그에서 삭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백업이 백업 카탈로그에서
수동으로 삭제되지 않으면 가장 오래된 데이터 백업이 될 수 있으며, 이 데이터 백업이 삭제될 때까지
오래된 로그 백업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로그 백업 관리 기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만 HANA 플러그인 호스트 레벨에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를 편집합니다 hana.property 파일 /opt/NetApp/snapcenter/scc/etc. 매개

변수를 포함합니다 LOG_CLEANUP_DISABLE = Y 에 있습니다 hana.property 구성 파일은 로그
백업 관리 기능을 비활성화합니다. 파일이 없으면 만들어야 합니다.

HANA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 통신 지원

HANA 데이터베이스가 보안 통신으로 구성된 경우 를 참조하십시오 hdbsql CBA에 의해 실행되는 명령에서는
추가적인 명령줄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를 호출하는 래퍼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hdbsql 을 선택합니다.

SSL 통신을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 가장 간단한 클라이언트 구성은
명령줄 옵션을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이 경우 서버 인증서 유효성 검사가 수행되지 않습니다. 서버 및
/또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인증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다른 hdbsql 명령줄 옵션이 필요하며, SAP HANA

보안 가이드 에 설명된 대로 PSE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를 구성하는 대신 hdbsql 의 실행 파일 hana.properties 파일 래퍼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파일을 엽니다
`/opt/NetApp/snapcenter/scc/etc/hana.properties`다음 콘텐츠를 추가해야 합니다. 파일이 없으면 만들어야 합니다.

이 예는 SID = SM1 및 인스턴스 번호 = 12가 있는 HANA 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HANA_HDBSQL_CMD = /usr/sap/SM1/HDB12/exe/hdbsqls

래퍼 스크립트 hdbsqls는 필요한 명령줄 옵션으로 hdbsql을 호출합니다.

#/bin/bash

/usr/sap/SM1/HDB12/exe/hdbsql -e -ssltrustcert $*

Snapshot 백업의 용량 요구 사항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변경률에 비해 스토리지 계층의 블록 변경률이 더 높아야 합니다. 열 저장소의 HANA 테이블 병합
프로세스로 인해 테이블의 변경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체 테이블이 디스크에 기록됩니다.

하루 동안 여러 스냅샷 백업을 수행한 경우 고객 기반의 데이터에 따르면 매일 변경률이 20%~50%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설치 및 구성 단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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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구성 단계 개요

"이전: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 개념 및 모범 사례"

필요한 설치 및 구성 단계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NetApp BlueXP 구성 요소의 설치 및 구성

데이터 보호 솔루션의 초기 설정 중에 한 번 수행해야 합니다.

• HANA 호스트 및 데이터베이스 준비 단계

각 HANA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수행해야 하며, CBA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의 구성 단계

각 HANA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수행해야 하며, CBA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NetApp BlueXP 구성 요소의 설치 및 구성

NetApp BlueXP 구성 요소의 설치 및 구성은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보호 |

NetApp 문서".

1. BlueXP에 등록하고 NetApp 계정을 설정하십시오.

2. Azure VNET에 BlueXP 커넥터를 배포합니다.

3. BlueXP에서 Azure NetApp Files의 작업 환경을 만듭니다.

HANA 호스트 및 데이터베이스 준비 단계

1. HANA 호스트에 Java 11 설치. Java 11(64비트) Oracle Java 또는 OpenJDK는 HANA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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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 설명된 대로 HANA 호스트에 CBA HANA 플러그인을 구축합니다 "SAP HANA용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 플러그인 | NetApp 문서".

3. 다음 장에 설명된 대로 HANA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서 백업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의 구성 단계

1. HANA 호스트를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에 추가합니다.

a. HANA 사용자 저장소 키 구성

b. 스토리지 설치 공간 구성:

2. HANA 시스템에 대한 백업 정책을 생성하고 할당합니다.

a. 스냅샷 기반 백업 작업:

b. 파일 기반 백업 작업

3. 비 데이터 볼륨 백업 작업을 구성합니다.

a. 스토리지 설치 공간 구성:

b. 백업 정책을 생성하고 할당합니다.

4. 글로벌 비 데이터 볼륨 백업 작업을 구성합니다.

a. 시스템 세부 정보 구성

b. 스토리지 설치 공간 구성:

c. 백업 정책을 생성하고 할당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에 대한 구성 단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HANA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서 백업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HANA 데이터베이스에 전용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를 구성하여 CBA를 통해 백업 작업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백업 사용자에 대해 SAP HANA 사용자 저장소 키가 구성되고 이 사용자 저장소 키는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 SAP HANA 플러그인 구성에 사용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백업 사용자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SAP HANA Studio를 보여 줍니다.

필요한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백업 관리자

• 카탈로그 읽기

• 데이터베이스 백업 관리자

• 데이터베이스 복구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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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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시스템을 Cloud Backup for Application에 추가합니다

1. BlueXP에서 * 보호 * > * 백업 및 복구 * > * 응용 프로그램 * 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스크린샷은 첫 번째 HANA 시스템을 추가할 때의 워크플로우를 보여 줍니다. 이미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에 추가된 시스템이 있는 경우 초기 화면은 추가 HANA 시스템을 추가하기 위한 * 시스템 추가 *

버튼이 있는 대시보드 보기입니다. 이 경우 5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검색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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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loud Native * 를 클릭합니다.

4. SAP HANA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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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 세부 정보 화면에서 HANA 단일 컨테이너 또는 멀티 테넌트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 시스템 유형을
선택합니다. HANA 시스템의 SID를 제공하고 시스템 이름으로 자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에서는 SAP HANA 시스템 PR1의 구성을 보여 줍니다.

6. Add Plug-in host * 를 클릭하여 HANA 데이터베이스 호스트를 추가합니다. 일반적으로 호스트 이름이 사용됩니다.

IP 주소도 작동합니다. 포트 8145 은 HANA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설치된 HANA 플러그인의 기본 포트입니다.

플러그인 설치 중에 변경한 사항이 없으면 기본 포트가 유효합니다.

HANA 다중 호스트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실행 중인 호스트만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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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ANA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저장소 키를 추가하려면 * 사용자 저장소 키 추가 * 를 클릭합니다.

HANA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저장소 키를 구성하기 위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키 이름으로 원하는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세부 정보에는 hdbsql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할 IP 주소 및

포트가 포함됩니다. SAP HANA MDC 시스템의 경우 포트를 참조하십시오 3<instanceNo>13 는 SQL에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표준 포트입니다.

이전에 구성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 저장소 키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 키를 사용하여 HANA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합니다.

8. HANA 호스트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키가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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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1adm@vm-pr1:/usr/sap/PR1/HDB01> hdbuserstore list

DATA FILE       : /usr/sap/PR1/pr1adm/.hdb/vm-pr1/SSFS_HDB.DAT

KEY FILE        : /usr/sap/PR1/pr1adm/.hdb/vm-pr1/SSFS_HDB.KEY

KEY PR1KEY

  ENV : 10.0.1.20:30113

  USER: SNAPSHOT

KEY PR1SAPDBCTRL

  ENV : vm-pr1:30113

  USER: SAPDBCTRL

pr1adm@vm-pr1:/usr/sap/PR1/HDB01> hdbsql -U PR1KEY

Welcome to the SAP HANA Database interactive terminal.

Type:  \h for help with commands

       \q to quit

hdbsql SYSTEMDB=>

9. 다음 * 을 클릭하여 시스템 세부 정보 구성을 완료합니다.

10. HANA 데이터베이스의 스토리지 설치 공간을 구성하려면 * 스토리지 추가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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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HANA 시스템의 스토리지 볼륨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12. HANA 시스템의 ANF 볼륨에 사용되는 작업 환경과 NetApp 계정을 선택합니다. HANA 시스템의 데이터 볼륨을

선택합니다. 이 예에서는 입니다 PR1_data_mnt00001.

SAP HANA 다중 호스트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에 속한 모든 HANA 호스트의 데이터 볼륨을
선택해야 합니다.

13. Next * 를 클릭하여 스토리지 설치 공간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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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성을 검토하고 * 시스템 추가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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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HANA 시스템이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에 추가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백업 작업을 구성해야 합니다.

"다음: 백업 정책을 생성합니다."

백업 정책을 생성합니다

"이전: 설치 및 구성 단계 개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책은 일반적으로 리소스와 독립적으로 구성되며 여러 SAP HANA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최소 구성은 다음 두 가지 정책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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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별 스냅샷 백업에 대한 정책: 예: SnapshotEvery4Hours.

• 파일 기반 백업을 사용한 주간 블록 무결성 검사를 위한 정책: 예: WeeklyBlockIntegrityCheck.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두 정책의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스냅샷 기반 백업에 대한 정책을 생성합니다

1. 새 정책을 만들려면 * 설정 * > * 정책 * 으로 이동합니다.

2. Create Policy * 를 클릭합니다.

3. 스냅샷 이름 형식을 구성합니다.

HANA 백업 카탈로그 내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스냅샷 이름에 추가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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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R 설정에서 시스템 이름을 이름 형식에도 추가해야 합니다. 물론 이름에 역할 또는 호스트
이름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기본 및 보조 호스트의 시스템 이름을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SID-HSR-Primary 또는 SID-HSR-Secondary.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HANA

백업 카탈로그에서 백업을 생성한 호스트를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4. 스케줄을 구성합니다. 이 예에서는 4시간마다 스냅샷 백업을 실행하고 3일간 백업을 유지합니다.

5. 필요에 따라 백업 작업을 통해 실행되는 사전/사후 스크립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HANA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서 실행됩니다. 도 참조하십시오 "클라우드 네이티브 SAP HANA

데이터베이스 백업 | NetApp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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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제 스냅샷 기반 백업에 대한 정책이 생성됩니다.

파일 기반 백업에 대한 정책을 생성합니다

1. Create Policy *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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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생성 화면에서 정책 이름, 백업 유형, 백업 명명 규칙, 스케줄 및 보존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이 예에서는 각 일요일에 주별 백업을 구성하고 한 개의 * 복제본을 보존하여 * 유지합니다.

"1"은 보관할 * 사본에 대해 구성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즉, 항상 파일 시스템에 파일 기반
백업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음 파일 기반 백업을 실행하는 동안 새 백업이 생성된 후 이전
백업이 삭제되므로 두 배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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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에 따라 백업 작업을 통해 실행되는 사전/사후 스크립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이제 백업 정책 목록에 스냅샷 백업에 대한 하나의 정책과 파일 기반 백업에 대한 다른 정책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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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HANA 데이터베이스의 스냅샷 기반 백업 작업"

HANA 데이터베이스의 스냅샷 기반 백업 작업

"유해: 백업 정책을 생성합니다."

HANA 시스템에 정책을 할당합니다

예약된 백업을 활성화하려면 백업 정책을 HANA 시스템에 할당해야 합니다.

1. 정책 할당 * > * 데이터 볼륨 * 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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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할당 * 을 클릭합니다.

3. 이제 정책이 HANA 시스템에 할당되고, 스냅샷 백업은 일정 정의에 따라 실행됩니다.

필요 시 Snapshot 백업 생성

필요 시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생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CBA 대시보드 보기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 On-Demand Backup * > * Data Volume *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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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문형 백업 * 대화 상자에서 * 정책 기반 * 또는 * 한 번 * 을 선택합니다.

◦ 정책 기반 * 을 사용하면 필요 시 백업이 보존 및 사전/사후 스크립트 구성과 관련하여 예약된 백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1회 * 를 사용하면 특정 보존, 특정 백업 이름, 특정 사전 및 사후 스크립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3. 이 예에서는 정책 기반 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정책 및 보존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업 모니터링 보기에서 다양한 워크플로 단계, 단계의 런타임 및 전체 작업 런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백업 작업에 약 1분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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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 토폴로지 뷰에서 스냅샷 백업 정보를 검토합니다

CBA 대시보드 보기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 토폴로지 보기 * 를 선택하여 백업 개요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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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개요에는 CBA를 사용하여 생성된 백업 목록이 표시됩니다.

백업 이름은 백업 정책에 정의된 형식을 따릅니다. 또한 SAP HANA 백업 카탈로그 항목과 ANF 볼륨의
스냅샷 이름에 같은 명명 규칙이 사용됩니다.

SAP HANA Studio에서 스냅샷 백업 정보 검토

SAP HANA MDC 시스템용 스토리지 스냅샷 복사본을 사용하여 백업을 수행할 경우 데이터 볼륨의 스냅샷 복사본이
생성됩니다. 이 데이터 볼륨에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와 모든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물리적 아키텍처를 반영하기 위해 SAP HANA는 CBA가 스냅샷 백업을 트리거할 때마다 내부적으로 시스템

33



데이터베이스와 모든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백업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 여러 개의
개별 백업 항목이 생성됩니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한 개, 테넌트 데이터베이스당 한 개.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서 CBA 백업 이름은 다음 두 그림에 표시된 대로 Comment(주석) 필드와 External

Backup ID(EBID) 필드에 저장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테넌트 데이터베이스 PR1을 보여
줍니다. 두 그림 모두 Comment(설명) 필드와 EBID(EBID) 필드에 저장된 CBA 백업 이름을 강조 표시합니다.

CBA는 자체 백업만 인식합니다. SAP HANA Studio와 같이 생성된 추가 백업은 SAP HANA

카탈로그에 표시되지만 CBA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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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Portal에서 스냅샷 백업 정보를 검토합니다

CBA에서 백업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이름이 ANF 볼륨의 스냅샷 백업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볼륨의 Azure 포털과 스냅샷 백업을 보여 줍니다.

"다음: HANA 데이터베이스의 파일 기반 백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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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데이터베이스의 파일 기반 백업 작업

"이전: HANA 데이터베이스의 스냅샷 기반 백업 작업"

SAP는 블록 무결성 검사를 실행하기 위해 스토리지 기반 스냅샷 백업을 주간 파일 기반 백업과
결합할 것을 권장합니다.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파일 기반 백업을 백업 유형으로
선택하는 정책을 사용하여 블록 무결성 검사 실행을 지원합니다.

파일 기반 백업은 HANA 데이터 볼륨의 Snapshot 백업 외에도 보조 백업 복사본을 저장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파일 기반 백업을 사용하여 운영 데이터 볼륨이 완전히 손실된 경우 복원 및 복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여 백업을 예약할 때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시스템 및 모든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 SAP HANA 파일 백업을 생성합니다.

HANA 시스템에 정책을 할당합니다

예약된 백업을 활성화하려면 백업 정책을 HANA 시스템에 할당해야 합니다.

1. 정책 할당 * > * 데이터 볼륨 * 으로 이동합니다.

2. 파일 기반 백업에 대한 정책을 선택하고 * 할당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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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제 정책이 HANA 시스템에 할당되고 파일 기반 백업은 스케줄 정의에 따라 실행됩니다.

필요 시 파일 기반 백업을 생성합니다

필요 시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생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CBA 대시보드 보기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On-Demand Backup – Data Volume을 선택합니다.

2. 주문형 백업 대화 상자에서 * 정책 기반 * 또는 * 한 번 * 을 선택합니다.

◦ 정책 기반 * 을 사용하면 필요 시 백업이 보존 및 사전/사후 스크립트 구성과 관련하여 예약된 백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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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 를 사용하면 특정 보존, 특정 백업 이름, 특정 사전 및 사후 스크립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3. 이 예에서는 정책 기반 을 선택했으며 다음 단계로 정책 및 보존 을 선택합니다.

4. 작업 모니터링 보기에서 다양한 워크플로 단계, 단계의 런타임 및 전체 작업 런타임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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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 토폴로지 뷰에서 파일 기반 백업 정보를 검토합니다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스냅샷 복사본 기반 백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파일 기반 백업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지막 파일 기반 백업만 나열됩니다. 파일 기반 백업의 성공 또는 실패는 Job Monitor 보기에 표시됩니다.

파일 시스템에 대한 파일 기반 백업 정보를 검토합니다

블록 무결성 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표준 SAP HANA 데이터 백업 파일이 생성됩니다. CBA는 파일 기반 데이터
백업 작업을 위해 HANA 데이터베이스에 구성된 백업 경로를 사용합니다. 명명 규칙은 파일 기반 백업에 대한 백업
정책의 구성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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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pr1:/hanabackup/PR1/file # ls -al *

DB_PR1:

total 3355880

drwxr-xr-- 2 pr1adm sapsys       4096 Jan  3 10:12 .

drwxr-x--- 4 pr1adm sapsys       4096 Dec 19 13:53 ..

-rw-r----- 1 pr1adm sapsys     155648 Jan  3 10:10

SnapCenter_SnapCenter_PR1_WeeklyBlockIntegrityCheck_Weekly_2023_01_03_10_1

0_19_databackup_0_1

-rw-r----- 1 pr1adm sapsys   83894272 Jan  3 10:11

SnapCenter_SnapCenter_PR1_WeeklyBlockIntegrityCheck_Weekly_2023_01_03_10_1

0_19_databackup_2_1

-rw-r----- 1 pr1adm sapsys 1627398144 Jan  3 10:12

SnapCenter_SnapCenter_PR1_WeeklyBlockIntegrityCheck_Weekly_2023_01_03_10_1

0_19_databackup_3_1

SYSTEMDB:

total 3092672

drwxr-xr-- 2 pr1adm sapsys       4096 Jan  3 10:12 .

drwxr-x--- 4 pr1adm sapsys       4096 Dec 19 13:53 ..

-rw-r----- 1 pr1adm sapsys     159744 Jan  3 10:10

SnapCenter_SnapCenter_PR1_WeeklyBlockIntegrityCheck_Weekly_2023_01_03_10_1

0_19_databackup_0_1

-rw-r----- 1 pr1adm sapsys 1577066496 Jan  3 10:12

SnapCenter_SnapCenter_PR1_WeeklyBlockIntegrityCheck_Weekly_2023_01_03_10_1

0_19_databackup_1_1

vm-pr1:/hanabackup/PR1/file #

SAP HANA Studio에서 파일 기반 백업 정보 검토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는 시스템과 테넌트 데이터베이스 모두에 대한 항목이 표시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카탈로그에 있는 CBA 파일 기반 백업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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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비 데이터 볼륨의 스냅샷 기반 백업 작업"

데이터가 아닌 볼륨에 대한 스냅샷 기반 백업 작업

"이전: HANA 데이터베이스의 파일 기반 백업 작업"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BA는 비 데이터 볼륨의 백업 작업을 지원합니다. 비 데이터 볼륨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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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특정 SAP HANA 시스템에 속하는 볼륨입니다 /hana/shared 또는 SAP 애플리케이션

서버 볼륨 등 /usr/sap/SID 또는 sapmnt/SID.

구성

1. CBA 대시보드 뷰에서 Manage System – Add Non-Data Volume을 선택합니다.

2. 비 데이터 볼륨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HANA 시스템의 ANF 볼륨에 사용되는 작업 환경과 NetApp 계정을 선택합니다. 볼륨을 선택합니다. 이 예에서

PR1_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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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할당합니다

예약된 백업을 활성화하려면 백업 정책을 할당해야 합니다.

1. 정책 할당 * > * 비 데이터 볼륨 * 으로 이동합니다.

2. 할당 * 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볼륨이 아닌 볼륨에 대해 필요 시 백업을 생성합니다

필요 시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생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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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BA 대시보드 보기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On-Demand Backup – Data Volume을 선택합니다.

2. 주문형 백업 대화 상자에서 * 정책 기반 * 또는 * 한 번 * 을 선택합니다.

◦ 정책 기반의 경우 필요 시 백업은 보존 및 사전/사후 스크립트 구성과 관련하여 예약된 백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한 번만 사용하면 특정 보존, 특정 백업 이름 및 특정 사전/사후 스크립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정책 기반 을 선택했으며 다음 단계로 정책 및 보존 을 선택해야 합니다.

작업 모니터링 보기에서 다양한 워크플로 단계, 단계의 런타임 및 전체 작업 런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백업 작업에 47초가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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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 토폴로지 뷰에서 스냅샷 백업 정보를 검토합니다

CBA 대시보드 보기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 토폴로지 보기 * 를 선택하여 백업 개요를 엽니다.

백업 개요에는 CBA를 사용하여 생성된 백업 목록이 표시됩니다.

백업 이름은 백업 정책에 정의된 형식을 사용합니다. ANF 볼륨의 스냅샷 이름에 동일한 명명 규칙도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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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Portal에서 스냅샷 백업 정보를 검토합니다

CBA에서 백업 이름으로 사용되는 이름은 ANF 볼륨의 스냅샷 백업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비 데이터

볼륨에 대한 Azure 포털과 스냅샷 백업을 보여 줍니다 pr1-shared.

"다음: 글로벌 비 데이터 볼륨의 스냅샷 기반 백업 작업"

글로벌 비 데이터 볼륨의 스냅샷 기반 백업 작업

"이전: 비 데이터 볼륨의 스냅샷 기반 백업 작업."

CBA에서는 글로벌 비 데이터 볼륨이 특정 HANA 시스템에 할당되지 않은 볼륨입니다. 예를

들어 SAP 전송 디렉토리가 있었습니다 /usr/sap/trans 또는 소프트웨어 저장소로
이동합니다.

구성

데이터가 아닌 볼륨에 대한 데이터 보호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Add HANA System * 을 클릭하고 * System Type * 으로 * Global Non-Data Volumes *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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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름 및 SID 또는 SID 목록을 제공합니다. 플러그인 호스트도 선택해야 합니다. 사용자
환경의 모든 플러그인 호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3. 스토리지 추가 * 를 클릭하여 글로벌 비 데이터 볼륨의 스토리지 공간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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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비 데이터 볼륨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글로벌 비 데이터 볼륨은 CBA 대시보드의 HANA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으로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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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할당합니다

예약된 백업을 활성화하려면 백업 정책을 할당해야 합니다.

1. 정책 할당 * 으로 이동합니다.

2. 할당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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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제 정책이 비 데이터 볼륨에 할당되었습니다.

글로벌 비데이터 볼륨에 대한 필요 시 백업을 생성합니다

필요 시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생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CBA 대시보드 보기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 On-Demand Backup * 을 선택합니다.

50



2. 주문형 백업 * 대화 상자에서 * 정책 기반 * 또는 * 한 번 * 을 선택합니다.

◦ 정책 기반 * 을 사용하면 필요 시 백업이 보존 및 사전/사후 스크립트 구성과 관련하여 예약된 백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1회 * 를 사용하면 특정 보존, 특정 백업 이름, 특정 사전 및 사후 스크립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정책 기반 을 선택하므로 다음 단계에서 정책 및 보존 을 선택해야 합니다.

작업 모니터링* 보기에서 다양한 워크플로 단계, 단계의 런타임 및 전체 작업 런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백업 작업에 41초가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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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 토폴로지 뷰에서 스냅샷 백업 정보를 검토합니다

CBA 대시보드 보기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 토폴로지 보기 * 를 선택하여 백업 개요를 엽니다.

백업 개요에는 CBA를 사용하여 생성된 백업 목록이 표시됩니다.

백업 이름은 백업 정책에 정의된 형식을 사용합니다. ANF 볼륨의 스냅샷 이름에 동일한 명명 규칙도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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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Portal에서 스냅샷 백업 정보를 검토합니다

CBA의 백업 이름으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이름이 ANF 볼륨의 스냅샷 백업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글로벌 비 데이터 볼륨에 대한 Azure 포털과 스냅샷 백업을 보여 줍니다 software.

"다음: 스냅샷 백업에서 복원 및 복구."

Snapshot 백업으로부터 복원 및 복구

"이전: 글로벌 비 데이터 볼륨의 스냅샷 기반 백업 작업"

다음 섹션에서는 HANA MDC 단일 호스트, 단일 테넌트 시스템에 대한 복원 및 복구
워크플로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중 호스트 시스템의 차이점이 강조 표시됩니다. 이 예에서는
수동 복구를 실행하는 도구로 SAP HANA Studio를 보여 줍니다. 복구 작업에 SAP HANA

Cockpit 또는 HANA SQL 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SAP HANA Studio 및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를 사용하여 SAP HANA MDC 단일 테넌트 시스템을 복원 및
복구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SAP HANA Studio를 사용하여 복원 및 복구 프로세스 준비:

a. Recover System Database * 를 선택하고 SAP HANA 시스템의 종료를 확인합니다.

b. 복구 유형 및 로그 백업 위치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백업 목록이 표시됩니다.

c. 외부 백업 ID를 보려면 관련 백업을 선택합니다.

2. HANA 데이터 볼륨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3.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를 사용하여 복원 프로세스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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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백업 보기에서 SAP HANA Studio의 외부 백업 ID 또는 설명 필드와 일치하는 백업을 선택합니다.

b. 복원 작업을 시작하려면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 복원 * 을 선택합니다.

4. HANA 데이터 볼륨을 마운트합니다.

5. SAP HANA Studio를 사용하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복구 프로세스 실행:

a. 백업 목록에서 * Refresh * (새로 고침 *)를 클릭하고 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백업을 선택합니다(녹색
아이콘으로 표시됨).

b. 복구 작업을 시작합니다.

복구 작업이 완료되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시작됩니다.

6. SAP HANA Studio를 사용하여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복구 프로세스 실행:

a. Recover Tenant Database * 를 선택하고 복구할 테넌트를 선택합니다.

b. 복구 유형 및 로그 백업 위치를 선택합니다.

7. 데이터 백업 목록이 표시됩니다. 데이터 볼륨이 이미 복원되었기 때문에 테넌트 백업은 사용 가능으로 표시됩니다
(녹색).

a. 백업을 선택하고 복구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복구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테넌트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데이터 백업 목록이 표시됩니다. 데이터 볼륨이 이미 복원되었기 때문에 테넌트 백업은 사용 가능으로 표시됩니다(녹색).

백업을 선택하고 복구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복구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테넌트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HANA 시스템 PR1의 복원 및 복구 작업을 설명합니다.

복원 및 복구 작업을 준비합니다

1. SAP HANA Studio에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복구를 시작하려면 * 백업 및 복구 * > *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복구 *

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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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구 유형을 선택하고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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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업 카탈로그 위치를 입력하고 * Next * 를 클릭합니다.

4. 사용 가능한 백업 목록은 HANA 백업 카탈로그 콘텐츠를 기반으로 표시됩니다. 필요한 백업을 선택하고 외부 백업
ID(예: 가장 최근 백업)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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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데이터 볼륨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umount /hana/data/PR1/mnt00001

SAP HANA 다중 호스트 시스템의 경우 각 호스트의 모든 데이터 볼륨을 마운트 해제해야 합니다.

HANA 데이터베이스 복원

1. 복원 작업을 시작하려면 백업 보기에서 HANA Studio에도 표시되는 백업을 선택하고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복원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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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단계에서는 복구 작업을 위한 사전 및 사후 스크립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 작업 로그에는 복구 작업의 진행률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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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원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데이터 볼륨을 마운트합니다.

mount /hana/data/SP1/mnt00001

SAP HANA 다중 호스트 시스템의 경우 각 호스트에 모든 데이터 볼륨을 마운트해야 합니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합니다

1. 사용 가능한 백업 목록을 업데이트하려면 SAP HANA Studio로 이동하여 새로 고침 을 클릭합니다.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를 사용하여 복구된 백업은 백업 목록에 녹색 아이콘과 함께 표시됩니다. 백업을 선택하고 다음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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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 백업의 위치를 제공합니다. 다음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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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에 따라 다른 설정을 선택합니다. Delta 백업 사용 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다음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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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구 설정을 검토하고 * Finish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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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구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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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넌트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합니다

1. SAP HANA Studio에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항목을 선택하고 * Backup and Recovery * > * Recover Tenant

Database * 로 이동합니다.

2. 복구할 테넌트를 선택하고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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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구 유형을 지정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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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업 카탈로그 위치를 확인하고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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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테넌트 데이터베이스가 오프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계속하려면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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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복구 전에 데이터 볼륨 복구가 수행되었으므로 테넌트 백업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녹색으로 강조 표시된 백업을 선택하고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7. 로그 백업 위치를 확인하고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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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요에 따라 다른 설정을 선택합니다. Delta 백업 사용 * 이 선택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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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복구 설정을 검토하고 * Finish * 를 클릭하여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의 복구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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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복구가 완료되고 테넌트 데이터베이스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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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HANA 시스템이 가동되어 실행 중입니다.

여러 테넌트가 있는 SAP HANA MDC 시스템의 경우 각 테넌트에 대해 16 ~ 25단계를 반복해야
합니다.

"다음: HANA 시스템 복제를 사용한 백업 작업"

HANA 시스템 복제를 사용한 백업 작업

"이전: 스냅샷 백업에서 복원 및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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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스냅샷 백업 및 HANA 시스템 복제

백업 작업에 필요한 SQL 명령은 보조 SAP HANA 호스트에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백업 작업은 항상 운영 SAP

HANA 호스트에서 수행됩니다.

SAP HANA 백업 작업의 경우 기본 및 보조 SAP HANA 호스트는 단일 엔터티입니다. 이들은 동일한 SAP HANA 백업
카탈로그를 공유하며, 백업이 운영 또는 보조 SAP HANA 호스트에서 생성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복원 및 복구에 백업을
사용합니다.

복구를 위해 모든 백업을 사용하고 두 호스트에서 로그 백업을 사용하여 복구를 전달하는 기능을 사용하려면 두
호스트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공유 로그 백업 위치가 필요합니다. 공유 스토리지 볼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로그 백업 대상을 공유 볼륨 내의 하위 디렉토리로도 분리해야 합니다.

각 SAP HANA 호스트에는 자체 스토리지 볼륨이 있습니다. 스토리지 기반 Snapshot을 사용하여 백업을 수행하면
데이터베이스 정합성이 보장되는 Snapshot 복사본이 기본 SAP HANA 호스트의 스토리지 볼륨에 생성됩니다.

호스트 2에 대한 페일오버가 수행되면 호스트 2가 운영 SAP HANA 호스트가 되고, 이제 호스트 2에서 백업이
실행되고, 스냅샷 백업이 호스트 2의 스토리지 볼륨에서 생성됩니다.

호스트 2에서 생성된 백업은 스토리지 계층에서 직접 복구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1에서 생성된 백업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호스트 1 스토리지 볼륨에서 호스트 2 스토리지 볼륨으로 백업을 복제해야 합니다. 정방향 복구는 두 호스트의 로그
백업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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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 및 HSR 지원 HANA 시스템을 사용한 백업 작업

이전 섹션에서 간단히 설명한 것처럼 HSR 지원 HANA 시스템의 백업 작업에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백업 작업은 운영 HANA 호스트에서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BA는 백업 작업을 실행할 때 현재 어떤
호스트가 기본 호스트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 현재 운영 호스트에 대해 백업 SQL 문을 실행해야 합니다.

◦ 보조 호스트 데이터 볼륨이 정합성 보장 상태가 아니므로 복구 및 복구 작업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스냅샷 백업은 운영 호스트 데이터 볼륨에서만 수행해야 합니다.

• Snapshot 백업의 보존 관리는 두 호스트 모두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조 호스트에 대한 페일오버가
실행된 경우, 이전 운영 호스트의 백업도 모든 계층, CBA, ANF 볼륨 및 HANA 백업 카탈로그 내의 정의된 보존에
따라 삭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그 백업 보존 관리에 따라 이전 로그 백업을 삭제하면 이전 데이터 백업으로
인해 해당 백업이 차단됩니다.

CBA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기본 및 보조 HANA 호스트인 두 HANA 호스트가 일반 HANA 시스템과 같이
구성됩니다. 구성 중 유일한 차이점은 이 HANA 시스템이 HSR의 일부임을 CBA에 알리기 위해 표시된 확인란입니다.

CBA는 호스트에서 HSR 상태를 읽고 함께 속한 호스트와 운영 또는 보조 호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CBA의 경우 이러한 두 호스트는 단일 엔터티로 취급되며, 여기서 백업은 현재 운영 호스트에 대해서만 실행되고 보존
관리는 두 호스트 모두에서 수행됩니다.

CBA는 2개 호스트 구성에 대해서만 HSR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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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구성 단계 개요

HSR 지원 HANA 시스템에 필요한 구성 단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미 설명한 표준 구성
단계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강조합니다.

1. 기본 HSR 호스트의 HANA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백업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2. 운영 호스트를 추가하고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에서 HANA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a. 구성 중 * HANA 시스템 복제 * 를 선택합니다.

b. 운영 호스트의 스토리지 설치 공간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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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제 새 HANA 시스템이 HSR 아이콘과 함께 나열됩니다.

4. 보조 호스트를 추가하고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에서 HANA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a. 구성 중 * HANA 시스템 복제 *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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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보조 호스트의 스토리지 설치 공간을 추가합니다.

이제 두 시스템 모두 HSR 아이콘과 함께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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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 및 보조 HANA 시스템에 백업 정책을 추가합니다.

두 HANA 호스트 모두에서 보존 관리가 수행되므로 두 시스템 모두에 동일한 정책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제 정의된 정책에 따라 백업이 실행됩니다. CBA는 항상 기본 HANA 호스트에서 스냅샷 백업 작업을 트리거합니다.

"다음: HANA 다중 호스트 시스템을 사용한 백업 작업"

HANA 다중 호스트 시스템을 사용한 백업 작업

"이전: HANA 시스템 복제를 사용한 백업 작업."

HANA 데이터베이스는 단일 호스트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으로 스냅샷 백업을 실행합니다. 백업 작업 SQL 명령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리거되어야 하며, 각 노드의 모든 데이터 볼륨이 정합성이 보장되도록 모든 HANA 작업자
노드에 대해 HANA 백업 저장점이 생성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각 데이터 볼륨에서 스토리지 스냅샷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기 호스트가 없는 HANA 다중 호스트 시스템

대기 호스트가 없는 HANA 다중 호스트 시스템은 HANA 단일 호스트 시스템과 비슷한 방식으로 CBA로 구성됩니다.

1. HANA 네임 서버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실행 중인 작업자 노드에 HANA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Indexservers를 실행하는 작업자 노드에는 HANA 플러그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HDB 사용자 저장소 키는 HANA 단일 호스트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구성됩니다.

3. 스토리지 설치 공간을 구성할 때는 HANA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 볼륨을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Data1, Data2 및 Data3 볼륨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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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HANA 호스트의 데이터 볼륨은 대기 호스트 구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각 호스트에 마운트되어야
합니다.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는 백업에 포함된 파일 목록을 생성하므로 HANA 시스템에
속한 모든 볼륨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ANF 교차 지역 복제 또는 ANF 백업이 활성화된 경우
단일 파일 복원 작업에 파일 목록이 필요합니다.

HANA 다중 호스트 시스템 및 대기 호스트

현재 CBA 버전에서는 대기 호스트가 있는 HANA 다중 호스트 시스템이 지원됩니다. 이 경우 이름 서버를 대기
호스트로 페일오버한 후 장애가 발생한 호스트를 다시 시작한 다음 동일한 OS 구성, 파일 시스템 마운트 및 HANA

플러그인을 사용합니다.

대기 호스트가 있는 HANA 다중 호스트 시스템은 CBA에서 다음 단계로 구성됩니다.

1. HANA 이름 서버/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실행 중인 작업자 노드에 HANA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2. HDB 사용자 저장소 키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이름 서버 호스트)와 대기 호스트 두 개로 구성됩니다. CBA 키
구성의 host:port 문자열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야 하며 목록은 큰따옴표로 시작하고 끝나야 합니다. 그런 다음
hdbsql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저장소 키의 첫 번째 항목으로 시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시도합니다. 항목이
작동하지 않으면 다음 항목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기본 이름 서버 호스트를 첫 번째 호스트로 구성하고 대기
호스트를 사용자 저장소 키의 두 번째 항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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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ANA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 볼륨을 스토리지 설치 공간 구성에 추가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에 표시된 예에서는 Data1 및 Data2 볼륨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름 서버를 대기 호스트로 페일오버하는 경우 장애가 발생한 호스트가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시작되고 이전과 동일한
구성으로 나타납니다. 이 경우 HANA 플러그인과 hdbsql 및 hdb 사용자 저장소 구성 요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백업
작업에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사용자 저장소 구성을 통해 hdbsql 클라이언트는 현재 이름 서버 호스트를 가리키는 두 번째 호스트 항목을
사용하고 백업 작업을 실행합니다.

80



"다음: 추가 정보 및 버전 기록을 찾을 위치."

추가 정보 및 버전 기록을 찾을 수 있는 위치

"이전: HANA 시스템 복제를 사용한 백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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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tApp Cloud Backup for Applications 제품 설명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보호 | NetApp 문서"

• Azure NetApp Files를 사용하는 솔루션 아키텍처

"https://learn.microsoft.com/en-us/azure/azure-netapp-files/azure-netapp-files-solution-architectures"

버전 기록

버전 날짜 문서 버전 기록

버전 1.0 2023년 3월 초기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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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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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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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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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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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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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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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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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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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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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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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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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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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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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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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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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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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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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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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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SnapCenter에서 SV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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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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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냅샷 백업 및 일정 빈도를 선택합니다. 매일 은 일반적으로 백업 복제에 사용됩니다.

3. 스냅샷 백업의 보존 기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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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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별 일정은 설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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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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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Center 작업 로그 내에서 SnapVault 업데이트 작업을 시작하는 보조 업데이트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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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에서 타겟 볼륨으로 변경된 블록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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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AP 파일 시스템용 FSx에서 소스 볼륨의 스냅샷은 SnapCenter 정책에 구성된 것처럼 SnapMirror 레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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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Center를 사용한 SAP HANA 백업 및 복구

TR-4614: SnapCenter를 통한 SAP HANA 백업 및 복구

NetApp, Nils Ba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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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 윈도우는 줄어들고 있으며, 백업할 데이터의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백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SAP 운영 및 비운영 시스템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하여 데이터 손실과 비즈니스 비용을 절감해야 하기 때문에 SAP 시스템을 복원 및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문제가 됩니다.

다음은 SAP 백업 및 복구와 관련된 당면 과제를 요약한 것입니다.

• * 운영 SAP 시스템에 대한 성능 영향 * 일반적으로 기존 복제 기반 백업은 데이터베이스 서버, 스토리지 시스템 및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 SAP 시스템에서 상당한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 백업 기간 단축 * SAP 시스템에서 진행 중인 대화 또는 배치 작업이 거의 없을 때만 기존 백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AP 시스템이 24시간 사용 중일 때는 백업 스케줄링이 더 어려워집니다.

• * 빠른 데이터 증가. * 빠른 데이터 증가 및 백업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백업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즉, 더 많은 테이프 드라이브, 추가 백업 디스크 공간 및 더 빠른 백업 네트워크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테이프 자산의 저장 및 관리에 드는 지속적인 비용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증분 또는 차등 백업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 방식을 사용하면 매우 느리고 번거로우며 복잡한 복원 프로세스가 확인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에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RTO(복구 시간 목표) 및 RPO(복구
시점 목표) 시간을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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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동 중단 시간의 비용 증가. * SAP 시스템의 계획되지 않은 가동 중지 시간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재무에 영향을
줍니다.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의 상당 부분은 SAP 시스템을 복원 및 복구하는 데 필요한 요구 사항에 의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원하는 RTO는 백업 및 복구 아키텍처의 설계를 결정합니다.

• * SAP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위한 백업 및 복구 시간 * SAP 업그레이드를 위한 프로젝트 계획에는 SAP

데이터베이스의 백업이 3개 이상 포함됩니다. 이러한 백업은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진행 결정은 일반적으로 이전에 생성된 백업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복원 및 복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스템을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복원을 통해 업그레이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데 이 때 넷엡솔루션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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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본이 생성될 때 또는 액티브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가 변경되면 NetApp Snapshot

기술이 데이터 블록을 이동하거나 복사하지 않기 때문에 스냅샷 기술을 사용하면 라이브 SAP 시스템에 성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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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마다 공통된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냅샷 백업은 일반적으로 운영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제거되기 전에 3~5일 동안 보관됩니다.

Snapshot 복사본은 복원 및 복구 작업에 대한 주요 이점을 제공합니다. NetApp SnapRestore 데이터 복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할 수 있고, 사용 가능한 스냅샷 복사본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를 특정 시점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원 프로세스는 데이터베이스 크기와 관계없이 몇 분 내에
완료됩니다. 하루 동안 여러 개의 온라인 Snapshot 백업이 생성되므로 기존 백업 방식에 비해 복구 프로세스에 필요한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최대 24시간이 아닌 단 몇 시간 만에 스냅샷 복사본을 사용해 복원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트랜잭션 로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RTO는 기존의 단일 주기 테이프 백업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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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됩니다. 2차 위치에서의 복원은 스냅샷 복사본이 포함된 운영 스토리지
시스템이 손상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스냅샷 복사본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백업을 복원해야 하는 경우 보조
위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말 백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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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통신하고 NetApp SnapVault D2D 백업을 사용하여 백업 데이터를 대상에 전송합니다.

SnapVault는 기존 백업에 비해 뛰어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소스에서 대상으로 전송되는 초기 데이터
전송 후 이후의 모든 백업에서는 변경된 블록만 보조 스토리지로 복사합니다. 따라서 운영 스토리지 시스템의 부하와
전체 백업에 필요한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SnapVault는 변경된 블록만 대상에 저장하므로 전체 데이터베이스
백업에는 더 적은 디스크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 모델로 원활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재해 복구 또는 오프사이트 백업을 위한 데이터
복제는 사내 NetApp ONTAP 시스템에서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Cloud Volumes ONTAP 인스턴스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SnapCenter를 사용하면 SAP HANA 시스템이 사내 또는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복제를 관리하기 위한 중앙 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백업 솔루션의 개요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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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shot 백업의 런타임

다음 스크린샷은 NetApp 스토리지에서 SAP HANA를 실행하는 고객의 HANA Studio를 보여줍니다. 고객이 HANA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기 위해 스냅샷 복사본을 사용합니다. 이 이미지는 Snapshot 백업 기술을 사용하여 HANA

데이터베이스(약 2.3TB 크기)가 2분 11초 내에 백업되는 것을 보여 줍니다.

전체 백업 워크플로우 런타임의 가장 큰 부분은 HANA 백업 저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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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에 대해 설명합니다. RTO는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하고 복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의 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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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 크기를 복원하는 데 약 1시간 10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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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스냅샷 복사본 백업을 사용하면 복원 시간이 데이터베이스 크기와 상관없으며, 1차 스토리지에서 복원할 수
있는 경우 복원 시간이 몇 초 범위 내에 있습니다. 운영 스토리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해 발생 시에만 보조
스토리지에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작 시간은 행 및 열 저장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열 저장소의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하는 동안
미리 로드된 데이터의 양에 따라 시작 시간도 달라집니다. 다음 예에서는 시작 시간이 30분이라고 가정합니다. 파일 기반
복원 및 복구와 스냅샷 기반의 복원 및 복구의 시작 시간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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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지 스냅샷 복사본 데이터 백업은 SAP HANA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더
자주 예약됩니다. 예를 들어 스냅샷 복사본 백업이 6시간마다 예약되는 경우 복구 시간은 최악의 경우 파일 기반 백업을
위한 복구 시간의 1/4입니다(6시간/24시간 = 1/2로).

다음 그림에서는 파일 기반 데이터 백업을 사용할 때 1TB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RTO 예를 보여 줍니다. 이 예에서는
백업이 하루에 한 번 수행됩니다. RTO는 복원 및 복구를 수행한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백업을 수행한 직후 복원 및
복구를 수행한 경우 RTO는 주로 복원 시간(예: 1시간 10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복구 및 복구가 수행된 후 다음 백업이
수행되기 바로 전에 2시간 50분으로 증가했으며 최대 RTO는 4시간 30분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스냅샷 백업을 사용할 때의 1TB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RTO 예를 보여 줍니다. 스토리지 기반
Snapshot 백업의 경우 RTO는 데이터베이스 크기와 관계없이 몇 초 내에 복원이 완료되므로 데이터베이스 시작 시간과
복구 전달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복구 및 복구가 수행되는 시기에 따라 복구 시간이 증가하지만 백업 빈도가
높기 때문에(이 예에서는 6시간마다) 복구 전달 시간은 최대 43분입니다. 이 예에서 최대 RTO는 1시간 13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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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서는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크기와 서로 다른 Snapshot 백업 빈도에 대한 파일 기반 및 스토리지 기반
Snapshot 백업의 RTO 비교를 보여 줍니다. 녹색 막대는 파일 기반 백업을 보여줍니다. 다른 막대는 백업 빈도가 서로
다른 스냅샷 복사본 백업을 보여 줍니다.

Snapshot 복사본 데이터를 매일 단일 백업할 경우 파일 기반 데이터 백업에 비해 RTO가 40% 이미 줄어듭니다. 하루에
4개의 스냅샷 백업을 수행하면 이 감소율이 70%로 증가합니다. 또한 이 그림에서는 스냅샷 백업 빈도를 하루 4-6개
이상의 Snapshot 백업으로 늘릴 경우 곡선이 일정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NetApp 고객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4~6개의 스냅샷 백업을 구성합니다.

그래프에는 HANA 서버 RAM 크기가 표시됩니다. 메모리의 데이터베이스 크기는 서버 RAM 크기의
절반으로 계산됩니다.

복구 및 복구 시간은 다음 가정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250MBps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하루 로그 파일 수는 데이터베이스 크기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1TB 데이터베이스는
하루에 500MB의 로그 파일을 생성합니다. 100Mbps로 복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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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SnapCenter 아키텍처."

SnapCenter 아키텍처

"이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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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Center 맞춤형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동일한 SnapCenter 인터페이스를 통해 고유한 플러그인을 만들고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SnapCenter 구성 요소를 보여 줍니다.

"다음으로, SnapCenter SAP HANA 백업 솔루션을 살펴보겠습니다."

SnapCenter SAP HANA 백업 솔루션

"이전: SnapCenter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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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구성 요소

SAP HANA용 SnapCenter 백업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영역을 다룹니다.

• 스토리지 기반 Snapshot 복사본으로 SAP HANA 데이터 백업:

◦ 백업 스케줄링

◦ 보존 관리

◦ SAP HANA 백업 카탈로그 관리

• 스토리지 기반 Snapshot 복사본으로 데이터를 비볼륨(예: '/HANA/공유') 백업:

◦ 백업 스케줄링

◦ 보존 관리

• 오프 사이트 백업 또는 재해 복구 위치로 복제:

◦ SAP HANA 데이터 Snapshot 백업

◦ 비 데이터 볼륨

◦ 오프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에서 보존 관리가 구성됩니다

◦ SAP HANA 백업 카탈로그 관리

• 파일 기반 백업을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블록 무결성 검사:

◦ 백업 스케줄링

◦ 보존 관리

◦ SAP HANA 백업 카탈로그 관리

• HANA 데이터베이스 로그 백업의 보존 관리:

◦ 데이터 백업 보존에 기반한 보존 관리

◦ SAP HANA 백업 카탈로그 관리

• HANA 데이터베이스 자동 검색

• 자동 복원 및 복구

• SAP HANA 멀티 테넌트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MDC) 시스템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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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App SnapMirror를 사용하여 정합성이 보장된 데이터베이스 이미지를
오프 사이트 백업 또는 재해 복구 위치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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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스토리지 기반 Snapshot

복사본과 함께 SAP HANA 플러그인을 통해 데이터가 아닌 모든 볼륨을 백업할 수 있습니다. 개별 보존 및 보호 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백업과 별도로 비데이터 볼륨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SAP HANA 데이터베이스는 로그 백업을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복구 지점 목표에 따라 로그 백업의 저장 위치에 대한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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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 백업은 NetApp MetroCluster HA(고가용성) 및 재해 복구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두 번째
위치에 동기식으로 미러링하는 스토리지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 로그 백업 대상은 동일한 기본 스토리지 시스템에 구성한 다음 SnapMirror를 사용하여 보조 스토리지에 동기 또는
비동기적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 로그 백업 대상은 데이터베이스 백업이 SnapVault로 복제되는 동일한 오프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을 사용하면 오프 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에 로그 백업을 기록할 수 있도록 운영 스토리지의 가용성
요구 사항과 같은 가용성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SAP는 블록 무결성 검사를 실행하기 위해 스토리지 기반 스냅샷 백업을 주간 파일 기반 백업과 결합할 것을 권장합니다.

블록 무결성 검사는 SnapCenter 내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구성 가능한 보존 정책을 기반으로 SnapCenter는 운영
스토리지, 로그 파일 백업 및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서 데이터 파일 백업의 하우스키핑을 관리합니다.

SnapCenter는 운영 스토리지에서 보존을 처리하고, ONTAP은 보조 백업 보존을 관리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오프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의 NFS 마운트에 로그 백업을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로그 백업 구성의
개요를 보여 줍니다.

비 데이터 볼륨의 스토리지 기반 스냅샷 백업을 실행할 때 SnapCenter는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1. 비 데이터 볼륨의 스토리지 스냅샷 복사본 생성

2. 구성된 경우 데이터 볼륨에 대한 SnapVault 또는 SnapMirror 업데이트 실행

3. 정의된 보존 정책을 기반으로 운영 스토리지에서 스토리지 스냅샷 복사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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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속성 계층에서 일관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SAP HANA 백업 세이브 포인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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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볼륨의 스토리지 스냅샷 복사본 생성:

3.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 스토리지 Snapshot 백업을 등록합니다.

4. SAP HANA 백업 저장 지점의 릴리즈입니다.

5. 구성된 경우 데이터 볼륨에 대한 SnapVault 또는 SnapMirror 업데이트 실행

6. 정의된 보존 정책을 기반으로 운영 스토리지에서 스토리지 스냅샷 복사본 삭제

7. 기본 또는 오프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에 백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SAP HANA 백업 카탈로그 항목 삭제

8. 보존 정책을 기반으로 백업을 삭제하거나 수동으로 삭제할 때마다 SnapCenter는 가장 오래된 데이터 백업보다
오래된 모든 로그 백업을 삭제합니다. 로그 백업은 파일 시스템과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서 삭제됩니다.

지원되는 SAP HANA 릴리즈 및 구성

SnapCenter Cloud Volumes ONTAP는 NFS 또는 FC 연결 NetApp 스토리지 시스템(AFF 및 FAS)을 사용하는 SAP

HANA 단일 호스트 및 다중 호스트 구성은 물론, NFS를 사용하는 AWS, Azure, Google Cloud Platform 및 AWS FSx

ONTAP에서 실행되는 SAP HANA 시스템도 지원합니다.

SnapCenter는 다음과 같은 SAP HANA 아키텍처 및 릴리즈를 지원합니다.

• SAP HANA 단일 컨테이너: SAP HANA 1.0 SPS12

• SAP HANA 멀티 테넌트 -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MDC) 단일 테넌트: SAP HANA 2.0 SPS3 이상

• SAP HANA 멀티 테넌트 -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MDC) 다중 테넌트: SAP HANA 2.0 SPS4 이상

SnapCenter 4.6 개선 사항

버전 4.6부터 SnapCenter는 HANA 시스템 복제 관계에 구성된 HANA 시스템의 자동 검색을 지원합니다. 각 호스트는
해당 물리적 IP 주소(호스트 이름)와 스토리지 계층의 개별 데이터 볼륨을 사용하여 구성됩니다. 두 SnapCenter

리소스가 리소스 그룹에 결합되어 SnapCenter는 운영 또는 보조 호스트를 자동으로 식별하며, 그런 다음 필요한 백업
작업을 적절히 실행합니다. SnapCenter로 생성된 스냅샷 및 파일 기반 백업의 보존 관리는 두 호스트 모두에서
수행되므로 이전 백업이 현재 보조 호스트에서도 삭제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개략적인 개요를 보여 줍니다.

SnapCenter에 HANA 시스템 복제 지원 HANA 시스템의 구성 및 작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R-4719 SAP HANA 시스템 복제, SnapCenter를 통한 백업 및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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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SnapCenter 개념 및 모범 사례입니다."

SnapCenter 개념 및 모범 사례

"이전: SnapCenter SAP HANA 백업 솔루션"

SAP HANA 리소스 구성 옵션 및 개념

SnapCenter를 사용하면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으로 SAP HANA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구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수동 리소스 구성 * HANA 리소스 및 스토리지 설치 공간 정보는 수동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 HANA 리소스 자동 검색 * 자동 검색 기능은 SnapCenter에서 HANA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간소화하고 자동 복원
및 복구를 지원합니다.

SnapCenter에서 자동으로 검색된 HANA 데이터베이스 리소스만 자동 복원 및 복구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apCenter에서 수동으로 구성된 HANA 데이터베이스 리소스는 SnapCenter에서 복원 작업 후에
수동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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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SnapCenter를 사용한 자동 검색은 모든 HANA 아키텍처 및 인프라 구성에 대해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HANA 환경을 위해서는 일부 HANA 시스템(HANA 다중 호스트 시스템)에 수동 리소스 구성이 필요하며 다른 모든
시스템은 자동 검색을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는 혼합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 검색 및 자동 복원 및 복구는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서 OS 명령을 실행하는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작업의
예로는 파일 시스템 및 스토리지 설치 공간 검색, 마운트 해제, 마운트 또는 LUN 검색 작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SnapCenter Linux 플러그인을 통해 실행되며, HANA 플러그인과 함께 자동으로 구축됩니다. 따라서 자동 검색뿐만
아니라 자동 복원 및 복구를 사용하려면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HANA 플러그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HANA 플러그인을 구축한 후 자동 검색을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리소스는 수동으로 구성된
리소스가 됩니다.

다음 그림은 종속성을 요약합니다. HANA 구축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P HANA 플러그인의 구축 옵션”

섹션에서 다룹니다.

HANA 및 Linux 플러그인은 현재 인텔 기반 시스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ANA 데이터베이스가
IBM Power Systems에서 실행되는 경우 중앙 HANA 플러그인 호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동 검색 및 자동 복구를 지원하는 HANA 아키텍처

SnapCenter를 사용하면 대부분의 HANA 구성에서 자동 검색 및 자동 복원 및 복구가 지원됩니다. 단, HANA 다중
호스트 시스템에는 수동 구성이 필요합니다.

다음 표에는 자동 검색에 대해 지원되는 HANA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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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플러그인 설치 위치: HANA 아키텍처 HANA 시스템 구성 검토할 수 있습니다

HANA 데이터베이스 호스트 단일 호스트 • HANA 단일 컨테이너

• 단일 또는 다중
테넌트가 포함된 SAP

HANA 멀티 테넌트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MDC

• HANA 시스템 복제

• NFS를 이용한 베어
메탈

• Linux LVM(Logical

Volume Manager)

포함 또는 미포함 XFS

및 FC를 사용하는 베어
메탈

• 직접 OS NFS 마운트를
지원하는 VMware

여러 테넌트가 포함된 HANA MDC 시스템은 자동 검색을 지원하지만 현재 SnapCenter 릴리즈를
사용한 자동 복구 및 복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수동 HANA 리소스 구성에 지원되는 HANA 아키텍처

모든 HANA 아키텍처에 대해 HANA 리소스를 수동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중앙 HANA 플러그인 호스트가 필요합니다.

중앙 플러그인 호스트는 SnapCenter 서버 자체 또는 별도의 Linux 또는 Windows 호스트일 수 있습니다.

HANA 플러그인을 HANA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구축하면 기본적으로 리소스가 자동으로 검색됩니다.

예를 들어, 활성화된 HANA 시스템 복제가 있는 데이터베이스 호스트 및 자동 검색이 지원되지 않는
SnapCenter 릴리스 < 4.6과 같이 플러그인을 배포할 수 있도록 개별 호스트에 대해 자동 검색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HANA 플러그인 호스트에서 자동
검색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다음 표에는 수동 HANA 리소스 구성에 지원되는 HANA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HANA 플러그인 설치 위치: HANA 아키텍처 HANA 시스템 구성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앙 플러그인
호스트(SnapCenter 서버
또는 별도의 Linux 호스트)

단일 또는 다중 호스트 • HANA 단일 컨테이너

• 하나 또는 여러
테넌트가 포함된 HANA

MDC

• HANA 시스템 복제

• NFS를 이용한 베어
메탈

• Linux LVM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XFS 및 FC를
사용하는 베어 메탈

• 직접 OS NFS 마운트를
지원하는 VMware

SAP HANA 플러그인의 구축 옵션

다음 그림에서는 SnapCenter Server와 SAP HANA 데이터베이스 간의 논리적 뷰 및 통신을 보여 줍니다.

SnapCenter 서버는 SAP HANA 플러그인을 통해 SAP HANA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합니다. SAP HANA 플러그인은
SAP HANA hdbsql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SAP HANA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SQL 명령을 실행합니다.

SAP HANA hdbuserstore는 SAP HANA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사용자 자격 증명, 호스트 이름 및 포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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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buserstore 구성 툴을 포함하는 SAP HANA 플러그인 및 SAP hdbsql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동일한 호스트에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호스트는 SnapCenter 서버 자체, 별도의 중앙 플러그인 호스트 또는 개별 SAP HANA 데이터베이스 호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SnapCenter 서버 고가용성

SnapCenter는 2노드 HA 구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에서는 활성 SnapCenter 호스트를 가리키는 가상
IP 주소를 사용하여 Active/Passive 모드에서 로드 밸런서(예: F5)가 사용됩니다. SnapCenter 저장소(MySQL

데이터베이스)는 두 호스트 간에 SnapCenter에 의해 복제되므로 SnapCenter 데이터가 항상 동기화됩니다.

HANA 플러그인이 SnapCenter 서버에 설치된 경우 SnapCenter 서버 HA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HA 구성에서
SnapCenter를 설정하려는 경우 SnapCenter 서버에 HANA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SnapCenter H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tApp 기술 자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napCenter Server를 중앙 HANA 플러그인 호스트로 사용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SnapCenter 서버가 중앙 플러그인 호스트로 사용되는 구성을 보여 줍니다. SAP HANA 플러그인 및
SAP hdbsql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SnapCenter 서버에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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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플러그인은 네트워크를 통해 hdbclient를 사용하여 관리형 HANA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할 수 있으므로 개별
HANA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SnapCenter 구성 요소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SnapCenter는 모든 사용자 저장소
키가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구성된 중앙 HANA 플러그인 호스트를 사용하여 HANA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동 검색, 복원 및 복구 자동화, SAP 시스템 새로 고침 작업을 위한 향상된 워크플로우 자동화에는 SnapCenter

구성 요소를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설치해야 합니다. 중앙 HANA 플러그인 호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SnapCenter 서버에 HANA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빌드 내 HA 기능을 사용하는 SnapCenter

서버의 고가용성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SnapCenter 서버가 VMware 클러스터 내의 VM에서 실행 중인 경우 VMware

HA를 사용하여 고가용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를 중앙 HANA 플러그인 호스트로 분리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별도의 Linux 호스트를 중앙 플러그인 호스트로 사용하는 구성을 보여 줍니다. 이 경우 Linux 호스트에
SAP HANA 플러그인 및 SAP hdbsql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됩니다.

별도의 중앙 플러그인 호스트도 Windows 호스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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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섹션에서 설명한 기능 가용성에 대한 동일한 제한은 별도의 중앙 플러그인 호스트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배포 옵션을 사용하면 SnapCenter 서버를 빌드 내 HA 기능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inux

클러스터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 중앙 플러그인 호스트도 HA여야 합니다.

개별 HANA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구축된 HANA 플러그인

다음 그림에서는 각 SAP HANA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SAP HANA 플러그인이 설치되는 구성을 보여 줍니다.

HANA 플러그인을 각 개별 HANA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설치하면 자동 검색, 자동 복원, 복구와 같은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SnapCenter 서버는 HA 구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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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HANA 플러그인 구축

이 섹션의 시작 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다중 호스트 시스템과 같은 일부 HANA 시스템 구성에는 중앙 플러그인 호스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SnapCenter 구성에서는 HANA 플러그인을 혼합해서 구축해야 합니다.

자동 검색이 지원되는 모든 HANA 시스템 구성에 대해 HANA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HANA 플러그인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중 호스트 구성과 같은 다른 HANA 시스템은 중앙 HANA 플러그인 호스트를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 두 그림에서는 SnapCenter 서버 또는 별도의 Linux 호스트를 중앙 플러그인 호스트로 사용한 혼합 플러그인
구축을 보여 줍니다. 이 두 구축 환경 간의 유일한 차이점은 선택적 HA 구성입니다.

요약 및 권장 사항

일반적으로 NetApp은 사용 가능한 모든 SnapCenter HANA 기능을 지원하고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향상할 수 있도록
각 SAP HANA 호스트에 HANA 플러그인을 구축할 것을 권장합니다.

HANA 및 Linux 플러그인은 현재 인텔 기반 시스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ANA 데이터베이스가
IBM Power Systems에서 실행되는 경우 중앙 HANA 플러그인 호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HANA 다중 호스트 구성과 같이 자동 검색이 지원되지 않는 HANA 구성의 경우 추가 중앙 HANA 플러그인 호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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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해야 합니다. VMware HA를 SnapCenter HA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중앙 플러그인 호스트가 SnapCenter 서버가
될 수 있습니다. SnapCenter In-build HA 기능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Linux 플러그인 호스트를 사용하십시오.

다음 표에는 다양한 구축 옵션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구축 옵션 종속성

SnapCenter 서버에 설치된 중앙 HANA 플러그인 호스트
플러그인

장점: * 단일 HANA 플러그인, 중앙 HDB 사용자 저장소
구성 * 개별 HANA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필요한
SnapCenter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없음 * 모든 HANA

아키텍처 지원 단점: * 수동 리소스 구성 * 수동 복구 * 단일
테넌트 복원 지원 없음 * 중앙 플러그인 호스트에서 사전 및
사후 스크립트 단계가 실행됨 * 빌드의 SnapCenter

고가용성 지원되지 않음 * SID와 테넌트 이름의 조합은
관리되는 모든 HANA 데이터베이스 * 로그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모든 관리형 HANA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백업 보존
관리 활성화/비활성화

별도의 Linux 또는 Windows 서버에 설치된 중앙 HANA

플러그인 호스트 플러그인
장점: * 단일 HANA 플러그인, 중앙 HDB 사용자 저장소
구성 * 개별 HANA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필요한
SnapCenter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없음 * 모든 HANA

아키텍처 지원 * 빌드에 구축된 SnapCenter 고가용성
지원 단점: * 수동 리소스 구성 * 수동 복구 * 단일 테넌트
복원 지원 없음 * 중앙 플러그인 호스트에서 사전 및 사후
스크립트 단계가 실행됨 * SID와 테넌트 이름의 조합은
관리되는 모든 HANA 데이터베이스에서 고유해야 함 *

관리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로그 백업 보존 관리
활성화/비활성화 HANA 데이터베이스

HANA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설치된 개별 HANA 플러그인
호스트 플러그인

장점: * HANA 리소스 자동 검색 * 자동 복원 및 복구 *

단일 테넌트 복원 * SAP 시스템 새로 고침을 위한 사전 및
사후 스크립트 자동화 * 빌드의 SnapCenter 고가용성
지원 * 개별 HANA 데이터베이스별로 로그 백업 보존 관리
활성화/비활성화 가능 단점: * 일부 HANA 아키텍처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HANA 다중 호스트 시스템을 위한
추가 중앙 플러그인 호스트가 필요합니다. 각 HANA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 HANA 플러그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데이터 보호 전략

SnapCenter 및 SAP HANA 플러그인을 구성하기 전에 다양한 SAP 시스템의 RTO 및 RPO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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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해야 하는 매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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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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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을 오프 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에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합니까?

다음 표에서는 시스템 유형의 프로덕션, 개발 및 테스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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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개 변수 운영 시스템 개발 시스템 시스템을 테스트합니다

백업 빈도 4시간마다 4시간마다 4시간마다

기본 보존 2일 2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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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yLocalSnap 을
참조하십시오

PolicyLocalSnapAndSna

pVault를 사용하여 정책
구성 및 정책 구성

PolicyBlockIntegrityChe

ck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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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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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을 예약합니다.

운영 및 개발 시스템에서 파일 기반 백업을 사용하여 주별 블록 무결성 검사를 수행하는 데 BlockIntegrityCheck 정책이
사용됩니다.

리소스 보호 구성에서 일정은 운영 및 개발에 대해 정의됩니다.

• * 생산. * 매주 일정을 예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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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 * 매주 일정을 예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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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에서는 각 운영 및 개발 시스템에 대해 오프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에서 2주 동안의 보존 기간을 정의합니다.

이 예에서는 SAP HANA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및 비 데이터 볼륨 리소스에 대한 보호 정책과 보존
정책이 서로 다릅니다.

백업 작업

SAP는 HANA 2.0 SPS4를 사용하는 MDC 다중 테넌트 시스템에 대한 스냅샷 백업 지원을 도입했습니다.

SnapCenter는 여러 테넌트가 있는 HANA MDC 시스템의 스냅샷 백업 작업을 지원합니다. SnapCenter는 또한 HANA

MDC 시스템의 두 가지 다른 복원 작업을 지원합니다. 전체 시스템, System DB 및 모든 테넌트를 복원하거나 단일
테넌트만 복원할 수 있습니다. SnapCenter에서 이러한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필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MDC 시스템에서 테넌트 구성이 반드시 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테넌트를 추가하거나 테넌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SnapCenter는 HANA 데이터베이스를 SnapCenter에 추가할 때 검색된 구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SnapCenter는
백업 작업이 실행되는 시점에 사용 가능한 테넌트를 파악해야 합니다.

단일 테넌트 복원 작업을 활성화하려면 SnapCenter는 각 스냅샷 백업에 어떤 테넌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스냅샷 백업에 포함된 각 테넌트에 속한 파일과 디렉토리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 백업 작업에서 워크플로우의 첫 번째 단계는 테넌트 정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테넌트 이름과 해당
파일 및 디렉토리 정보가 포함됩니다. 단일 테넌트 복원 작업을 지원할 수 있으려면 이 데이터를 스냅샷 백업
메타데이터에 저장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스냅샷 백업 작업 자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HANA 백업 저장점, 스토리지
스냅샷 백업 및 스냅샷 작업을 닫기 위한 SQL 명령을 트리거하는 SQL 명령이 포함됩니다. close 명령을 사용하면
HANA 데이터베이스가 시스템 DB 및 각 테넌트의 백업 카탈로그를 업데이트합니다.

하나 이상의 테넌트가 중지된 경우 SAP는 MDC 시스템에 대한 스냅샷 백업 작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백업 및 HANA 백업 카탈로그 관리의 보존 관리를 위해 SnapCenter는 첫 번째 단계에서 식별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모든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카탈로그 삭제 작업을 실행해야 합니다. 로그 백업과 마찬가지로
SnapCenter 워크플로도 백업 작업의 일부인 각 테넌트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백업 워크플로우의 개요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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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데이터베이스의 Snapshot 백업을 위한 백업 워크플로우

SnapCenter는 SAP HANA 데이터베이스를 다음 순서로 백업합니다.

1. SnapCenter는 HANA 데이터베이스에서 테넌트 목록을 읽습니다.

2. SnapCenter는 HANA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테넌트의 파일과 디렉토리를 읽습니다.

3. 테넌트 정보는 이 백업 작업을 위한 SnapCenter 메타데이터에 저장됩니다.

4. SnapCenter는 SAP HANA 글로벌 동기화 백업 저장 지점을 트리거하여 지속성 계층에서 일관된 데이터베이스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SAP HANA MDC 단일 또는 다중 테넌트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각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동기화된 글로벌 백업 세이브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5. SnapCenter는 리소스에 대해 구성된 모든 데이터 볼륨에 대해 스토리지 스냅샷 복사본을 생성합니다. 단일 호스트
HANA 데이터베이스의 예로 데이터 볼륨은 하나만 있습니다. SAP HANA 다중 호스트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
데이터 볼륨이 있습니다.

6. SnapCenter는 스토리지 스냅샷 백업을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 등록합니다.

7. SnapCenter는 SAP HANA 백업 저장 지점을 삭제합니다.

8. SnapCenter는 리소스에 구성된 모든 데이터 볼륨에 대해 SnapVault 또는 SnapMirror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선택한 정책에 SnapVault 또는 SnapMirror 복제가 포함된 경우에만 실행됩니다.

9. SnapCenter은 운영 스토리지의 백업에 정의된 보존 정책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와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서 스토리지 스냅샷 복사본 및 백업 항목을 삭제합니다. HANA 백업 카탈로그 작업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모든 테넌트에 대해 수행됩니다.

보조 스토리지에서 백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 SAP HANA 카탈로그 항목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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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napCenter는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 식별된 가장 오래된 데이터 백업보다 오래된 파일 시스템과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 있는 모든 로그 백업을 삭제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모든 테넌트에
대해 수행됩니다.

이 단계는 로그 백업 관리 기능이 비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에만 실행됩니다.

블록 무결성 검사 작업을 위한 백업 워크플로우

SnapCenter는 다음 순서로 블록 무결성 검사를 실행합니다.

1. SnapCenter는 HANA 데이터베이스에서 테넌트 목록을 읽습니다.

2. SnapCenter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각 테넌트에 대해 파일 기반 백업 작업을 트리거합니다.

3. SnapCenter는 블록 무결성 검사 작업에 정의된 보존 정책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시스템 및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서 파일 기반 백업을 삭제합니다. 파일 시스템에서 백업 삭제 및 HANA 백업 카탈로그 작업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모든 테넌트에 대해 수행됩니다.

4. SnapCenter는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 식별된 가장 오래된 데이터 백업보다 오래된 파일 시스템과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 있는 모든 로그 백업을 삭제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모든 테넌트에
대해 수행됩니다.

이 단계는 로그 백업 관리 기능이 비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에만 실행됩니다.

백업 보존 관리 및 데이터 및 로그 백업 관리

데이터 백업 보존 관리 및 로그 백업 정리정돈 은 보존 관리를 포함하여 5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운영 스토리지의 로컬 백업

• 파일 기반 백업

• 보조 스토리지의 백업입니다

• SAP HANA 백업 카탈로그 내의 데이터 백업

• SAP HANA 백업 카탈로그 및 파일 시스템에 로그 백업

다음 그림에서는 다양한 워크플로우와 각 작업의 종속 관계를 간략하게 보여 줍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다양한 작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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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스토리지에서 로컬 백업의 보존 관리

SnapCenter는 SnapCenter 백업 정책에 정의된 보존에 따라 운영 스토리지와 SnapCenter 저장소에서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하여 SAP HANA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비 데이터 볼륨 백업의 내부 관리를 처리합니다.

보존 관리 로직은 SnapCenter의 각 백업 워크플로우에서 실행됩니다.

SnapCenter는 예약된 백업과 필요 시 백업 모두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존 관리를 처리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SnapCenter에서 운영 스토리지의 로컬 백업을 수동으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 기반 백업의 보존 관리

SnapCenter는 SnapCenter 백업 정책에 정의된 보존에 따라 파일 시스템에서 백업을 삭제하여 파일 기반 백업의 관리
작업을 처리합니다.

보존 관리 로직은 SnapCenter의 각 백업 워크플로우에서 실행됩니다.

SnapCenter는 예약된 백업 또는 필요 시 백업을 위해 개별적으로 보존 관리를 처리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보조 스토리지에서 백업의 보존 관리

보조 스토리지에서 백업의 보존 관리는 ONTAP 보호 관계에 정의된 보존 기간을 기준으로 ONTAP에서 처리합니다.

SnapCenter 리포지토리의 보조 스토리지에서 이러한 변경 내용을 동기화하기 위해 SnapCenter는 예약된 정리 작업을
사용합니다. 이 정리 작업은 모든 보조 스토리지 백업을 SnapCenter 리포지토리와 동기화하여 모든 SnapCenter

플러그인 및 모든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정리 작업은 기본적으로 매주 한 번 예약됩니다. 이 주별 스케줄은 보조 스토리지에서 이미 삭제된 백업과 비교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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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enter 및 SAP HANA Studio에서 백업을 삭제하는 데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은 일정을 하루에 한 번 더 높은 빈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소스의 토폴로지 뷰에서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여 개별 리소스에 대해 정리 작업을 수동으로
트리거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 작업의 스케줄을 조정하는 방법 또는 수동 새로 고침을 트리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오프 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와 백업 동기화 예약 빈도를 변경합니다.”"

SAP HANA 백업 카탈로그 내에서 데이터 백업의 보존 관리

SnapCenter가 백업, 로컬 Snapshot 또는 파일 기반 백업을 삭제하거나 보조 스토리지에서 백업 삭제를 확인한 경우 이
데이터 백업도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서 삭제됩니다.

SnapCenter는 운영 스토리지에서 로컬 스냅샷 백업에 대한 SAP HANA 카탈로그 항목을 삭제하기 전에 보조
스토리지에 백업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로그 백업의 보존 관리

SAP HANA 데이터베이스는 로그 백업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러한 로그 백업을 실행하면 SAP HANA에 구성된
백업 디렉토리에 있는 각 개별 SAP HANA 서비스에 대한 백업 파일이 생성됩니다.

최신 데이터 백업보다 오래된 로그 백업은 더 이상 전달 복구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SnapCenter는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파일 시스템 레벨뿐만 아니라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서 로그 파일 백업의
하우스키핑을 처리합니다.

1. SnapCenter는 SAP HANA 백업 카탈로그를 읽어 가장 오래된 파일 기반 또는 스냅샷 백업의 백업 ID를
가져옵니다.

2. SnapCenter는 SAP HANA 카탈로그에 있는 모든 로그 백업과 이 백업 ID보다 오래된 파일 시스템을 삭제합니다.

SnapCenter는 SnapCenter에서 생성한 백업의 하우스키핑만 처리합니다. SnapCenter 외부에서 추가
파일 기반 백업이 생성되는 경우 파일 기반 백업이 백업 카탈로그에서 삭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백업이 백업 카탈로그에서 수동으로 삭제되지 않으면 가장 오래된 데이터 백업이 될 수
있으며, 이 파일 기반 백업이 삭제될 때까지 오래된 로그 백업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정책 구성에서 필요 시 백업에 대해 보존 정책이 정의되어 있더라도 필요에 따라 다른 백업을 실행할
때만 관리 작업이 수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SnapCenter에서 필요 시 백업을 수동으로 삭제하여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서 해당 백업도 삭제되며 로그 백업 정리 정돈이 이전의 주문형 백업을
기반으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로그 백업 보존 관리는 기본적으로 설정됩니다. 필요한 경우 섹션에 설명된 대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HANA

플러그인 호스트에서 자동 검색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Snapshot 백업의 용량 요구 사항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변경률에 비해 스토리지 계층의 블록 변경률이 더 높아야 합니다. 열 저장소의 HANA 테이블 병합
프로세스로 인해 전체 테이블이 변경된 블록만 아니라 디스크에 기록됩니다.

하루 동안 여러 스냅샷 백업을 수행한 경우 고객 기반의 데이터에 의하면 20%에서 50% 사이의 일일 변경률이
표시됩니다. SnapVault 타겟에서 복제를 하루에 한 번만 수행하면 일일 변경률이 일반적으로 더 작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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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및 복구 작업

SnapCenter를 사용하여 작업을 복원합니다

HANA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 SnapCenter는 두 가지 다른 복원 작업을 지원합니다.

• * 전체 리소스의 복원 * HANA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가 복원됩니다. HANA 시스템에 하나 이상의 테넌트가 포함된
경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와 모든 테넌트의 데이터가 복원됩니다.

• * 단일 테넌트의 복원. * 선택한 테넌트의 데이터만 복원됩니다.

스토리지의 관점에서 위의 복원 작업은 사용된 스토리지 프로토콜(NFS 또는 Fibre Channel SAN), 구성된 데이터
보호(오프사이트 백업 스토리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운영 스토리지), 및 복구 작업에 사용할 선택한 백업(운영
또는 오프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에서 복구)

운영 스토리지에서 전체 리소스 복원

운영 스토리지에서 전체 리소스를 복구할 때 SnapCenter는 두 가지 ONTAP 기능을 지원하여 복구 작업을 실행합니다.

다음 두 기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볼륨 기반 SnapRestore. * 볼륨 기반 SnapRestore는 스토리지 볼륨의 콘텐츠를 선택한 스냅샷 백업 상태로
되돌립니다.

◦ NFS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검색된 리소스에 대해 볼륨 복원 확인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동 구성된 리소스에 대한 Complete Resource 라디오 버튼

• * 파일 기반 SnapRestore. * 단일 파일 SnapRestore라고도 하는 파일 기반 SnapRestore은 모든 개별 파일(NFS)

또는 모든 LUN(SAN)을 복원합니다.

◦ 자동 검색 리소스에 대한 기본 복원 방법입니다. NFS의 볼륨 복원 확인란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수동 구성된 리소스에 대한 파일 레벨 라디오 버튼

다음 표에서는 여러 복원 방법을 비교하여 보여 줍니다.

볼륨 기반 SnapRestore 파일 기반 SnapRestore

복원 작업 속도입니다 볼륨 크기에 관계없이 매우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매우 빠른 복원 작업이지만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백그라운드 복제 작업을
사용하므로 새 스냅샷 백업의 생성이
차단됩니다

스냅샷 백업 기록 이전 스냅샷 백업으로 복원하면 최신
스냅샷 백업이 모두 제거됩니다.

영향 없음

디렉토리 구조 복구 디렉토리 구조도 복구됩니다 NFS: 디렉토리 구조가 아닌 개별
파일만 복구합니다. 디렉토리 구조도
손실된 경우 복구 작업을 실행하기
전에 수동으로 생성해야 합니다. SAN:

디렉토리 구조도 복구됩니다

오프사이트 백업 스토리지로 복제를
통해 구성된 리소스입니다

SnapVault 동기화에 사용된 스냅샷
복사본보다 이전 버전의 스냅샷 복사본
백업에는 볼륨 기반 복원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스냅샷 백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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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에서 전체 리소스 복구

오프사이트 백업 스토리지로부터의 복구는 항상 스냅샷 백업 컨텐츠로 스토리지 볼륨의 모든 파일 또는 모든 LUN을
덮어쓰는 SnapVault 복원 작업을 사용하여 실행됩니다.

단일 테넌트의 복원

단일 테넌트를 복원하려면 파일 기반 복원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용된 스토리지 프로토콜에 따라 SnapCenter에서
다양한 복원 워크플로우를 실행합니다.

• NFS:

◦ 운영 스토리지: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파일에 대해 파일 기반 SnapRestore 작업이 실행됩니다.

◦ 오프사이트 백업 스토리지: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파일에 대해 SnapVault 복원 작업이 실행됩니다.

• SAN:

◦ 운영 스토리지: LUN을 클론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연결하고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파일을
복사합니다.

◦ 오프사이트 백업 스토리지 LUN을 클론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연결하고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파일을 복사합니다.

자동 검색된 HANA 단일 컨테이너 및 MDC 단일 테넌트 시스템의 복원 및 복구

자동 검색된 HANA 단일 컨테이너 및 HANA MDC 단일 테넌트 시스템은 SnapCenter를 통한 자동 복원 및 복구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HANA 시스템의 경우 SnapCenter는 다음 그림과 같이 세 가지 다른 복원 및 복구 워크플로우를
지원합니다.

• * 수동 복구가 포함된 단일 테넌트 * 단일 테넌트 복원 작업을 선택하면 SnapCenter는 선택한 스냅샷 백업에 포함된
모든 테넌트를 나열합니다. 테넌트 데이터베이스를 수동으로 중지하고 복구해야 합니다. SnapCenter를 사용한
복구 작업은 NFS에 대한 단일 파일 SnapRestore 작업 또는 SAN 환경에 대한 클론, 마운트, 복제 작업을 통해
수행됩니다.

• * 자동 복구를 통해 리소스를 완료합니다. * 전체 리소스 복원 작업과 자동 복구를 선택하면 SnapCenter를 통해
전체 워크플로우가 자동화됩니다. SnapCenter는 최신 상태, 시점 또는 특정 백업 복구 작업을 지원합니다. 선택한
복구 작업은 시스템 및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됩니다.

• * 수동 복구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완료합니다. * 복구 안 함을 선택하면 SnapCenter에서 HANA 데이터베이스를
중지하고 필요한 파일 시스템(마운트 해제, 마운트) 및 복원 작업을 실행합니다. 시스템 및 테넌트 데이터베이스를
수동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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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검색된 HANA MDC 다중 테넌트 시스템의 복원 및 복구

여러 테넌트가 포함된 HANA MDC 시스템을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지만 현재 SnapCenter 릴리즈에서는 자동 복원 및
복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여러 테넌트가 있는 MDC 시스템의 경우 SnapCenter는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가지 다른
복원 및 복구 워크플로우를 지원합니다.

• 수동 복구가 있는 단일 테넌트

• 수동 복구를 통해 리소스를 완료합니다

워크플로는 이전 섹션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수동으로 구성된 HANA 리소스의 복원 및 복구

수동 구성 HANA 리소스는 자동 복원 및 복구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 또는 여러 테넌트가 있는 MDC 시스템의
경우 단일 테넌트 복원 작업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수동으로 구성된 HANA 리소스의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SnapCenter는 수동 복구만 지원합니다. 수동 복구 워크플로는
이전 섹션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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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및 복구 작업을 요약합니다

다음 표에는 SnapCenter의 HANA 리소스 구성에 따라 복구 및 복구 작업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SnapCenter 리소스
구성

복원 및 복구 옵션 HANA 데이터베이스
중지

이전 마운트 해제,

복구 작업 후 마운트
복구 작업

자동 검색된 단일
컨테이너 MDC 단일
테넌트

• 둘 중 하나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완료합니다

• 기본값(모든 파일)

• 볼륨 복원(운영
스토리지의
NFS만 해당)

• 자동 복구가
선택되었습니다

SnapCenter로
자동화되었습니다

SnapCenter로
자동화되었습니다

SnapCenter로
자동화되었습니다

• 둘 중 하나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완료합니다

• 기본값(모든 파일)

• 볼륨 복원(운영
스토리지의
NFS만 해당)

• 선택한 복구가
없습니다

SnapCenter로
자동화되었습니다

SnapCenter로
자동화되었습니다

수동

• 테넌트 복원 수동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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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enter 리소스
구성

복원 및 복구 옵션 HANA 데이터베이스
중지

이전 마운트 해제,

복구 작업 후 마운트
복구 작업

MDC 다중 테넌트가
자동으로
검색되었습니다

• 둘 중 하나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완료합니다

• 기본값(모든 파일)

• 볼륨 복원(운영
스토리지의
NFS만 해당)

• 자동 복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SnapCenter로
자동화되었습니다

SnapCenter로
자동화되었습니다

수동

• 테넌트 복원 수동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동

모든 수동 구성 리소스 • 완벽한 리소스
(=볼륨 복원, 운영
스토리지의 NFS

및 SAN에만 사용
가능)

• 파일 레벨(모든
파일)

• 자동 복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수동 수동 수동

"다음: 이 보고서에 사용된 랩 설정."

이 보고서에 사용된 랩 설정

"이전: SnapCenter 개념 및 모범 사례."

이 기술 보고서에 사용되는 실습 설정에는 5가지 SAP HANA 구성이 포함됩니다.

• MS1. *

◦ SAP HANA 다중 호스트 MDC 단일 테넌트 시스템

◦ 중앙 플러그인 호스트(SnapCenter 서버)로 관리

◦ NFS를 스토리지 프로토콜로 사용합니다

• * SS1. *

◦ SAP HANA 단일 호스트 MDC 단일 테넌트 시스템

◦ HANA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설치된 HANA 플러그인을 통해 자동으로 검색됨

◦ NFS를 스토리지 프로토콜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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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1. *

◦ SAP HANA 단일 호스트 MDC 다중 테넌트 시스템

◦ HANA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설치된 HANA 플러그인을 통해 자동으로 검색됨

◦ NFS를 스토리지 프로토콜로 사용합니다

• * SS2. *

◦ SAP HANA 단일 호스트 MDC 단일 테넌트 시스템

◦ 중앙 플러그인 호스트(SnapCenter 서버)로 관리

◦ NFS를 스토리지 프로토콜로 사용합니다

• * SS3. *

◦ SAP HANA 단일 호스트 MDC 단일 테넌트 시스템

◦ HANA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설치된 HANA 플러그인을 통해 자동으로 검색됨

◦ Fibre Channel SAN을 스토리지 프로토콜로 사용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전체 구성과 백업, 복원 및 복구 워크플로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로컬 스냅샷 백업과 SnapVault를
사용한 백업 스토리지에 대한 복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은 운영 스토리지용 HANA-운영
스토리지, 오프 사이트 백업 스토리지를 위한 HANA-백업 시스템입니다.

SnapCenter 서버는 HANA 시스템 MS1 및 SS2의 중앙 HANA 플러그인 호스트로 사용됩니다.

다음 그림은 실습 설정을 보여 줍니다.

"다음: SnapCenter 구성."

SnapCenter 구성

"Previous(이전): 이 보고서에 사용된 랩 설정입니다."

SnapCenter 구성은 다음 두 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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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 구성. * 개별 SAP HANA 데이터베이스와는 별개로 일반 구성을 다룹니다. 스토리지 시스템, 중앙 HANA

플러그인 호스트 및 정책과 같은 구성으로 리소스에 특정한 구성을 실행할 때 선택됩니다.

• * 리소스 관련 구성 * 은 SAP HANA 시스템별 구성을 다루며 각 SAP HANA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구성 구성 요소와 해당 종속성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녹색 상자는 SnapCenter 외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구성 단계를 보여 줍니다. 파란색 상자는 SnapCenter GUI를 사용하여 수행한 단계를 보여 줍니다.

초기 구성에서 다음 구성 요소가 설치 및 구성됩니다.

• * 스토리지 시스템. * SAP HANA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모든 SVM에 대한 자격 증명 구성: 일반적으로 운영, 외부
백업, 재해 복구 스토리지

또한 개별 SVM 자격 증명 대신 스토리지 클러스터 자격 증명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 자격 증명 * 호스트에 SAP HANA 플러그인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 자격 증명 구성.

• * 호스트(중앙 HANA 플러그인 호스트용). * SAP HANA 플러그인 구축. 호스트에 SAP HANA hdbclient

소프트웨어 설치 SAP hdbclient 소프트웨어는 수동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 정책. * 백업 유형, 보존 및 복제의 구성. 일반적으로 로컬 스냅샷 복사본에 대해 하나 이상의 정책과 SnapVault

복제에 대한 정책과 파일 기반 백업에 대한 정책이 하나 이상 필요합니다.

각 SAP HANA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리소스별 구성을 수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구성이 포함됩니다.

• SAP HANA 비 데이터 볼륨 리소스 구성:

◦ 기술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 SAP hdbuserstore 키 구성:

◦ 특정 SAP HANA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SAP hdbuserstore 키 구성은 HANA 플러그인을 구축하는 위치에 따라
중앙 플러그인 호스트 또는 HANA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 자동으로 검색된 SAP HANA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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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SAP HANA 플러그인 구축

◦ hdBuserstore 키를 제공합니다

• 수동 SAP HANA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구성:

◦ SAP HANA 데이터베이스 SID, 플러그인 호스트, hdbuserstore 키, 스토리지 시스템 및 볼륨

• 리소스 보호 구성:

◦ 필요한 정책 선택

◦ 각 정책에 대한 스케줄의 정의

• ONTAP 데이터 보호 구성:

◦ 백업을 오프 사이트 백업 스토리지로 복제해야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관계 및 보존의 정의.

"다음: SnapCenter 초기 구성."

초기 SnapCenter 구성

"이전: SnapCenter 구성."

초기 구성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1. 스토리지 시스템 구성

2. 플러그인 설치를 위한 자격 증명 구성

3. 중앙 HANA 플러그인 호스트의 경우:

a. 호스트 구성 및 SAP HANA 플러그인 구축

b. SAP HANA hdbsql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 및 구성

4. 정책 구성

다음 섹션에서는 초기 구성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 구성

1. SnapCenter 서버 GUI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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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리지 시스템 을 선택합니다.

화면에서 ONTAP SVM 또는 ONTAP 클러스터 등의 스토리지 시스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VM 레벨에서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 각 SVM에 대해 관리 LIF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는 클러스터 수준에서 SnapCenter 관리 액세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SVM

관리를 사용합니다.

3. New를 클릭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을 추가하고 필요한 호스트 이름과 자격 증명을 제공합니다.

SVM 사용자는 스크린샷과 같이 vsadmin 사용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SVM에서 구성되며 백업 및 복원 작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할당됩니다. 필요한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napCenter 설치 가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최소
ONTAP 권한 필요" 섹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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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옵션을 클릭하여 스토리지 플랫폼을 구성합니다.

스토리지 플랫폼은 FAS, AFF, ONTAP Select 또는 Cloud Volumes ONTAP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SnapVault 또는 SnapMirror 타겟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의 경우 2차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5. 필요에 따라 스토리지 시스템을 추가합니다. 이 예에서는 추가 오프사이트 백업 스토리지 및 재해 복구 스토리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자격 증명 구성

1. 설정 으로 이동하여 자격 증명 을 선택하고 새로 만들기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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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nux 시스템의 플러그인 설치에 사용되는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제공합니다.

3. Windows 시스템의 플러그인 설치에 사용되는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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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서는 구성된 자격 증명을 보여 줍니다.

중앙 플러그인 호스트에 SAP HANA 플러그인 설치

실습 설정에서는 SnapCenter 서버를 중앙 HANA 플러그인 호스트로도 사용합니다. SnapCenter 서버가 실행되는
Windows 호스트가 호스트로 추가되고 Windows 호스트에 SAP HANA 플러그인이 설치됩니다.

SAP HANA 플러그인에는 Java 64비트 버전 1.8이 필요합니다. SAP HANA 플러그인을 배포하려면
먼저 Java를 호스트에 설치해야 합니다.

1. 호스트 로 이동하고 추가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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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한 호스트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출 을 클릭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HANA 플러그인을 구축한 후 구성된 모든 호스트를 보여 줍니다.

SAP HANA hdbsql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 및 구성

SAP HANA hdbsql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SAP HANA 플러그인이 설치된 동일한 호스트에 설치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AP 지원 포털".

리소스 구성 중에 구성된 HDBSQL OS 사용자는 hdbsql 실행 파일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hdbsql 실행 파일의
경로는 'hana.properties` 파일에 설정되어야 한다.

•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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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ore C:\Program Files\NetApp\SnapCenter\Snapcenter Plug-in

Creator\etc\hana.properties

HANA_HDBSQL_CMD=C:\\Program Files\\sap\\hdbclient\\hdbsql.exe

• Linux:

cat /opt/NetApp/snapcenter/scc/etc/hana.properties

HANA_HDBSQL_CMD=/usr/sap/hdbclient/hdbsql

정책 구성

섹션에 설명된 대로 "“데이터 보호 전략,”" 일반적으로 정책은 리소스와 독립적으로 구성되며 여러 SAP HANA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최소 구성은 다음 정책으로 구성됩니다.

• 복제 없는 시간별 백업 정책: LocalSnap

• SnapVault 복제를 사용한 일일 백업 정책: "LocalSnapAndSnapV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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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정책의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시간별 스냅샷 백업에 대한 정책입니다

1. 설정 > 정책 으로 이동하고 새로 만들기 를 클릭합니다.

2. 정책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다음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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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업 유형을 스냅샷 기반으로 선택하고 스케줄 빈도로 시간별 를 선택합니다.

4. 필요 시 백업에 대한 보존 설정을 구성합니다.

5. 예약된 백업에 대한 보존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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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제 옵션을 구성합니다. 이 경우 SnapVault 또는 SnapMirror 업데이트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7. 요약 페이지에서 마침 을 클릭합니다.

SnapVault 복제를 사용한 일일 스냅샷 백업 정책

1. 설정 > 정책 으로 이동하고 새로 만들기 를 클릭합니다.

2. 정책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다음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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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업 유형을 스냅샷 기반으로 설정하고 스케줄 빈도를 매일 로 설정합니다.

4. 필요 시 백업에 대한 보존 설정을 구성합니다.

5. 예약된 백업에 대한 보존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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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컬 스냅샷 복사본을 생성한 후 SnapVault 업데이트 를 선택합니다.

2차 정책 레이블은 스토리지 계층의 데이터 보호 구성에서 SnapMirror 레이블과 같아야 합니다.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오프 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에 데이터 보호 구성”"

7. 요약 페이지에서 마침 을 클릭합니다.

188



주별 블록 무결성 검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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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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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 시 백업에 대한 보존 설정을 구성합니다.

5. 예약된 백업에 대한 보존 설정을 구성합니다.

6. 요약 페이지에서 마침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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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서는 구성된 정책의 요약을 보여 줍니다.

"다음: SAP HANA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위한 SnapCenter 리소스 관련 구성입니다."

SAP HANA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위한 SnapCenter 리소스 관련 구성입니다

"이전: SnapCenter 초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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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에서는 두 가지 예제 구성의 구성 단계를 설명합니다.

• * SS2. *

◦ 스토리지 액세스를 위해 NFS를 사용하는 단일 호스트 SAP HANA MDC 단일 테넌트 시스템

◦ 리소스는 SnapCenter에서 수동으로 구성됩니다.

◦ 로컬 스냅샷 백업을 생성하고 주별 파일 기반 백업을 사용하여 SAP HANA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블록 무결성
검사를 수행하도록 리소스를 구성합니다.

• * SS1. *

◦ 스토리지 액세스를 위해 NFS를 사용하는 단일 호스트 SAP HANA MDC 단일 테넌트 시스템

◦ 리소스가 SnapCenter에서 자동으로 검색됩니다.

◦ 로컬 스냅샷 백업을 생성하고, SnapVault를 사용하여 오프 사이트 백업 스토리지로 복제하며, 주간 파일 기반
백업을 사용하여 SAP HANA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블록 무결성 검사를 수행하도록 리소스를 구성합니다.

SAN 연결, 단일 컨테이너 또는 다중 호스트 시스템의 차이점은 해당 구성 또는 워크플로우 단계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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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즈에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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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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HANA 플러그인 및 SAP hdbsql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HANA 플러그인 호스트에서 사용자 저장소 키를 구성해야
합니다.

중앙 HANA 플러그인 호스트로 사용되는 SnapCenter 서버의 Userstore 구성입니다

SAP HANA 플러그인 및 SAP hdbsql 클라이언트가 Windows에 설치되어 있으면 로컬 시스템 사용자가 hdbsql

명령을 실행하고 리소스 구성에서 기본적으로 구성됩니다. 시스템 사용자가 로그온 사용자가 아니므로 다른 사용자와 "-

u<사용자>" 옵션을 사용하여 사용자 저장소 구성을 수행해야 합니다.

hdbuserstore.exe -u SYSTEM set <key> <host>:<port> <database user>

<password>

먼저 SAP HANA hdbclient 소프트웨어를 Windows 호스트에 설치해야 합니다.

중앙 HANA 플러그인 호스트로 사용되는 별도의 Linux 호스트에 대한 Userstore 구성

SAP HANA 플러그인 및 SAP hdbsql 클라이언트가 별도의 Linux 호스트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리소스 구성에 정의된
사용자로 사용자 저장소 구성에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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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P HANA hdbclient 소프트웨어는 먼저 Linux 호스트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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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대한 Userstore 구성

SAP HANA 플러그인이 HANA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구축된 경우, '<sid>adm' 사용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저장소
구성에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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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Center는 "<sid>adm" 사용자를 사용하여 HANA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의 <'id>adm' 사용자를 사용하여 사용자 저장소 키를 구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SAP HANA hdbsql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설치와 함께 설치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hdbclient를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HANA 시스템 아키텍처에 따라 Userstore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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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P HANA 단일 컨테이너 설정의 경우 인덱스 서버에 대한 SQL 액세스를 위한 표준 포트인 포트
'3<instanceNo>15’가 hdbuserstore 구성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SAP HANA 다중 호스트 설정의 경우 모든 호스트에 대한 사용자 저장소 키를 구성해야 합니다. SnapCenter는 제공된
각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시도하므로 SAP HANA 서비스를 다른 호스트로 페일오버하는 것과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Userstore 구성 예

실습 설정에서는 혼합 SAP HANA 플러그인 구축이 사용됩니다. HANA 플러그인은 일부 HANA 시스템용 SnapCenter

Server에 설치되며 다른 시스템용 개별 HANA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구축됩니다.

• SAP HANA 시스템 SS1, MDC 단일 테넌트, 인스턴스 00 *

HANA 플러그인은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서 ss1adm 사용자를
사용하여 키를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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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1:/ # su - ss1adm

ss1adm@hana-1:/usr/sap/SS1/HDB00>

ss1adm@hana-1:/usr/sap/SS1/HDB00>

ss1adm@hana-1:/usr/sap/SS1/HDB00> hdbuserstore set SS1KEY hana-1:30013

SnapCenter password

ss1adm@hana-1:/usr/sap/SS1/HDB00> hdbuserstore list

DATA FILE       : /usr/sap/SS1/home/.hdb/hana-1/SSFS_HDB.DAT

KEY FILE        : /usr/sap/SS1/home/.hdb/hana-1/SSFS_HDB.KEY

KEY SS1KEY

  ENV : hana-1:30013

  USER: SnapCenter

KEY SS1SAPDBCTRLSS1

  ENV : hana-1:30015

  USER: SAPDBCTRL

ss1adm@hana-1:/usr/sap/SS1/HDB00>

• SAP HANA 시스템 MS1, 다중 호스트 MDC 단일 테넌트, 인스턴스 00 *

HANA 다중 호스트 시스템의 경우 중앙 플러그인 호스트가 필요합니다. NetApp의 설치에서는 SnapCenter 서버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SnapCenter 서버에서 사용자 저장소 구성을 수행해야 합니다.

hdbuserstore.exe -u SYSTEM set MS1KEYHOST1 hana-4:30013 SNAPCENTER

password

hdbuserstore.exe -u SYSTEM set MS1KEYHOST2 hana-5:30013 SNAPCENTER

password

hdbuserstore.exe -u SYSTEM set MS1KEYHOST3 hana-6:30013 SNAPCENTER

password

C:\Program Files\sap\hdbclient>hdbuserstore.exe -u SYSTEM list

DATA FILE       : C:\ProgramData\.hdb\SNAPCENTER-43\S-1-5-18\SSFS_HDB.DAT

KEY FILE        : C:\ProgramData\.hdb\SNAPCENTER-43\S-1-5-18\SSFS_HDB.KEY

KEY MS1KEYHOST1

  ENV : hana-4:30013

  USER: SNAPCENTER

KEY MS1KEYHOST2

  ENV : hana-5:30013

  USER: SNAPCENTER

KEY MS1KEYHOST3

  ENV : hana-6:30013

  USER: SNAPCENTER

KEY SS2KEY

  ENV : hana-3:30013

  USER: SNAPCENTER

C:\Program Files\sap\hdb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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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 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에 대한 데이터 보호 구성

SnapCenter에서 복제 업데이트를 관리하기 전에 초기 데이터 전송뿐만 아니라 데이터 보호 관계의 구성을 실행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SAP HANA 시스템 SS1에 대해 구성된 보호 관계를 보여 줍니다. 이 예에서는 SVM의 "HANA-

primary"에서 소스 볼륨 S1을 SVM의 "HANA-backup"과 타겟 볼륨 S1과 "S1데이터_mnt00001_dest"로 복제합니다.

SnapCenter에서 SnapVault 업데이트를 트리거하므로 관계 일정을 없음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보호 정책을 보여 줍니다. 보호 관계에 사용되는 보호 정책은 SnapMirror 레이블과 보조 스토리지의
백업 보존을 정의합니다. 이 예에서는 사용된 레이블이 매일, 그리고 잔상이 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생성되는 정책의 SnapMirror 레이블은 SnapCenter 정책 구성에 정의된 레이블과 일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 를 참조하십시오SnapVault 복제를 사용한 일일 스냅샷 백업 정책.”

오프 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의 백업 보존은 정책에 정의되어 있으며 ONTAP에서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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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HANA 리소스 구성

이 섹션에서는 SAP HANA 리소스 SS2 및 MS1의 수동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 SS2는 단일 호스트 MDC 단일 테넌트 시스템입니다

• MS1은 다중 호스트 MDC 단일 테넌트 시스템입니다.

a. 리소스 탭에서 SAP HANA 를 선택하고 SAP HANA 데이터베이스 추가 를 클릭합니다.

b. SAP HANA 데이터베이스 구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이 예에서는 다중 테넌트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 에서 리소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HANA 단일 컨테이너 시스템의 경우 단일 컨테이너 리소스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구성 단계는 동일합니다.

SAP HANA 시스템의 경우 SID는 SS2입니다.

이 예에서 HANA 플러그인 호스트는 SnapCenter 서버입니다.

hdbuserstore 키는 HANA 데이터베이스 SS2에 대해 구성된 키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 예에서는 SS2KEY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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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HANA 다중 호스트 시스템의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모든 호스트에 대한 hdbuserstore

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napCenter는 목록의 첫 번째 키와 연결을 시도하며, 첫 번째 키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키를 계속 사용합니다. 이 기능은 작업자 및 대기 호스트가 있는 다중
호스트 시스템에서 HANA 페일오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합니다.

c. 스토리지 시스템(SVM) 및 볼륨 이름에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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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re Channel SAN 구성의 경우 LUN도 선택해야 합니다.

SAP HANA 다중 호스트 시스템의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SAP HANA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
볼륨을 선택해야 합니다.

리소스 구성의 요약 화면이 표시됩니다.

a. Finish를 클릭하여 SAP HANA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합니다.

b. 리소스 구성이 완료되면 " 섹션에 설명된 대로 리소스 보호 구성을 수행합니다리소스 보호 구성.”

HANA 데이터베이스 자동 검색

이 섹션에서는 SAP HANA 리소스 SS1(NFS가 포함된 단일 호스트 MDC 단일 테넌트 시스템)의 자동 검색에 대해
설명합니다. 설명된 모든 단계는 HANA 단일 컨테이너, HANA MDC 다중 테넌트 시스템 및 파이버 채널 SAN을
사용하는 HANA 시스템에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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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HANA 플러그인에는 Java 64비트 버전 1.8이 필요합니다. SAP HANA 플러그인을 배포하려면
먼저 Java를 호스트에 설치해야 합니다.

1. 호스트 탭에서 추가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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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문을 확인합니다.

HANA 플러그인 및 Linux 플러그인 설치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호스트의 상태 열에 실행 중 이
표시됩니다. 또한 화면에는 Linux 플러그인이 HANA 플러그인과 함께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플러그인 설치 후 HANA 리소스의 자동 검색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자원 화면에서 새 자원이 생성되고
빨간색 자물쇠 아이콘으로 잠금 상태로 표시됩니다.

4. 를 선택하고 리소스를 클릭하여 구성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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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새로 고침 을 클릭하여 자원 화면에서 자동 검색 프로세스를 수동으로 트리거할 수도 있습니다.

5. HANA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용자 저장소 키를 제공합니다.

테넌트 데이터 및 스토리지 설치 공간 정보가 검색되는 2단계 자동 검색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6. 세부 정보 를 클릭하여 리소스 토폴로지 뷰에서 HANA 리소스 구성 정보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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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구성이 완료되면 다음 섹션에 설명된 대로 리소스 보호 구성을 실행해야 합니다.

리소스 보호 구성

이 섹션에서는 리소스 보호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리소스 보호 구성은 리소스가 자동으로 검색되었는지 아니면
수동으로 구성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또한 모든 HANA 아키텍처, 단일 또는 다중 호스트, 단일 컨테이너 또는
MDC 시스템에서 동일합니다.

1. 자원 탭에서 자원을 두 번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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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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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구성에서는 백업 및 스냅샷 복사본 이름의 형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 예약된 시간별 백업:'napCenter_LocalSnap_hourly_<time_stamp>'

◦ 예약된 일일 백업:'snapcenter_LocalSnapAndSnapVault_Daily_<time_stamp>'

◦ 필요 시 시간별 백업:'napCenter_LocalSnap_<time_stamp>'

◦ 필요 시 일일 백업:'snapcenter_LocalSnapAndSnapVault_<time_stamp>'

정책 구성에서 필요 시 백업에 대해 보존 정책이 정의되어 있더라도 필요에 따라 다른 백업을
실행할 때만 관리 작업이 수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SnapCenter에서 필요 시 백업을
수동으로 삭제하여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서 해당 백업도 삭제하며 로그 백업 관리
기능이 이전 주문형 백업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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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LocalSnap 정책의 스케줄을 정의합니다(이 예에서는 4시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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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ocalSnapAndSnapVault 정책의 일정을 정의합니다(이 예제에서는 하루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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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블록 무결성 검사 정책의 일정을 정의합니다(이 예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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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메일 알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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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약 페이지에서 마침 을 클릭합니다.

10. 이제 토폴로지 페이지에서 필요 시 백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백업은 구성 설정에 따라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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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버 채널 SAN 환경에 대한 추가 구성 단계

HANA 릴리즈 및 HANA 플러그인 구축에 따라 SAP HANA 시스템에서 파이버 채널 및 X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환경에는 추가 구성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추가 구성 단계는 SnapCenter에서 수동으로 구성된 HANA 리소스에만 필요합니다. 또한
HANA 1.0 릴리스 및 SPS2까지의 HANA 2.0 릴리스에만 필요합니다.

SAP HANA에서 HANA 백업 세이브 포인트가 SnapCenter에 의해 트리거되면 SAP HANA는 각 테넌트 및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스냅샷 ID 파일을 마지막 단계로 기록합니다(예:

'/HANA/data/SID/mnt00001/hdb00001/snapshot_DataBackup_0_1'). 이러한 파일은 스토리지의 데이터 볼륨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스토리지 스냅샷 복사본의 일부입니다. 이 파일은 백업이 복원되는 상황에서 복구를 수행할 때
필수입니다. Linux 호스트에서 XFS 파일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캐싱으로 인해 스토리지 계층에서 파일이 즉시 표시되지
않습니다. 메타데이터 캐싱을 위한 표준 XFS 구성은 30초입니다.

HANA 2.0 SPS3을 통해 SAP는 메타데이터 캐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러한 Snapshot ID 파일의
쓰기 작업을 동기식으로 변경했습니다.

SnapCenter 4.3에서 HANA 플러그인을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구축하면 Linux 플러그인이 스토리지
스냅샷이 트리거되기 전에 호스트에서 파일 시스템 플러시 작업을 실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메타데이터
캐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SnapCenter에서는 XFS 메타데이터 캐시가 디스크 계층으로 플러시될 때까지 대기하는 "postquiesce" 명령을
구성해야 합니다.

메타데이터 캐싱의 실제 구성은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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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lrx300s8-2:/ # sysctl -A | grep xfssyncd_centisecs

fs.xfs.xfssyncd_centisecs = 3000

"fs.xfs.xfssyncd_centisec" 매개 변수의 값의 두 배인 대기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값은 30초이므로
sleep 명령을 60초로 설정합니다.

SnapCenter 서버를 중앙 HANA 플러그인 호스트로 사용하는 경우 배치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치 파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cho off

waitfor AnyThing /t 60 2>NUL

Exit /b 0

배치 파일은 'C:\Program Files\NetApp\Wait60Sec.bat’와 같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보호 구성에서 배치
파일을 정지 후 명령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별도의 Linux 호스트를 중앙 HANA 플러그인 호스트로 사용하는 경우 SnapCenter UI에서 '/bin/sleep 60' 명령을 사후
정지 명령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리소스 보호 구성 화면 내에서 정지 후 명령을 보여 줍니다.

"다음: 비 데이터 볼륨 백업을 위한 SnapCenter 리소스 관련 구성입니다."

비 데이터 볼륨 백업을 위한 SnapCenter 리소스 관련 구성입니다

"이전: SAP HANA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위한 SnapCenter 리소스 관련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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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데이터 볼륨의 백업은 SAP HANA 플러그인의 통합 부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설치 리소스와 필요한 로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볼륨을 보호하면 SAP HANA 데이터베이스를 특정 시점으로 복구 및 복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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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소스 구성

이 예에서는 SAP HANA 데이터베이스 SS1의 비데이터 볼륨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1. 리소스 탭에서 비 데이터 볼륨 을 선택하고 SAP HANA 데이터베이스 추가 를 클릭합니다.

2. SAP HANA 데이터베이스 추가 대화 상자의 리소스 유형 목록에서 비 데이터 볼륨을 선택합니다. 리소스에 사용할
리소스 및 관련 SID와 SAP HANA 플러그인 호스트의 이름을 지정한 후 다음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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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VM과 스토리지 볼륨을 스토리지 설치 공간으로 추가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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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단계에서 마침 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5. 필요한 모든 비 데이터 볼륨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6. 새 리소스의 보호 구성을 계속합니다.

비 데이터 볼륨 리소스에 대한 데이터 보호는 SAP HANA 데이터베이스 리소스에 대한
워크플로우와 동일하며 개별 리소스 레벨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구성되지 않은 데이터 볼륨 리소스 목록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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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그룹

리소스 그룹은 동일한 보호 정책 및 일정이 필요한 여러 리소스의 보호를 정의하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리소스 그룹의
일부인 단일 리소스는 개별 레벨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그룹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자원 그룹에 하나 이상의 자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리소스는 동일한 SnapCenter 플러그인에 속해야
합니다.

• 보호는 리소스 그룹 수준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그룹의 모든 리소스는 보호될 때 동일한 정책 및 일정을
사용합니다.

• SnapCenter 저장소 및 스토리지 스냅샷 복사본의 모든 백업에는 리소스 보호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 복구 작업은 리소스 그룹의 일부가 아닌 단일 리소스 레벨에 적용됩니다.

• SnapCenter를 사용하여 리소스 그룹 레벨에서 생성된 리소스의 백업을 삭제하면 리소스 그룹의 모든 리소스에
대해 이 백업이 삭제됩니다. 백업을 삭제하는 경우 SnapCenter 리포지토리에서 백업을 삭제하고 스토리지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해야 합니다.

• 리소스 그룹의 주요 활용 사례는 고객이 SnapCenter를 사용하여 생성한 백업을 SAP Landscape Management를
사용한 시스템 클론 생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섹션에서 설명합니다.

SnapCenter와 SAP 환경 관리 함께 사용

SAP LaMa(SAP Landscape Management)를 사용하면 사내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시스템에서
복잡한 SAP 시스템 환경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SAP LaMa를 NetApp SSC(Storage Services Connector)와 함께
사용하면 Snapshot 및 FlexClone 기술을 사용하여 SAP 시스템 클론 복제, 복사, 업데이트 사용 사례에 대한 클론 복제
및 복제와 같은 스토리지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SAP 사후 처리를 포함하여 스토리지 복제 기술을
기반으로 SAP 시스템 복사를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SAP LaMa용 NetApp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TR-4018: NetApp ONTAP 시스템을 SAP 환경 관리와 통합".

NetApp SSC와 SAP LaMa는 NetApp SSC를 통해 온디맨드 Snapshot 복사본을 직접 생성할 수 있지만,

SnapCenter를 사용하여 생성된 Snapshot 복사본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SnapCenter 백업을 SAP LaMa를 사용한
시스템 클론 및 복사 작업의 기반으로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전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SAP LaMa를 사용하려면 모든 볼륨을 백업에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SAP HANA 데이터, 로그 및 공유 볼륨이
포함됩니다.

• 모든 스토리지 스냅샷 이름은 동일해야 합니다.

• 스토리지 스냅샷 이름은 VCM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백업 작업에서는 로그 볼륨을 포함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백업에서 로그 볼륨을
복원하면 마지막 활성 redo 로그를 덮어쓰고 데이터베이스가 마지막 최근 상태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SnapCenter 리소스 그룹은 이러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SnapCenter에는 데이터 볼륨, 로그 볼륨 및 공유
볼륨에 각각 하나의 리소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리소스가 리소스 그룹에 배치되고 리소스 그룹 수준에서
보호가 정의됩니다. 리소스 그룹 보호에서는 처음부터 VCM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스냅샷 이름을 정의해야 합니다.

"다음: 데이터베이스 백업."

214

https://www.netapp.com/us/media/tr-4018.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018.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018.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018.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018.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018.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018.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018.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018.pdf


데이터베이스 백업

"이전: 비 데이터 볼륨 백업에 대한 SnapCenter 리소스 관련 구성입니다."

SnapCenter에서 데이터베이스 백업은 일반적으로 각 HANA 데이터베이스의 리소스 보호 구성 내에 정의된 일정을
사용하여 실행됩니다.

필요 시 데이터베이스 백업은 SnapCenter GUI, PowerShell 명령줄 또는 REST API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SAP HANA Studio에서 SnapCenter 백업 식별

SnapCenter 리소스 토폴로지에는 SnapCenter를 사용하여 생성된 백업 목록이 표시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운영
스토리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업을 보여 주고 최신 백업을 보여 줍니다.

SAP HANA MDC 시스템용 스토리지 스냅샷 복사본을 사용하여 백업을 수행할 때 데이터 볼륨의 스냅샷 복사본이
생성됩니다. 이 데이터 볼륨에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와 모든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SAP HANA는 이러한 물리적 아키텍처를 반영하기 위해 SnapCenter에서 스냅샷 백업을 트리거할 때마다 내부적으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모든 테넌트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백업합니다. 따라서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 여러 개의
개별 백업 항목이 생성됩니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한 개, 테넌트 데이터베이스당 한 개.

SAP HANA 단일 컨테이너 시스템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볼륨에는 단일 데이터베이스만 포함되고 SAP

HANA의 백업 카탈로그에는 하나의 항목만 있습니다.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서 SnapCenter 백업 이름은 외부 백업 ID(EBID)뿐만 아니라 '설명' 필드로 저장됩니다. 이
내용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다음 스크린샷과 테넌트 데이터베이스 SS1의 스크린샷 뒤에 나와 있습니다. 두
그림 모두 설명 필드와 EBID에 저장된 SnapCenter 백업 이름을 강조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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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2.0 SPS4(버전 40 및 41) 릴리즈에서는 스냅샷 기반 백업의 백업 크기가 항상 0으로
표시됩니다. 이 문제는 개정판 42로 수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AP 노트 를 참조하십시오
"https://launchpad.support.sap.com/#/notes/2795010".

SnapCenter는 자체 백업만 인식합니다. SAP HANA Studio와 같이 생성된 추가 백업은 SAP HANA

카탈로그에 표시되지만 SnapCenter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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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시스템에서 SnapCenter 백업 식별

스토리지 계층의 백업을 보려면 NetApp OnCommand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SVM — 볼륨 보기에서
데이터베이스 볼륨을 선택합니다. 아래쪽 Snapshot 복사본 탭에는 볼륨의 스냅샷 복사본이 표시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운영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베이스 볼륨 S1과 Data_mnt00001 중 사용 가능한 백업을 보여 줍니다. 강조
표시된 백업은 이전 이미지에서 SnapCenter 및 SAP HANA Studio에 표시된 백업이며 동일한 명명 규칙을
사용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보조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복제 타겟 볼륨 "HANA_SA1_DATA_mnt00001_dest"에 대해 사용 가능한
백업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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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스토리지의 온디맨드 데이터베이스 백업

1. 자원 보기에서 자원을 선택하고 라인을 두 번 클릭하여 토폴로지 뷰로 전환합니다.

리소스 토폴로지 뷰에서는 SnapCenter를 사용하여 생성된 사용 가능한 모든 백업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이
보기의 상단 영역에는 백업 토폴로지가 표시되고, 운영 스토리지(로컬 복사본)의 백업 및 사용 가능한 경우
오프사이트 백업 스토리지(볼트 사본)에 백업이 표시됩니다.

2. 맨 위 행에서 지금 백업 아이콘을 선택하여 필요 시 백업을 시작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백업 정책 LocalSnap을
선택한 다음 Backup을 클릭하여 필요 시 백업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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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백업 작업이 시작됩니다. 토폴로지 보기 아래의 활동 영역에 이전 5개 작업의 로그가 표시됩니다. 백업이
완료되면 토폴로지 뷰에 새 항목이 표시됩니다. 백업 이름은 섹션에 정의된 스냅샷 이름과 동일한 명명 규칙을
따릅니다 "“리소스 보호 구성”"

업데이트된 백업 목록을 보려면 토폴로지 뷰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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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 영역에서 작업의 활동 라인을 클릭하면 작업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로그 보기 를 클릭하여 세부 작업 로그를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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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AP HANA Studio에서 새 백업이 백업 카탈로그에 표시됩니다. SnapCenter에서 동일한 백업 이름은 백업
카탈로그의 주석 및 EBID 필드에도 사용됩니다.

SnapVault 복제를 통한 주문형 데이터베이스 백업

1. 자원 보기에서 자원을 선택하고 라인을 두 번 클릭하여 토폴로지 뷰로 전환합니다.

2. 맨 위 행에서 지금 백업 아이콘을 선택하여 필요 시 백업을 시작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백업 정책
"LocalSnapAndSnapVault"를 선택한 다음 백업을 클릭하여 필요 시 백업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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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 영역에서 작업의 활동 라인을 클릭하면 작업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222



4. 백업이 완료되면 토폴로지 뷰에 새 항목이 표시됩니다. 백업 이름은 섹션에 정의된 스냅샷 이름과 동일한 명명
규칙을 따릅니다 "“리소스 보호 구성”"

업데이트된 백업 목록을 보려면 토폴로지 뷰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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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볼트 복사본을 선택하면 보조 스토리지의 백업이 표시됩니다. 복제된 백업의 이름은 기본 스토리지의 백업 이름과
동일합니다.

6. SAP HANA Studio에서 새 백업이 백업 카탈로그에 표시됩니다. SnapCenter에서 동일한 백업 이름은 백업
카탈로그의 주석 및 EBID 필드에도 사용됩니다.

"다음: 블록 무결성 검사"

블록 무결성 검사

"이전: 데이터베이스 백업."

SAP는 블록 무결성 검사를 실행하기 위해 스토리지 기반 스냅샷 백업을 주간 파일 기반 백업과 결합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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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enter는 파일 기반 백업을 백업 유형으로 선택하는 정책을 사용하여 블록 무결성 검사 실행을 지원합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여 백업을 예약할 때 SnapCenter는 시스템 및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 SAP HANA 파일
백업을 생성합니다.

SnapCenter는 스냅샷 복사본 기반 백업과 같은 방식으로 블록 무결성 검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약 카드에는
파일 기반 백업 수와 이전 백업 상태가 표시됩니다.

SnapCenter UI에서는 블록 무결성 검사 백업을 삭제할 수 없지만 PowerShell 명령을 사용하여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

225



PS C:\Users\scadmin> Get-SmBackupReport -Resource SS1

SmBackupId                : 9

SmJobId                   : 42

StartDateTime             : 11/19/2019 8:26:32 AM

EndDateTime               : 11/19/2019 8:27:33 AM

Duration                  : 00:01:00.7652030

CreatedDateTime           : 11/19/2019 8:27:24 AM

Status                    : Completed

ProtectionGroupName       : hana-1_sapcc_stl_netapp_com_hana_MDC_SS1

SmProtectionGroupId       : 1

PolicyName                : BlockIntegrityCheck

SmPolicyId                : 5

BackupName                : SnapCenter_BlockIntegrityCheck_11-19-

2019_08.26.33.2913

VerificationStatus        : NotApplicable

VerificationStatuses      :

SmJobError                :

BackupType                : SCC_BACKUP

CatalogingStatus          : NotApplicable

CatalogingStatuses        :

ReportDataCreatedDateTime :

PluginCode                : SCC

PluginName                : hana

JobTypeId                 : 0

JobHost                   :

 

PS C:\Users\scadmin> Remove-SmBackup -BackupIds 9

 

Remove-SmBackup

Are you sure want to remove the backup(s).

[Y] Yes  [A] Yes to All  [N] No  [L] No to All  [S] Suspend  [?] Help

(default is "Y"): y

 

 

BackupResult : {}

Result       : SMCoreContracts.SMResult

TotalCount   : 0

DisplayCount : 0

Context      :

Job          : SMCoreContracts.SmJob

 

 

 

PS C:\Users\sc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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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는 시스템과 테넌트 데이터베이스 모두에 대한 항목이 표시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카탈로그에 있는 SnapCenter 블록 무결성 검사를 보여 줍니다.

블록 무결성 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표준 SAP HANA 데이터 백업 파일이 생성됩니다. SnapCenter는 파일 기반
데이터 백업 작업을 위해 HANA 데이터베이스에 구성된 백업 경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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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1:/usr/sap/SS1/HDB00/backup/data # ls -al *

DB_SS1:

total 1710840

drwxr-xr-- 2 ss1adm sapsys       4096 Nov 28 10:25 .

drwxr-xr-- 4 ss1adm sapsys       4096 Nov 19 05:11 ..

-rw-r----- 1 ss1adm sapsys     155648 Nov 23 08:46

SnapCenter_SnapCenter_BlockIntegrityCheck_Weekly_11-23-

2019_06.00.07.8397_databackup_0_1

-rw-r----- 1 ss1adm sapsys   83894272 Nov 23 08:46

SnapCenter_SnapCenter_BlockIntegrityCheck_Weekly_11-23-

2019_06.00.07.8397_databackup_2_1

-rw-r----- 1 ss1adm sapsys 1660952576 Nov 23 08:46

SnapCenter_SnapCenter_BlockIntegrityCheck_Weekly_11-23-

2019_06.00.07.8397_databackup_3_1

SYSTEMDB:

total 1546340

drwxr-xr-- 2 ss1adm sapsys       4096 Nov 28 10:24 .

drwxr-xr-- 4 ss1adm sapsys       4096 Nov 19 05:11 ..

-rw-r----- 1 ss1adm sapsys     159744 Nov 23 08:46

SnapCenter_SnapCenter_BlockIntegrityCheck_Weekly_11-23-

2019_06.00.07.8397_databackup_0_1

-rw-r----- 1 ss1adm sapsys 1577066496 Nov 23 08:46

SnapCenter_SnapCenter_BlockIntegrityCheck_Weekly_11-23-

2019_06.00.07.8397_databackup_1_1

"다음: 복원 및 복구."

복원 및 복구

"이전: 블록 무결성 검사"

다음 섹션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 및 예제 구성의 복원 및 복구 워크플로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 자동 복원 및 복구:

◦ HANA 시스템 SS1을 자동으로 검색했습니다

◦ NFS를 사용하는 SAP HANA 단일 호스트, MDC 단일 테넌트 시스템

• 단일 테넌트 복원 및 복구:

◦ 자동 검색된 HANA 시스템 SM1

◦ NFS를 사용하는 SAP HANA 단일 호스트, MDC 다중 테넌트 시스템

• 수동 복구를 사용한 복구:

◦ 수동으로 구성된 HANA 시스템 SS2

◦ NFS를 사용하는 SAP HANA 단일 호스트, MDC 다중 테넌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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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섹션에서는 SAP HANA 단일 호스트와 여러 호스트 및 파이버 채널 SAN 연결 HANA 시스템 간의 차이점을 강조
표시합니다.

이 예에서는 수동 복구를 실행하는 도구로 SAP HANA Studio를 보여 줍니다. SAP HANA Cockpit 또는 HANA SQL

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 복원 및 복구

SnapCenter 4.3에서는 SnapCenter에서 자동으로 검색된 HANA 단일 컨테이너 또는 MDC 단일 테넌트 시스템에
대해 자동 복원 및 복구 작업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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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구 작업에 사용할 백업을 선택합니다. 다음 스토리지 옵션에서 백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운영 스토리지

◦ 오프사이트 백업 스토리지(SnapVault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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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 복원 옵션은 기본 스토리지의 복원 작업과 HANA 데이터베이스가 NFS를 스토리지
프로토콜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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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과 사용된 스토리지 프로토콜에 따라 다른 작업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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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FS를 선택하고 볼륨 되돌리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SnapCenter는 스토리지 계층에서 단일 파일 SnapRestore

작업을 사용하여 모든 파일을 복원합니다.

◦ Fibre Channel SAN을 선택한 경우 SnapCenter은 LUN을 마운트 해제하고 스토리지 계층에서 단일 파일
SnapRestore 작업을 사용하여 LUN을 복구한 다음 LUN을 검색 및 마운트합니다.

3.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합니다.

a.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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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테넌트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합니다.

또는 HANA 단일 컨테이너 시스템의 경우 다음과 같은 단일 단계로 복구가 실행됩니다.

c. HANA 데이터베이스가 시작됩니다.

복구 없음을 선택한 경우 SnapCenter가 종료되고 시스템과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복구 작업이
수동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자동 검색된 HANA 시스템 SS1(SAP HANA 단일 호스트, NFS를 사용하는 MDC 단일 테넌트 시스템
)의 자동 복원 및 복구 작업을 위한 단계를 제공합니다.

1. SnapCenter에서 복구 작업에 사용할 백업을 선택합니다.

운영 스토리지 또는 오프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에서 복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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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원 범위 및 유형을 선택합니다.

다음 세 개의 스크린샷은 NFS를 사용하여 운영 사이트에서 복구, NFS를 사용하여 보조 스토리지에서 복구 및
Fibre Channel SAN을 사용한 운영 사이트에서 복구를 위한 복구 옵션을 보여 줍니다.

운영 스토리지에서 복구를 위한 복구 유형 옵션입니다.

볼륨 복원 옵션은 NFS를 사용하는 기본 의 복원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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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에서 복구를 위한 복구 유형 옵션입니다.

Fibre Channel SAN을 사용하는 운영 스토리지에서 복구하기 위한 복구 유형 옵션입니다.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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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Restore 명령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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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택 사항인 post-restore 명령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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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택적 이메일 설정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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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원 작업을 시작하려면 마침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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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napCenter는 복원 및 복구 작업을 실행합니다. 이 예에서는 복원 및 복구 작업의 작업 세부 정보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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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테넌트 복원 및 복구 작업

SnapCenter 4.3에서는 단일 테넌트(single-tenant) 복원 작업이 단일 테넌트가 있는 HANA MDC 시스템 또는
SnapCenter에서 자동으로 검색된 여러 테넌트에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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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테넌트 복원 및 복구 작업은 다음 단계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복원 및 복구할 테넌트를 중지합니다.

2. SnapCenter를 사용하여 테넌트를 복구합니다.

◦ 운영 스토리지에서 복구할 경우 SnapCenter는 다음 작업을 실행합니다.

▪ * NFS. * 스토리지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파일에 대한 단일 파일 SnapRestore 작업

▪ * SAN. * LUN을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복제 및 연결하고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파일을 복사합니다.

◦ 보조 스토리지에서 복구할 경우 SnapCenter는 다음 작업을 실행합니다.

▪ * NFS. *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파일에 대한 스토리지 SnapVault 복원 작업

▪ * SAN. * LUN을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복제 및 연결하고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파일을 복사합니다

3. HANA Studio, Cockpit 또는 SQL 문으로 테넌트를 복구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자동 검색된 HANA 시스템 SM1(SAP HANA 단일 호스트, NFS를 사용하는 MDC 다중 테넌트 시스템
)의 기본 스토리지에서 복구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입력 관점에서 볼 때 워크플로는 파이버 채널
SAN 설정에서 2차 또는 복원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1. 테넌트 데이터베이스를 중지합니다.

sm1adm@hana-2:/usr/sap/SM1/HDB00> hdbsql -U SYSKEY

Welcome to the SAP HANA Database interactive terminal.

Type:  \h for help with commands

       \q to quit

hdbsql=>

hdbsql SYSTEMDB=> alter system stop database tenant2;

0 rows affected (overall time 14.215281 sec; server time 14.212629 sec)

hdbsql SYSTEMDB=>

2. SnapCenter에서 복구 작업에 사용할 백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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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구할 테넌트를 선택합니다.

SnapCenter는 선택한 백업에 포함된 모든 테넌트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SnapCenter 4.3에서는 단일 테넌트 복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복구 안 함 은 미리 선택되어 있으며 변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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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4. 선택 사항인 PreRestore 명령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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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택 사항인 사후 복원 명령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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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택적 이메일 설정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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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원 작업을 시작하려면 마침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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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작업은 SnapCenter에서 실행합니다. 이 예에서는 복원 작업의 작업 세부 정보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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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넌트 복원 작업이 완료되면 테넌트 관련 데이터만 복구됩니다. HANA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의
파일 시스템에서는 복원된 데이터 파일과 테넌트의 스냅샷 백업 ID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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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1adm@hana-2:/usr/sap/SM1/HDB00> ls -al /hana/data/SM1/mnt00001/*

-rw-r--r-- 1 sm1adm sapsys   17 Dec  6 04:01

/hana/data/SM1/mnt00001/nameserver.lck

/hana/data/SM1/mnt00001/hdb00001:

total 3417776

drwxr-x--- 2 sm1adm sapsys       4096 Dec  6 01:14 .

drwxr-x--- 6 sm1adm sapsys       4096 Nov 20 09:35 ..

-rw-r----- 1 sm1adm sapsys 3758096384 Dec  6 03:59 datavolume_0000.dat

-rw-r----- 1 sm1adm sapsys          0 Nov 20 08:36

__DO_NOT_TOUCH_FILES_IN_THIS_DIRECTORY__

-rw-r----- 1 sm1adm sapsys         36 Nov 20 08:37 landscape.id

/hana/data/SM1/mnt00001/hdb00002.00003:

total 67772

drwxr-xr-- 2 sm1adm sapsys      4096 Nov 20 08:37 .

drwxr-x--- 6 sm1adm sapsys      4096 Nov 20 09:35 ..

-rw-r--r-- 1 sm1adm sapsys 201441280 Dec  6 03:59 datavolume_0000.dat

-rw-r--r-- 1 sm1adm sapsys         0 Nov 20 08:37

__DO_NOT_TOUCH_FILES_IN_THIS_DIRECTORY__

/hana/data/SM1/mnt00001/hdb00002.00004:

total 3411836

drwxr-xr-- 2 sm1adm sapsys       4096 Dec  6 03:57 .

drwxr-x--- 6 sm1adm sapsys       4096 Nov 20 09:35 ..

-rw-r--r-- 1 sm1adm sapsys 3758096384 Dec  6 01:14 datavolume_0000.dat

-rw-r--r-- 1 sm1adm sapsys          0 Nov 20 09:35

__DO_NOT_TOUCH_FILES_IN_THIS_DIRECTORY__

-rw-r----- 1 sm1adm sapsys     155648 Dec  6 01:14

snapshot_databackup_0_1

/hana/data/SM1/mnt00001/hdb00003.00003:

total 3364216

drwxr-xr-- 2 sm1adm sapsys       4096 Dec  6 01:14 .

drwxr-x--- 6 sm1adm sapsys       4096 Nov 20 09:35 ..

-rw-r--r-- 1 sm1adm sapsys 3758096384 Dec  6 03:59 datavolume_0000.dat

-rw-r--r-- 1 sm1adm sapsys          0 Nov 20 08:37

__DO_NOT_TOUCH_FILES_IN_THIS_DIRECTORY__

sm1adm@hana-2:/usr/sap/SM1/HDB00>

8. HANA Studio로 복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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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테넌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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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복구 유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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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백업 카탈로그 위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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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카탈로그 내에서 복원된 백업은 녹색 아이콘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외부 백업 ID는 이전에 SnapCenter에서
선택한 백업 이름을 표시합니다.

12. 녹색 아이콘이 있는 항목을 선택하고 다음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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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로그 백업 위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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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필요에 따라 다른 설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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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테넌트 복구 작업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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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복구를 사용하여 복원합니다

SAP HANA Studio 및 SnapCenter를 사용하여 SAP HANA MDC 단일 테넌트 시스템을 복원 및 복구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SAP HANA Studio를 사용하여 복원 및 복구 프로세스 준비:

a. Recover System Database(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복구) 를 선택하고 SAP HANA 시스템의 종료를
확인합니다.

b. 복구 유형 및 로그 백업 위치를 선택합니다.

c. 데이터 백업 목록이 표시됩니다. 백업을 선택하여 외부 백업 ID를 확인합니다.

2. SnapCenter를 사용하여 복원 프로세스 수행:

a. 리소스의 토폴로지 뷰에서 로컬 복사본을 선택하여 운영 스토리지에서 복원하거나 볼트 복사본을 선택하여 오프
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에서 복구하십시오.

b. SAP HANA Studio의 외부 백업 ID 또는 설명 필드와 일치하는 SnapCenter 백업을 선택합니다.

c. 복원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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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스토리지에서 볼륨 기반 복원을 선택한 경우, 복원을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 볼륨을 모든
SAP HANA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서 마운트 해제하고 복원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다시
마운트해야 합니다.

FC를 사용하는 SAP HANA 다중 호스트 설정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료 및 시작 프로세스 중에
SAP HANA 이름 서버에서 마운트 해제 및 마운트 작업이 실행됩니다.

3. SAP HANA Studio를 사용하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복구 프로세스 실행:

a. 백업 목록에서 새로 고침 을 클릭하고 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백업(녹색 아이콘으로 표시됨)을 선택합니다.

b. 복구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복구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시작됩니다.

4. SAP HANA Studio를 사용하여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복구 프로세스 실행:

a. Recover Tenant Database 를 선택하고 복구할 테넌트를 선택합니다.

b. 복구 유형 및 로그 백업 위치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백업 목록이 표시됩니다. 데이터 볼륨이 이미 복원되었기 때문에 테넌트 백업은 사용 가능으로
표시됩니다(녹색).

c. 이 백업을 선택하고 복구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복구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테넌트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수동으로 구성된 HANA 시스템 SS2(SAP HANA 단일 호스트, NFS를 사용하는 MDC 다중 테넌트
시스템)의 복원 및 복구 작업 단계를 설명합니다.

1. SAP HANA Studio에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복구 옵션을 선택하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복구를 시작합니다.

2. 확인 을 클릭하여 SAP HANA 데이터베이스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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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HANA 시스템이 종료되고 복구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3. 복구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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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업 카탈로그 위치를 입력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5. 사용 가능한 백업 목록은 백업 카탈로그 콘텐츠를 기반으로 표시됩니다. 필요한 백업을 선택하고 외부 백업 ID를
기록합니다. 이 예에서는 가장 최근 백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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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든 데이터 볼륨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umount /hana/data/SS2/mnt00001

NFS를 사용하는 SAP HANA 다중 호스트 시스템의 경우 각 호스트의 모든 데이터 볼륨을 마운트
해제해야 합니다.

FC를 사용하는 SAP HANA 다중 호스트 설정에서는 마운트 해제 작업이 종료 프로세스의 일부로
SAP HANA 네임 서버에서 실행됩니다.

7. SnapCenter GUI에서 리소스 토폴로지 뷰를 선택하고 복구할 백업을 선택합니다. 이 예에서는 가장 최근의 기본
백업입니다. 복원 아이콘을 클릭하여 복원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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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enter 복원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8. 복구 유형 Complete Resource 또는 File Level을 선택합니다.

볼륨 기반 복원을 사용하려면 Complete Resource(리소스 완료)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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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모든 파일에 단일 파일 SnapRestore 작업을 사용하려면 파일 레벨 및 모두 를 선택합니다.

SAP HANA 다중 호스트 시스템의 파일 레벨 복구를 수행하려면 모든 볼륨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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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택 사항) 중앙 HANA 플러그인 호스트에서 실행되는 SAP HANA 플러그인에서 실행해야 하는 명령을
지정합니다. 다음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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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택적 명령을 지정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12. SnapCenter가 상태 이메일과 작업 로그를 전송할 수 있도록 알림 설정을 지정합니다. 다음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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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약을 검토하고 Finish(마침) 를 클릭하여 복원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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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복원 작업이 시작되고 작업 창에서 로그 라인을 두 번 클릭하여 작업 로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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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복원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각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서 모든 데이터 볼륨을 마운트합니다. 이
예에서는 하나의 볼륨만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다시 마운트해야 합니다.

mount /hana/data/SP1/mnt00001

16. SAP HANA Studio로 이동하고 새로 고침 을 클릭하여 사용 가능한 백업 목록을 업데이트합니다. SnapCenter로
복구된 백업은 백업 목록에 녹색 아이콘과 함께 표시됩니다. 백업을 선택하고 다음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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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로그 백업의 위치를 제공합니다. 다음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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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필요에 따라 다른 설정을 선택합니다. Delta 백업 사용 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다음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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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복구 설정을 검토하고 마침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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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복구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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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SAP HANA Studio에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항목을 선택하고 Backup Recovery - Recover Tenant

Database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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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복구할 테넌트를 선택하고 다음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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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복구 유형을 지정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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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백업 카탈로그 위치를 확인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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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테넌트 데이터베이스가 오프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계속하려면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26.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복구 전에 데이터 볼륨 복구가 수행되었으므로 테넌트 백업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색으로 강조 표시된 백업을 선택하고 다음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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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로그 백업 위치를 확인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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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필요에 따라 다른 설정을 선택합니다. Delta 백업 사용 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다음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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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Finish를 클릭하여 복구 설정을 검토하고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의 복구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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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복구가 완료되고 테넌트 데이터베이스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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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HANA 시스템이 가동되어 실행 중입니다.

여러 테넌트가 있는 SAP HANA MDC 시스템의 경우 각 테넌트에 대해 20–29단계를 반복해야
합니다.

"다음: 고급 구성 및 조정."

고급 구성 및 조정

"이전: 복원 및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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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에서는 고객이 SnapCenter 설정을 특정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구성 및 조정 옵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부 설정은 일부 고객 시나리오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ANA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 통신 지원

HANA 데이터베이스가 보안 통신으로 구성된 경우 SnapCenter에서 실행되는 "hdbsql" 명령은 추가 명령줄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한 옵션을 사용하여 hdbsql 을 호출하는 래퍼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SL 통신을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 가장 간단한 클라이언트 구성은
명령줄 옵션을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이 경우 서버 인증서 유효성 검사가 수행되지 않습니다. 서버 및
/또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인증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다른 hdbsql 명령줄 옵션이 필요하며, SAP HANA

보안 가이드 에 설명된 대로 PSE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hana.properties` 파일에서 hdbsql 실행 파일을 구성하는 대신 래퍼 스크립트가 추가됩니다.

SnapCenter Windows 서버의 중앙 HANA 플러그인 호스트의 경우 'C:\Program

Files\NetApp\SnapCenter\Snapcenter Plug-in Creator\etc\hana.properties` 에 다음 콘텐츠를 추가해야 합니다.

HANA_HDBSQL_CMD=C:\\Program Files\\sap\\hdbclient\\hdbsql-ssl.cmd

래퍼 스크립트 hdbsql-ssl.cmd는 필요한 명령줄 옵션으로 hdbsql.exe를 호출합니다.

@echo off

"C:\Program Files\sap\hdbclient\hdbsql.exe" -e -ssltrustcert %*

'-e-ssltrustcert' hdbsql 명령줄 옵션은 SSL이 활성화되지 않은 HANA 시스템에서도 작동합니다.

따라서 이 옵션은 중앙 HANA 플러그인 호스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HANA 시스템에서
SSL이 활성화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HANA 플러그인을 개별 HANA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구축하는 경우 그에 따라 각 Linux 호스트에서 구성해야 합니다.

HANA_HDBSQL_CMD = /usr/sap/SM1/HDB12/exe/hdbsqls

래퍼 스크립트 hdbsqls는 필요한 명령줄 옵션으로 hdbsql을 호출합니다.

#/bin/bash

/usr/sap/SM1/HDB12/exe/hdbsql -e -ssltrustcert $*

HANA 플러그인 호스트에서 자동 검색을 해제합니다

HANA 플러그인 호스트에서 자동 검색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SnapCenter 서버에서 PowerShell을 엽니다. Open-SmConnection 명령어를 실행하여 SnapCenter 서버에
접속하고, 시작 로그인 화면에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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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 검색을 비활성화하려면 Set-SmConfigSettings 명령을 실행합니다.

HANA 호스트인 HANA-2의 경우,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PS C:\Users\administrator.SAPCC> Set-SmConfigSettings -Agent -Hostname

hana-2 -configSettings @{"DISABLE_AUTO_DISCOVERY"="true"}

Name                           Value

----                           -----

DISABLE_AUTO_DISCOVERY         true

PS C:\Users\administrator.SAPCC>

3. Get-SmConfigSettings 명령을 실행하여 설정을 확인한다.

PS C:\Users\administrator.SAPCC> Get-SmConfigSettings -Agent -Hostname

hana-2 -key all

Key: CUSTOMPLUGINS_OPERATION_TIMEOUT_IN_MSEC            Value: 3600000

Details: Plug-in API operation Timeout

Key: CUSTOMPLUGINS_HOSTAGENT_TO_SERVER_TIMEOUT_IN_SEC   Value: 1800

Details: Web Service API Timeout

Key: CUSTOMPLUGINS_ALLOWED_CMDS                         Value: *;

Details: Allowed Host OS Commands

Key: DISABLE_AUTO_DISCOVERY                             Value: true

Details:

Key: PORT                                               Value: 8145

Details: Port for server communication

PS C:\Users\administrator.SAPCC>

구성은 호스트의 에이전트 구성 파일에 기록되며 SnapCenter를 사용한 플러그인 업그레이드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hana-2:/opt/NetApp/snapcenter/scc/etc # cat

/opt/NetApp/snapcenter/scc/etc/agent.properties | grep DISCOVERY

DISABLE_AUTO_DISCOVERY = true

hana-2:/opt/NetApp/snapcenter/scc/etc #

자동 로그 백업 관리 기능을 비활성화합니다

로그 백업 관리 기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HANA 플러그인 호스트 레벨에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변경하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hana.property 파일을 편집합니다

hana.property` 구성 파일에 'log_cleanup_disable=Y' 매개 변수를 포함시키면 이 SAP HANA 플러그인 호스트를
통신 호스트로 사용하여 모든 리소스에 대해 로그 백업 관리 작업이 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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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의 Hdbsql 통신 호스트의 경우 "hana.property` 파일은 'C:\Program

Files\NetApp\SnapCenter\Snapcenter Plug-in Creator\etc’에 있습니다.

• Linux의 Hdbsql 통신 호스트의 경우 hana.property` 파일은 '/opt/netapp/snapcenter/sc/etc’에 있습니다.

PowerShell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설정을 구성하는 두 번째 옵션은 SnapCenter PowerShell 명령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 SnapCenter 서버에서 PowerShell을 엽니다. SnapCenter 서버에 접속하려면 'Open-SmConnection' 명령어를
이용하여 접속후 로그인 화면에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지정한다.

2. 'Set-SmConfigSettings - Plugin-hostname <pluginhostname> - PluginCode HANA -

configSettings@{"log_cleanup_disable"="Y"}' 명령을 사용하면 IP 또는 호스트 이름으로 지정된 SAP HANA

플러그인 호스트 '<pluginhostname>'에 대한 변경 사항이 구성됩니다(다음 그림 참조).

가상 환경에서 SAP HANA 플러그인을 실행할 때 경고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SnapCenter는 SAP HANA 플러그인이 가상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지 감지합니다. VMware 환경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공급자의 SnapCenter 설치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SnapCenter에서 하이퍼바이저를 구성하는
경고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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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고를 전역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napCenter는 가상화된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경고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경고를 표시하지 않도록 SnapCenter를 구성하려면 다음 설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1. 설정 탭에서 전역 설정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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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 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와 백업 동기화의 예약 빈도를 변경합니다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보조 스토리지의 백업 관리 유지,”" 오프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으로의 데이터 백업의 보존 관리는
ONTAP에서 처리합니다. SnapCenter는 매주 기본 스케줄로 정리 작업을 실행하여 ONTAP가 오프 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에서 백업을 삭제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SnapCenter 정리 작업은 오프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에서 삭제된 백업이 식별된 경우 SnapCenter 저장소와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서 백업을 삭제합니다.

정리 작업은 SAP HANA 로그 백업의 하우스키핑도 실행합니다.

이 예약된 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SAP HANA 및 SnapCenter는 여전히 오프 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에서 이미 삭제된
백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프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의 해당 스토리지 기반 Snapshot 백업이 이미 삭제된 경우에도
로그 백업이 추가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일시적인 불일치를 방지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리소스 레벨의 수동 새로 고침

리소스의 토폴로지 뷰에서 다음 스크린샷과 같이 보조 백업을 선택할 때 SnapCenter는 오프 사이트 백업 스토리지의
백업을 표시합니다. SnapCenter는 새로 고침 아이콘을 사용하여 정리 작업을 실행하여 이 리소스의 백업을
동기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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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enter 정리 작업의 빈도를 변경합니다

SnapCenter는 Windows 작업 스케줄링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모든 리소스에 대해 기본적으로 매주 정리 작업
'napCenter_RemoveSecondaryBackup’을 실행합니다. SnapCenter PowerShell cmdlet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SnapCenter 서버에서 PowerShell 명령 창을 시작합니다.

2. SnapCenter 서버에 대한 연결을 열고 로그인 창에 SnapCenter 관리자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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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케줄을 주별로 변경하려면 cmdlet의 Set-SmSchedule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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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C:\Users\scadmin> Set-SmSchedule -ScheduleInformation

@{"ScheduleType"="Daily";"StartTime"="03:45 AM";"DaysInterval"=

"1"} -TaskName SnapCenter_RemoveSecondaryBackup

TaskName              : SnapCenter_RemoveSecondaryBackup

Hosts                 : {}

StartTime             : 11/25/2019 3:45:00 AM

DaysoftheMonth        :

MonthsofTheYear       :

DaysInterval          : 1

DaysOfTheWeek         :

AllowDefaults         : False

ReplaceJobIfExist     : False

UserName              :

Password              :

SchedulerType         : Daily

RepeatTask_Every_Hour :

IntervalDuration      :

EndTime               :

LocalScheduler        : False

AppType               : False

AuthMode              :

SchedulerSQLInstance  : SMCoreContracts.SmObject

MonthlyFrequency      :

Hour                  : 0

Minute                : 0

NodeName              :

ScheduleID            : 0

RepeatTask_Every_Mins :

CronExpression        :

CronOffsetInMinutes   :

StrStartTime          :

StrEndTime            :

PS C:\Users\scadmin> Check the configuration using the Windows Task

Scheduler.

4. Windows 작업 스케줄러에서 작업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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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추가 정보를 찾을 위치."

추가 정보 및 버전 기록을 찾을 수 있는 위치

"이전: 고급 구성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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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apCenter 리소스 페이지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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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복사 자동화

https://www.netapp.com/pdf.html?item=/media/17111-tr4667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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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etapp.com/pdf.html?item=/media/17030-tr4719pdf.pdf

• TR-4018: NetApp ONTAP 시스템을 SAP 환경 관리와 통합

https://www.netapp.com/pdf.html?item=/media/17195-tr4018pdf.pdf

• TR-4646: 스토리지 복제를 사용한 SAP HANA 재해 복구

https://www.netapp.com/pdf.html?item=/media/8584-tr4646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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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기록

버전 날짜 문서 버전 기록

버전 1.0 2017년 7월 • 최초 릴리스.

버전 1.1 2017년 9월 • “고급 구성 및 조정” 섹션이
추가되었습니다.

• 사소한 수정.

버전 2.0 2018년 3월 • SnapCenter 4.0에 대한
업데이트: 새로운 데이터 볼륨
리소스로 단일 파일 SnapRestore

작업이 개선되었습니다

버전 3.0 2020년 1월 • “SnapCenter 개념 및 모범 사례”

섹션이 추가되었습니다.

• SnapCenter 4.3을 다루는
업데이트: 자동 검색 자동 복구
HANA MDC 다중 테넌트 단일
테넌트 복원 작업 지원

버전 3.1 2020년 7월 • 사소한 업데이트 및 수정:

SnapCenter 4.3.1 IBM Power

기반 Linux용 SSL 통신 중앙
플러그인 배포의 구성을 통한
NFSv4 지원

버전 3.2 2020년 11월 • HANA 2.0 SPS5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권한이
추가되었습니다.

버전 3.3 2021년 5월 • SSL hdbsql 구성 섹션을
업데이트했습니다.

• Linux LVM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버전 3.4 2021년 8월 • 자동 검색 구성 비활성화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버전 3.5 2022년 2월 • SnapCenter 4.6에 대한 업데이트
및 HANA 시스템 복제 지원
HANA 시스템에 대한 자동 검색
지원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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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enter를 사용한 SAP HANA 시스템 복제 백업 및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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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App, Nils Bauer

SAP HANA 시스템 복제는 일반적으로 SAP HANA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고가용성 또는 재해 복구 솔루션으로
사용됩니다. SAP HANA 시스템 복제는 사용 사례 또는 가용성 요구사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 모드를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사용 사례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 전용 2차 SAP HANA 호스트를 사용하여 제로 RPO(복구 시점 목표)와 RTO(복구 시간 목표)가 포함된 고가용성

• 원거리에서 재해 복구. 보조 SAP HANA 호스트는 정상 운영 중에 개발 또는 테스트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RPO 0과 RTO가 최소인 고가용성

시스템 복제는 보조 SAP HANA 호스트의 메모리에 사전 로드된 테이블을 사용하는 동기식 복제로 구성됩니다. 이
고가용성 솔루션을 사용하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장애를 해결하고, SAP HANA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다운타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운영) 중에 계획된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 조치 작업은 종종 타사 클러스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SAP Landscape Managemen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클릭 한 번으로 워크플로우를 통해 자동화됩니다.

백업 요구사항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SAP HANA 호스트가 기본 또는 보조 호스트인지 독립적으로 백업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유 백업 인프라스트럭처는 백업이 생성된 호스트에 관계없이 모든 백업을 복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문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고가용성 솔루션으로 구성된 SAP 시스템 복제를 사용하는 백업 작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원거리에서 재해 복구

보조 호스트의 메모리에 사전 로드된 테이블이 없는 비동기식 복제로 시스템 복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데이터 센터 장애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며 페일오버 작업은 일반적으로 수동으로 수행됩니다.

백업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데이터 센터 1의 정상적인 작동 중 및 데이터 센터 2의 재해 복구 중에 백업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1과 2에서 별도의 백업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백업 작업은 재해 페일오버의 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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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됩니다. 일반적으로 백업 인프라스트럭처는 공유되지 않으며 다른 데이터 센터에서 생성된 백업의 복구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스토리지 스냅샷 백업 및 SAP 시스템 복제."

스토리지 스냅샷 백업 및 SAP 시스템 복제

"이전: SAP HANA 시스템 복제 개요"

백업 작업은 항상 운영 SAP HANA 호스트에서 수행됩니다. 백업 작업에 필요한 SQL 명령은 보조 SAP HANA

호스트에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SAP HANA 백업 작업의 경우 기본 및 보조 SAP HANA 호스트는 단일 엔터티입니다. 이들은 운영 또는 보조 SAP

HANA 호스트에서 백업을 생성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SAP HANA 백업 카탈로그를 공유하고 복원 및 복구에
백업을 사용합니다.

복구를 위해 모든 백업을 사용하고 두 호스트에서 로그 백업을 사용하여 복구를 전달하는 기능을 사용하려면 두
호스트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공유 로그 백업 위치가 필요합니다. 공유 스토리지 볼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로그 백업 대상을 공유 볼륨 내의 하위 디렉토리로도 분리해야 합니다.

각 SAP HANA 호스트에는 자체 스토리지 볼륨이 있습니다. 스토리지 기반 Snapshot을 사용하여 백업을 수행하면 기본
SAP HANA 호스트의 스토리지 볼륨에 데이터베이스 정합성이 보장되는 Snapshot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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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2에 대한 페일오버가 수행되면 호스트 2가 운영 호스트가 되고, 호스트 2에서 백업이 실행되고, 호스트 2의
스토리지 볼륨에서 스냅샷 백업이 생성됩니다.

호스트 2에서 생성된 백업은 스토리지 계층에서 직접 복구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1에서 생성된 백업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호스트 1 스토리지 볼륨에서 호스트 2 스토리지 볼륨으로 백업을 복제해야 합니다. 정방향 복구는 두 호스트의 로그
백업을 사용합니다.

"다음: SAP 시스템 복제에 대한 SnapCenter 구성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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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시스템 복제에 대한 SnapCenter 구성 옵션

"이전: 스토리지 스냅샷 백업 및 SAP 시스템 복제."

SAP HANA 시스템 복제 환경에서 NetApp SnapCenter 소프트웨어로 데이터 보호를 구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SAP HANA 호스트 및 SnapCenter 버전 4.6 이상의 자동 검색을 포함하는 SnapCenter 리소스 그룹입니다.

• 가상 IP 주소를 사용하는 두 SAP HANA 호스트에 대한 단일 SnapCenter 리소스입니다.

SnapCenter 4.6부터 SnapCenter는 HANA 시스템 복제 관계에 구성된 HANA 시스템의 자동 검색을 지원합니다. 각
호스트는 해당 물리적 IP 주소(호스트 이름)와 스토리지 계층의 개별 데이터 볼륨을 사용하여 구성됩니다. 두
SnapCenter 리소스가 리소스 그룹에 결합되어 SnapCenter는 운영 또는 보조 호스트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백업 작업을 실행합니다. SnapCenter에서 생성된 스냅샷 및 파일 기반 백업의 보존 관리는 두 호스트 모두에서
수행되므로 이전 백업도 현재 보조 호스트에서 삭제됩니다.

두 SAP HANA 호스트에 대해 단일 리소스 구성을 사용하면 SAP HANA 시스템 복제 호스트의 가상 IP 주소를
사용하여 단일 SnapCenter 리소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SAP HANA 호스트의 두 데이터 볼륨은 SnapCenter

리소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일 SnapCenter 리소스이기 때문에 SnapCenter에서 생성한 스냅샷 및 파일 기반
백업의 보존 관리는 현재 운영 또는 2차 호스트와는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옵션은 모든 SnapCenter 릴리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두 구성 옵션의 주요 차이점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SnapCenter 4.6을 사용하는 리소스
그룹

단일 SnapCenter 리소스 및 가상 IP
주소입니다

백업 작업(스냅샷 및 파일 기반) 리소스 그룹의 운영 호스트 자동 식별 가상 IP 주소를 자동으로 사용합니다

보존 관리(Snapshot 및 파일 기반) 두 호스트 모두에서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단일 리소스를 자동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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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enter 4.6을 사용하는 리소스
그룹

단일 SnapCenter 리소스 및 가상 IP
주소입니다

백업 용량 요구 사항 백업은 운영 호스트 볼륨에서만
생성됩니다

백업은 항상 두 호스트 볼륨에
생성됩니다. 두 번째 호스트의 백업은
충돌의 일관성일 뿐이며 롤포워드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복원 작업 현재 활성 호스트의 백업을 복구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백업을 식별하고 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백업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사전 백업 스크립트입니다

복구 작업 모든 복구 옵션은 자동 검색 리소스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동 복구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SnapCenter 4.6과 함께 리소스 그룹 구성 옵션을 사용하여 HANA 시스템 복제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HANA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일 SnapCenter 리소스 구성은
SnapCenter 운영 방식이 중앙 플러그인 호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HANA 플러그인을 HANA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두 옵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음: 리소스 그룹을 사용하는 SnapCenter 4.6 구성"

리소스 그룹을 사용한 SnapCenter 4.6 구성

"이전: SAP 시스템 복제에 대한 SnapCenter 구성 옵션"

SnapCenter 4.6은 HANA 시스템 복제를 사용하여 구성된 HANA 시스템에 대한 자동 검색을 지원합니다. SnapCenter

4.6에는 백업 작업 중에 기본 및 보조 HANA 호스트를 식별하는 논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두 HANA 호스트 모두에서
보존 관리를 처리합니다. 또한 자동 복원 및 복구 기능은 이제 HANA 시스템 복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ANA 시스템 복제 환경의 SnapCenter 4.6 구성

다음 그림은 이 장에 사용된 랩 설정을 보여 줍니다. HANA 시스템 복제를 통해 2개의 HANA 호스트, 즉 HANA-3 및
HANA-4가 구성되었습니다.

백업 및 복구 작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있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SnapCenter”가 HANA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생성되었습니다(참조) "SnapCenter를 사용한 SAP HANA 백업 및 복구")를 클릭합니다. 위의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를 사용하여 두 호스트에서 HANA 사용자 저장소 키를 구성해야 합니다.

ss2adm@hana- 3: / > hdbuserstore set SS2KEY hana- 3:33313 SNAPCENTER

<password>

ss2adm@hana- 4:/ > hdbuserstore set SS2KEY hana-4:33313 SNAPCENTER

<password>

개괄적인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SnapCenter 내에서 HANA 시스템 복제를 설정해야 합니다.

296

https://www.netapp.com/us/media/tr-4614.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614.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614.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614.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614.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614.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614.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614.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614.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614.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614.pdf


1. 기본 및 보조 호스트에 HANA 플러그인을 설치합니다. 자동 검색이 실행되고 각 운영 호스트 또는 보조 호스트에
대해 HANA 시스템 복제 상태가 감지됩니다.

2. SnapCenter 'configure database’를 실행하고 hdbuserstore 키를 제공한다. 추가 자동 검색 작업이 실행됩니다.

3. 두 호스트를 포함하여 리소스 그룹을 생성하고 보호를 구성합니다.

두 HANA 호스트에 SnapCenter HANA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다른 자동 검색 리소스와 동일하게 SnapCenter 리소스
보기에 HANA 시스템이 표시됩니다. SnapCenter 4.6부터 HANA 시스템 복제(사용/사용 안 함, 운영/보조) 상태를
표시하는 추가 열이 표시됩니다.

리소스를 클릭하면 SnapCenter가 HANA 시스템에 대한 HANA 사용자 저장소 키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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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동 검색 단계가 실행되고 SnapCenter에서 리소스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SnapCenter 4.6에서는 시스템 복제
상태와 보조 서버가 이 보기에 나열됩니다.

두 번째 HANA 리소스에 대해 동일한 단계를 수행한 후 자동 검색 프로세스가 완료되고 두 HANA 리소스가 모두
SnapCenter에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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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시스템 복제 지원 시스템의 경우 두 HANA 리소스를 모두 포함하여 SnapCenter 리소스 그룹을 구성해야
합니다.

호스트 이름, 정책 및 일정이 포함되어야 하는 스냅샷 이름에 사용자 지정 이름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HANA 호스트를 리소스 그룹에 모두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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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그룹에 대해 정책 및 일정이 구성됩니다.

정책에 정의된 보존은 두 HANA 호스트 간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책에서 보존 기간이 10인 경우 두
호스트의 백업 합계가 백업 삭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SnapCenter는 현재 운영 호스트 또는 보조
호스트에서 생성된 가장 오래된 백업을 독립적으로 삭제합니다.

이제 리소스 그룹 구성이 완료되고 백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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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shot 백업 작업

리소스 그룹의 백업 작업이 실행될 때 SnapCenter는 운영 호스트인 호스트를 식별하며 운영 호스트에서만 백업을
트리거합니다. 즉, 기본 호스트의 데이터 볼륨만 스냅샷을 만듭니다. 이 예에서 HANA-3은 현재 운영 호스트이며 이
호스트에서 백업이 실행됩니다.

SnapCenter 작업 로그에는 현재 운영 호스트 HANA-3에서 백업 실행 및 ID 작업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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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본 HANA 리소스에 스냅샷 백업이 생성되었습니다. 백업 이름에 포함된 호스트 이름은 HANA-3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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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스냅샷 백업도 HANA 백업 카탈로그에 표시됩니다.

테이크오버 작업이 실행되면 SnapCenter 백업이 추가로 이전 2차 호스트(HANA-4)를 운영 호스트로 식별하고 백업
작업이 HANA-4에서 실행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기본 호스트(HANA-4)의 데이터 볼륨만 스냅샷을
사용합니다.

SnapCenter 식별 로직은 HANA 호스트가 1차-2차 관계에 있거나 HANA 호스트 중 하나가 오프라인인
시나리오만 다룹니다.

SnapCenter 작업 로그에는 현재 운영 호스트 HANA-4에서 백업 실행 및 ID 작업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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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본 HANA 리소스에 스냅샷 백업이 생성되었습니다. 백업 이름에 포함된 호스트 이름은 HANA-4로 표시됩니다.

동일한 스냅샷 백업도 HANA 백업 카탈로그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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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기반 백업을 사용한 블록 무결성 검사 작업

SnapCenter 4.6은 파일 기반 백업을 사용한 블록 무결성 검사 작업에 대해 스냅샷 백업 작업에 대해 설명된 것과
동일한 논리를 사용합니다. SnapCenter는 현재 운영 HANA 호스트를 식별하고 이 호스트에 대한 파일 기반 백업을
실행합니다. 또한 두 호스트 모두에서 보존 관리가 수행되므로 현재 운영 중인 호스트에 관계없이 가장 오래된 백업이
삭제됩니다.

SnapVault 복제

테이크오버와 현재 운영 호스트인 HANA 호스트에 대해 독립적인 수동 개입 없이 투명한 백업 작업을 허용하려면 두
호스트의 데이터 볼륨에 대해 SnapVault 관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SnapCenter는 각 백업이 실행될 때마다 현재 운영
호스트에 대한 SnapVault 업데이트 작업을 실행합니다.

보조 호스트에 대한 테이크오버가 오랫동안 수행되지 않으면 보조 호스트에서 첫 번째 SnapVault

업데이트에 대해 변경된 블록 수가 높아집니다.

SnapVault 타겟의 보존 관리는 ONTAP에서 SnapCenter 외부에서 관리하므로 두 HANA 호스트 모두에서 보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 전에 생성된 백업은 이전 보조 백업에서 백업 작업과 함께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백업은 이전의 기본 백업이 다시 기본 백업이 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러한 백업이 로그 백업의 보존 관리를 차단하지
않도록 하려면 SnapVault 타겟 또는 HANA 백업 카탈로그 내에서 수동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하나의 스냅샷 복사본이 동기화 지점으로 차단되므로 모든 SnapVault 스냅샷 복사본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최신 스냅샷 복사본도 삭제해야 하는 경우 SnapVault 복제 관계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HANA 백업 카탈로그에서 백업을 삭제하여 로그 백업 보존 관리를 차단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305



보존 관리

SnapCenter 4.6은 두 HANA 호스트 모두에서 Snapshot 백업, 블록 무결성 검사 작업, HANA 백업 카탈로그 항목 및
로그 백업(비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보존을 관리하므로 현재 어떤 호스트가 기본 호스트인지 보조 호스트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 호스트 또는 보조 호스트에서 삭제 작업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HANA

카탈로그에 있는 백업(데이터 및 로그) 및 항목은 정의된 보존 기간을 기준으로 삭제됩니다. 즉, Takeover 작업을
수행하거나 복제를 반대 방향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동 개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SnapVault 복제가 데이터 보호 전략의 일부인 경우 섹션에 설명된 대로 특정 시나리오에 대해 수동 작업이 필요합니다
[SnapVault Replication].

복원 및 복구

다음 그림에서는 두 사이트 모두에서 여러 테이크오버가 실행되고 스냅샷 백업이 생성된 시나리오를 보여 줍니다. 현재
상태의 호스트 HANA-3은 기본 호스트이며 최신 백업은 호스트 HANA-3에서 생성된 T4입니다. 복원 및 복구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SnapCenter에서 T1 및 T4 백업을 복원 및 복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HANA-4(T2,

T3)에서 생성된 백업은 SnapCenter를 사용하여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백업은 복구를 위해 HANA-3의 데이터
볼륨으로 수동으로 복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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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enter 4.6 리소스 그룹 구성에 대한 복구 및 복구 작업은 자동 검색된 비 시스템 복제 설정과 동일합니다. 복구 및
자동 복구를 위한 모든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TR-4614:

SnapCenter를 통한 SAP HANA 백업 및 복구".

다른 호스트에서 생성된 백업의 복구 작업은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른 호스트에서 생성된 백업에서 복구 및 복구
".

"다음: 단일 리소스가 있는 SnapCenter 구성"

단일 리소스를 사용하는 SnapCenter 구성

"이전: 리소스 그룹을 사용한 SnapCenter 4.6 구성"

SnapCenter 리소스는 HANA 시스템 복제 환경의 가상 IP 주소(호스트 이름)로 구성됩니다. 이 접근 방식을 통해
SnapCenter는 호스트 1과 호스트 2가 운영 호스트인지에 관계없이 항상 운영 호스트와 통신합니다. 두 SAP HANA

호스트의 데이터 볼륨은 SnapCenter 리소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상 IP 주소가 항상 기본 SAP HANA 호스트에 바인딩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가상 IP 주소의
페일오버는 SnapCenter 외부에서 HANA 시스템 복제 페일오버 워크플로우의 일부로 수행됩니다.

호스트 1을 운영 호스트로 사용하여 백업을 실행하면 호스트 1의 데이터 볼륨에서 데이터베이스 정합성 보장 스냅샷
백업이 생성됩니다. 호스트 2의 데이터 볼륨은 SnapCenter 리소스에 포함되므로 이 볼륨에 대해 또 다른 스냅샷
복사본이 생성됩니다. 이 스냅샷 복사본은 데이터베이스 정합성이 보장되지 않고 2차 호스트의 장애 이미지일 뿐입니다.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와 SnapCenter 리소스에는 호스트 1에서 생성된 백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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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서는 호스트 2로 페일오버 후 백업 작업과 호스트 2에서 호스트 1로 복제를 보여 줍니다. SnapCenter는
SnapCenter 리소스에 구성된 가상 IP 주소를 사용하여 호스트 2와 자동으로 통신합니다. 이제 호스트 2에서 백업이
생성됩니다. SnapCenter은 2개의 스냅샷 복사본을 생성합니다. 하나는 호스트 2의 데이터 볼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정합성 보장 백업이고 다른 하나는 호스트 1의 데이터 볼륨에 있는 스냅샷 복사본입니다. 이제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와 SnapCenter 리소스에 호스트 1에서 생성된 백업과 호스트 2에서 생성된 백업이 포함됩니다.

데이터 및 로그 백업의 하우스키핑은 정의된 SnapCenter 보존 정책을 기반으로 하며, 운영 또는 보조 호스트와
상관없이 백업이 삭제됩니다.

섹션에 설명된 대로 "스토리지 스냅샷 백업 및 SAP 시스템 복제"스토리지 기반 Snapshot 백업을 사용한 복구 작업은
복원해야 하는 백업에 따라 다릅니다. 로컬 스토리지 볼륨에서 복구를 수행할 수 있는지 또는 다른 호스트의 스토리지
볼륨에서 복구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에서 백업이 생성된 호스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일 리소스 SnapCenter 구성을 사용하는 경우 SnapCenter는 백업이 생성된 위치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SnapCenter 백업 워크플로우에 사전 백업 스크립트를 추가하여 현재 기본 SAP HANA 호스트인 호스트를 식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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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서는 백업 호스트의 ID를 보여 줍니다.

SnapCenter 구성

다음 그림은 랩 설정과 필요한 SnapCenter 구성의 개요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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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SAP HANA 호스트가 기본이고 하나의 호스트가 다운된 경우에도 백업 작업을 수행하려면 SnapCenter SAP

HANA 플러그인을 중앙 플러그인 호스트에 구축해야 합니다. 연구소 설정에서 SnapCenter 서버를 중앙 플러그인
호스트로 사용했고 SnapCenter 서버에 SAP HANA 플러그인을 배포했습니다.

백업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HANA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가 생성되었습니다. SAP HANA 플러그인이 설치된
SnapCenter 서버에서 사용자 저장소 키를 구성했습니다. 사용자 저장소 키에는 SAP HANA 시스템 복제 호스트('SR-

VIP')의 가상 IP 주소가 포함됩니다.

hdbuserstore.exe -u SYSTEM set SSRKEY ssr-vip:31013 SNAPCENTER <password>

SAP HANA 플러그인 구축 옵션 및 사용자 저장소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 보고서 TR-4614: "SnapCenter를
사용한 SAP HANA 백업 및 복구".

SnapCenter에서는 이전에 구성한 사용자 저장소 키와 SnapCenter 서버를 "hdbsql" 통신 호스트로 사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자원을 구성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두 SAP HANA 호스트의 데이터 볼륨은 스토리지 설치 공간 구성에 포함됩니다.

310

https://www.netapp.com/us/media/tr-4614.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614.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614.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614.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614.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614.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614.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614.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614.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614.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614.pdf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SnapCenter는 백업이 생성된 위치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SnapCenter 백업 워크플로우에
사전 백업 스크립트를 추가하여 현재 기본 SAP HANA 호스트인 호스트를 식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백업 워크플로우에 추가된 SQL 문을 사용하여 이 ID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lect host from “SYS”.M_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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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enter 백업 작업

이제 백업 작업이 평소와 같이 실행됩니다. 데이터 및 로그 백업의 하우스키핑은 어떤 SAP HANA 호스트가 기본 또는
보조 호스트인지 독립적으로 수행됩니다.

백업 작업 로그에는 SQL 문의 출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백업을 생성한 SAP HANA 호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호스트 1이 운영 호스트로 포함된 백업 작업 로그를 보여 줍니다.

이 그림에서는 호스트 2가 운영 호스트로 포함된 백업 작업 로그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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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서는 SAP HANA Studio의 SAP HANA 백업 카탈로그를 보여 줍니다. SAP HANA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
상태일 때 SAP HANA Studio에서 백업이 생성된 SAP HANA 호스트가 표시됩니다.

복구 및 복구 작업 중에 사용되는 파일 시스템의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는 백업을 생성한 호스트
이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다운되었을 때 호스트를 식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백업
카탈로그 항목을 두 SAP HANA 호스트의 'backup.log' 파일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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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및 복구

앞에서 설명한 대로 선택한 백업이 생성된 위치를 확인하여 필요한 복원 작업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SAP HANA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온라인 상태인 경우 SAP HANA Studio를 사용하여 백업이 생성된 호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오프라인 상태인 경우 이 정보는 SnapCenter 백업 작업 로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선택한 백업에 따라 다른 복원 작업을 보여 줍니다.

복구 작업이 타임 스탬프 T3 이후에 수행되어야 하고 호스트 1이 기본 복구 작업인 경우 SnapCenter를 사용하여 T1

또는 T3에서 생성된 백업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냅샷 백업은 호스트 1에 연결된 스토리지 볼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2의 스토리지 볼륨에 있는 스냅샷 복사본인 호스트 2(T2)에서 생성된 백업을 사용하여 복구해야 하는 경우
호스트 1에서 백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백업에서 NetApp FlexClone 복사본을 생성하고 FlexClone

복사본을 호스트 1에 마운트한 다음 데이터를 원래 위치에 복사하여 이 백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SnapCenter 리소스 구성을 사용하면 두 SAP HANA 시스템 복제 호스트의 두 스토리지 볼륨에서 스냅샷
복사본이 생성됩니다. 기본 SAP HANA 호스트의 스토리지 볼륨에서 생성되는 스냅샷 백업만 향후 복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차 SAP HANA 호스트의 스토리지 볼륨에서 생성된 스냅샷 복사본은 향후 복구에 사용할 수 없는 충돌
이미지입니다.

SnapCenter를 사용한 복구 작업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유효한 백업만 복원합니다

• 유효한 백업 및 충돌 요소를 포함하여 전체 리소스를 복원합니다.다음 섹션에서는 두 가지 다른 복원 작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른 호스트에서 생성된 백업의 복구 작업은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른 호스트에서 생성된 백업에서 복구 및 복구
".

다음 그림에서는 단일 SnapCenter 리소스 구성을 사용하는 복구 작업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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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백업의 SnapCenter 복구만 가능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이 섹션에서 설명하는 복원 및 복구 시나리오의 개요를 보여 줍니다.

호스트 1의 T1에서 백업이 생성되었습니다. 호스트 2에 대한 페일오버가 수행되었습니다. 특정 시점 이후에 호스트 1에
대한 또 다른 페일오버가 수행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호스트 1은 운영 호스트입니다.

1. 오류가 발생하여 호스트 1에서 T1에 생성된 백업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2. 보조 호스트(호스트 2)가 종료되었지만 복원 작업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3. 호스트 1의 스토리지 볼륨은 T1에서 생성된 백업으로 복구됩니다.

4. 정방향 복구는 호스트 1과 호스트 2의 로그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5. 호스트 2가 시작되고 호스트 2의 시스템 복제 재동기화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SAP HANA Studio의 SAP HANA 백업 카탈로그를 보여 줍니다. 강조 표시된 백업에는 호스트 1에서
T1에서 생성된 백업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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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및 복구 작업은 SAP HANA Studio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백업이 생성된 호스트의 이름이
복구 및 복구 워크플로우에서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테스트 시나리오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온라인 상태일 때 SAP HANA Studio에서 올바른 백업
(호스트 1에서 생성된 백업)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SnapCenter

백업 작업 로그를 확인하여 올바른 백업을 식별해야 합니다.

SnapCenter에서 백업이 선택되고 파일 레벨 복구 작업이 수행됩니다. 파일 레벨 복구 화면에서는 유효한 백업만
복구되도록 호스트 1 볼륨만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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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작업 후 SAP HANA Studio에서 백업이 녹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호스트 1과 호스트 2의 로그 백업의 파일
경로가 백업 카탈로그에 포함되므로 추가 로그 백업 위치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방향 복구가 완료되면 보조 호스트(호스트 2)가 시작되고 SAP HANA 시스템 복제 재동기화가 시작됩니다.

보조 호스트가 최신 상태이지만(호스트 2에 대해 복원 작업이 수행되지 않음) SAP HANA는 모든
데이터의 전체 복제를 실행합니다. 이 동작은 SAP HANA 시스템 복제를 사용한 복원 및 복구 작업 후
표준 동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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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백업 및 충돌 이미지의 SnapCenter 복원

다음 그림에서는 이 섹션에서 설명하는 복원 및 복구 시나리오의 개요를 보여 줍니다.

호스트 1의 T1에서 백업이 생성되었습니다. 호스트 2에 대한 페일오버가 수행되었습니다. 특정 시점 이후에 호스트 1에
대한 또 다른 페일오버가 수행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호스트 1은 운영 호스트입니다.

1. 오류가 발생하여 호스트 1에서 T1에 생성된 백업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2. 2차 호스트(호스트 2)가 종료되고 T1 충돌 이미지가 복구됩니다.

3. 호스트 1의 스토리지 볼륨은 T1에서 생성된 백업으로 복구됩니다.

4. 정방향 복구는 호스트 1과 호스트 2의 로그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5. 호스트 2가 시작되고 호스트 2의 시스템 복제 재동기화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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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HANA Studio를 사용한 복구 작업은 섹션에 설명된 단계와 동일합니다 "유효한 백업의 SnapCenter 복구만
가능합니다".

복원 작업을 수행하려면 SnapCenter에서 전체 리소스 를 선택합니다. 두 호스트의 볼륨이 복구됩니다.

정방향 복구가 완료되면 보조 호스트(호스트 2)가 시작되고 SAP HANA 시스템 복제 재동기화가 시작됩니다. 모든
데이터의 전체 복제가 실행됩니다.

"다음: 다른 호스트에서 생성된 백업에서 복구 및 복구"

다른 호스트에서 생성된 백업에서 복구 및 복구

"이전: 단일 리소스가 있는 SnapCenter 구성"

다른 SAP HANA 호스트에 생성된 백업에서 복원 작업은 두 SnapCenter 구성 옵션에 대해 유효한 시나리오입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이 섹션에서 설명하는 복원 및 복구 시나리오의 개요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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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1의 T1에서 백업이 생성되었습니다. 호스트 2에 대한 페일오버가 수행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호스트 2가
운영 호스트입니다.

1. 오류가 발생하여 호스트 1에서 T1에 생성된 백업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2. 운영 호스트(호스트 1)가 종료됩니다.

3. 호스트 1의 백업 데이터 T1이 호스트 2로 복구됩니다.

4. 정방향 복구는 호스트 1과 호스트 2의 로그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5. 호스트 1이 시작되고 호스트 1의 시스템 복제 재동기화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SAP HANA 백업 카탈로그를 보여 주고 복구 작업에 사용된 호스트 1에서 생성된 백업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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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1. 호스트 1에서 생성된 백업에서 클론을 생성합니다.

2. 호스트 2에 클론 생성된 볼륨을 마운트합니다.

3. 복제된 볼륨의 데이터를 원래 위치로 복사합니다.

SnapCenter에서 백업이 선택되고 클론 작업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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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론 서버와 NFS 엑스포트 IP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SnapCenter 단일 리소스 구성에서는 SAP HANA 플러그인이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SnapCenter 클론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려면 HANA 플러그인이 설치된 모든 호스트를 클론
서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리소스가 있는 SnapCenter 구성에서는 HANA 데이터베이스 호스트를 클론 서버로 선택하고 마운트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클론을 타겟 호스트에 마운트합니다.

클론 복제된 볼륨을 마운트하는 데 필요한 접합 경로를 확인하려면 다음 그림과 같이 클론 작업의 작업 로그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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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복제된 볼륨을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stlrx300s8-5:/mnt/tmp # mount 192.168.173.101:/Scc373da37-00ff-4694-b1e1-

8153dbd46caf /mnt/tmp

클론 복제된 볼륨에는 HANA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stlrx300s8-5:/mnt/tmp/# ls –al

drwxr-x--x 2 ssradm sapsys 4096 Jun 27 11:12 hdb00001

drwx------ 2 ssradm sapsys 4096 Jun 21 09:38 hdb00002.00003

drwx------ 2 ssradm sapsys 4096 Jun 27 11:12 hdb00003.00003

-rw-r--r-- 1 ssradm sapsys   22 Jun 27 11:12 nameserver.lck

데이터가 원래 위치에 복사됩니다.

stlrx300s8-5:/mnt/tmp # cp -Rp hdb00001 /hana/data/SSR/mnt00001/

stlrx300s8-5:/mnt/tmp # cp -Rp hdb00002.00003/ /hana/data/SSR/mnt00001/

stlrx300s8-5:/mnt/tmp # cp -Rp hdb00003.00003/ /hana/data/SSR/mnt00001/

SAP HANA Studio를 사용한 복구는 섹션에 설명된 대로 수행됩니다 "유효한 백업의 SnapCenter 복구만 가능합니다".

"다음: 추가 정보를 찾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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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및 버전 기록을 찾을 수 있는 위치

"이전: 다른 호스트에서 생성된 백업에서 복구 및 복구"

이 문서에 설명된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SnapCenter를 사용한 SAP HANA 백업 및 복구

"https://www.netapp.com/us/media/tr-4614.pdf"

• SnapCenter를 사용하여 SAP HANA 시스템 복사 및 클론 작업 자동화

"https://docs.netapp.com/us-en/netapp-solutions-sap/lifecycle/sc-copy-clone-introduction.html"

• 스토리지 복제를 사용한 SAP HANA 재해 복구

"https://www.netapp.com/us/media/tr-4646.pdf"

"다음: 버전 기록."

버전 기록

"Previous(이전): 추가 정보를 찾을 위치."

버전 날짜 문서 버전 기록

버전 1.0 2018년 10월 초기 버전

버전 2.0 2022년 1월 SnapCenter 4.6 HANA 시스템 복제
지원을 포함하는 업데이트

Azure NetApp Files를 사용한 SAP HANA 재해 복구

TR-4891: Azure NetApp Files를 사용한 SAP HANA 재해 복구

Nils Bauer, NetApp Ralf Klahr, Microsoft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다운타임이 기업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운타임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외에도 회사의 명성, 직원 사기 및 고객 충성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회사가 포괄적인 재해 복구 정책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ANF(SAP HANA on Azure NetApp Files)를 실행하는 고객은 SAP HANA의 기본 데이터 보호 및 재해 복구 기능을
확장하고 개선하는 추가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개요 섹션에서는 고객이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
옵션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러한 옵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포괄적인 재해 복구 정책을 개발하려면 고객은 데이터 보호 및 재해 복구에 필요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과
기술 기능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데이터 보호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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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두 가지 주요 지표가 있습니다.

• RPO(복구 지점 목표) 또는 최대 허용 가능한 데이터 손실

• 복구 시간 목표(RTO) 또는 허용 가능한 최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다운타임

이러한 요구사항은 사용된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와 비즈니스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정의됩니다. 단일 Azure 지역에서
발생하는 장애로부터 보호하려는 경우 RPO 및 RTO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Azure 지역의 손실과 같은 재해
준비를 하는 경우에도 다를 수 있습니다. RPO 및 RTO를 정의하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사용 가능한 기술 옵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고가용성

가상 머신, 네트워크, 스토리지와 같은 SAP HANA용 인프라에는 단일 장애 지점이 없도록 하는 이중 구성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MS Azure는 다양한 인프라 구성 요소에 대한 이중화를 제공합니다.

컴퓨팅 및 애플리케이션 측에서 고가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SAP HANA 다중 호스트 시스템을 통해 기본 제공
고가용성을 지원하도록 대기 SAP HANA 호스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서버 또는 SAP HANA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 SAP HANA 서비스가 대기 호스트로 페일오버되어 애플리케이션 다운타임이 발생합니다.

서버 또는 애플리케이션 장애 발생 시에도 애플리케이션 다운타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SAP HANA 시스템
복제를 매우 짧은 기간 동안 페일오버를 지원하는 고가용성 솔루션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SAP 고객은 HANA

시스템 복제를 사용하여 계획되지 않은 장애에 대한 고가용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HANA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같은 계획된 운영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합니다.

논리적 손상

논리적 손상은 소프트웨어 오류, 인적 오류 또는 태업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 손상은 표준 고가용성
및 재해 복구 솔루션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논리적 손상이 발생한 계층, 애플리케이션, 파일
시스템 또는 스토리지에 따라 RTO 및 RPO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SAP 애플리케이션의 논리적 손상입니다. SAP 애플리케이션은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통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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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교환하는 환경에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논리적 손상이 발생한 SAP 시스템을 복원 및 복구하는
것은 권장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손상이 발생하기 전의 시점으로 시스템을 복원하면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므로 RPO가
0보다 커집니다. 또한 SAP 환경은 더 이상 동기화되지 않으며 추가 후처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SAP 시스템을 복원하는 대신 별도의 복구 시스템에서 문제를 분석하여 시스템 내의 논리적 오류를 해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본 원인 분석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애플리케이션 소유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논리적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구 시스템(운영 시스템의 클론)을 생성합니다. 복구 시스템
내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내보낸 후 운영 시스템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생산적인 시스템을 중단할
필요가 없으며,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데이터가 없거나 극히 일부의 데이터만 손실됩니다.

복구 시스템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단계는 이 문서에 설명된 재해 복구 테스트 시나리오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설명된 재해 복구 솔루션을 손쉽게 확장하여 논리적 손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백업

백업을 생성하여 여러 시점 데이터 세트에서 복원 및 복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백업은 며칠~몇 주
동안 보관됩니다.

손상 유형에 따라 데이터 손실 유무에 관계없이 복원 및 복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RPO가 0이어야 하는 경우 운영
스토리지와 백업 스토리지가 손실되더라도 백업은 동기식 데이터 복제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복구 및 복구를 위한 RTO는 필요한 복원 시간, 복구 시간(데이터베이스 시작 포함) 및 데이터를 메모리로 로드하는
작업에 의해 정의됩니다.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와 기존 백업 접근법의 경우 RTO는 몇 시간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우 낮은 RTO 값을 달성하려면 데이터를 메모리로 미리 로드하는 작업이 포함된 핫
스탠바이 솔루션과 백업을 결합해야 합니다.

반면, 데이터 복제 솔루션은 모든 종류의 논리적 손상을 포괄할 수 없으므로 백업 솔루션은 논리적 손상을 해결해야
합니다.

동기 또는 비동기 데이터 복제

RPO는 주로 사용해야 하는 데이터 복제 방법을 결정합니다. 기본 및 백업 스토리지가 손실되더라도 RPO가 0이어야
하는 경우 데이터를 동기식으로 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Azure 영역 간의 거리와 같은 동기식 복제에는 기술적
제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기 시간으로 인해 100km 이상의 거리에는 동기식 복제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Azure

영역 간의 데이터 복제 옵션은 아닙니다.

RPO가 더 크면 비동기식으로 복제를 원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RPO는 복제 빈도로 정의됩니다.

데이터를 미리 로드하거나 미리 로드하지 않고 HANA 시스템 복제

SAP HANA 데이터베이스의 시작 시간은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시작 시간보다 훨씬 더 깁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예상
성능을 제공할 수 있으려면 먼저 대량의 데이터를 메모리에 로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RTO의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모든 스토리지 기반 복제와 HANA 시스템 복제를 데이터 사전 로드
없이 수행할 경우 재해 복구 사이트로 페일오버할 경우 SAP HANA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SAP HANA 시스템 복제는 보조 호스트에서 데이터가 사전 로드되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운영 모드를
제공합니다. 이 모드에서는 매우 낮은 RTO 값을 사용할 수 있지만 소스 시스템으로부터 복제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만
사용되는 전용 서버가 필요합니다.

"다음: 재해 복구 솔루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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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복구 솔루션 비교

"이전: Azure NetApp Files를 사용한 SAP HANA 재해 복구 개요"

포괄적인 재해 복구 솔루션을 통해 고객은 운영 사이트의 전체 장애로부터 복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2차 사이트로 전송해야 하며, 사이트 장애 발생 시 필요한 운영 SAP HANA 시스템을 실행하려면 완벽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 요구 사항과 보호하려는 재해 유형에 따라 2개 사이트 또는 3개 사이트 재해 복구
솔루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동일한 Azure 지역 내에서 두 번째 가용성 영역으로 데이터가 동기식으로 복제되는 일반적인 구성을
보여 줍니다. 단거리 주행으로 데이터를 동기식으로 복제하여 RPO가 0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HA를
제공하는 데 사용됨).

또한 기본 영역이 영향을 받을 때 재해로부터 보호할 보조 영역에도 데이터가 비동기적으로 복제됩니다. 달성 가능한
최소 RPO는 운영 영역과 보조 영역 간의 사용 가능한 대역폭에 의해 제한되는 데이터 복제 빈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최소 RPO는 20분에서 여러 시간 사이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2개 지역 재해 복구 솔루션의 다양한 구현 옵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SAP HANA 시스템 복제

SAP HANA 시스템 복제는 데이터베이스 계층에서 작동합니다. 이 솔루션은 기본 시스템에서 변경 사항을 수신하는
재해 복구 사이트의 추가 SAP HANA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보조 시스템은 운영 시스템과 동일해야 합니다.

SAP HANA 시스템 복제는 다음 두 가지 모드 중 하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가 메모리에 사전 로드되어 있고 재해 복구 사이트의 전용 서버가 있는 경우:

◦ 이 서버는 SAP HANA 시스템 복제 보조 호스트로만 사용됩니다.

◦ 데이터가 이미 메모리에 로드되어 있고 장애 조치 시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낮은
RTO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데이터가 재해 복구 사이트의 메모리와 공유 서버에 사전 로드되지 않은 경우:

◦ 이 서버는 SAP HANA 시스템 복제 보조 서버로, 개발/테스트 시스템으로 공유됩니다.

◦ RTO는 주로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하고 데이터를 메모리로 로드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구성 옵션 및 복제 시나리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SAP HANA 관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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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서는 SAP HANA 시스템 복제를 사용하는 2지역 재해 복구 솔루션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메모리에 사전 로드된 데이터를 사용한 동기식 복제는 동일한 Azure 지역의 로컬 HA에 사용되지만 다른 가용성 존에서
사용됩니다. 데이터가 사전 로드되지 않은 비동기식 복제는 원격 재해 복구 영역에 대해 구성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SAP HANA 시스템 복제를 보여 줍니다.

메모리에 사전 로드된 데이터로 SAP HANA 시스템 복제

SAP HANA의 RTO 가치는 메모리에 사전 로드된 데이터로 SAP HANA 시스템 복제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재해 복구 사이트의 전용 보조 서버에서 SAP HANA 시스템 복제를 실행하면 RTO 값이 약 1분 이하로 유지됩니다.

복제된 데이터가 수신되고 보조 시스템의 메모리에 사전 로드됩니다. 이렇게 낮은 페일오버 시간 덕분에 HANA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같이 다운타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유지보수 작업에도 SAP HANA 시스템 복제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SAP HANA 시스템 복제는 데이터 사전 로드를 선택할 때 동기식으로 복제하도록 구성됩니다. 동기식
복제에 대해 지원되는 최대 거리는 100km 범위입니다.

데이터가 메모리에 사전 로드되지 않은 SAP 시스템 복제

RTO 요구 사항이 비교적 엄격하지 않은 경우, 사전 로드된 데이터 없이 SAP HANA 시스템 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운영 모드에서는 재해 복구 영역의 데이터가 메모리에 로드되지 않습니다. DR 지역의 서버는 여전히 필요한 모든
SAP HANA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SAP HANA 시스템 복제를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버 메모리는
SAP HANA 개발/테스트 시스템과 같은 다른 서비스를 실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할 경우 개발/테스트 시스템을 종료하고 페일오버를 시작해야 하며 데이터를 메모리에 로드해야 합니다. 이
콜드 대기 방식의 RTO는 행 및 열 저장소를 로드하는 동안 데이터베이스의 크기와 읽기 처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데이터가 1000Mbps의 처리량으로 읽혀지는 것을 가정하면 1TB의 데이터를 로드하는 데 약 18분이 걸립니다.

ANF 교차 지역 복제를 통한 SAP HANA 재해 복구

ANF 교차 지역 복제는 비동기 데이터 복제를 사용하는 재해 복구 솔루션으로 ANF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ANF 지역 간
복제는 운영 및 보조 Azure 영역에 있는 두 ANF 볼륨 간의 데이터 보호 관계를 통해 구성됩니다. ANF 지역 간 복제는
효율적인 블록 델타 복제를 사용하여 보조 볼륨을 업데이트합니다. 복제 구성 중에 업데이트 일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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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서는 ANF 지역 간 복제를 사용하는 2개 지역 재해 복구 솔루션의 예를 보여 줍니다. 이 예에서 HANA

시스템은 이전 장에서 설명한 대로 기본 영역 내의 HANA 시스템 복제로 보호됩니다. 보조 영역에 대한 복제는 ANF

교차 지역 복제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RPO는 복제 스케줄 및 복제 옵션으로 정의됩니다.

RTO는 주로 재해 복구 사이트에서 HANA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하고 데이터를 메모리로 로드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데이터가 1000MB/s의 처리량으로 읽혀지는 것으로 가정하면 1TB의 데이터를 로드하는 데 약 18분이
걸립니다. 복제 구성에 따라 정방향 복구도 필요하며 전체 RTO 값에 추가됩니다.

다양한 구성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을 참조하십시오 "SAP HANA를 통한 지역 간 복제를 위한 구성 옵션".

재해 복구 사이트의 서버는 정상 운영 중에 개발/테스트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할 경우 개발
/테스트 시스템을 종료하고 DR 운영 서버로 시작해야 합니다.

ANF 지역 간 복제를 사용하면 RPO 및 RTO에 영향을 주지 않고 DR 워크플로우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볼륨 클론을
생성하여 DR 테스트 서버에 연결하면 됩니다.

재해 복구 솔루션 요약

다음 표에서는 이 섹션에서 설명하는 재해 복구 솔루션을 비교하여 가장 중요한 지표를 보여 줍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우 낮은 RTO가 필요한 경우 사전 로드를 통해 메모리에 SAP HANA 시스템 복제가 유일한 옵션입니다.

◦ 복제된 데이터를 수신하고 데이터를 메모리로 로드하려면 DR 사이트에 전용 서버가 필요합니다.

• 또한 데이터베이스 외부에 있는 데이터(예: 공유 파일, 인터페이스 등)에는 스토리지 복제가 필요합니다.

• RTO/RPO 요구 사항이 엄격하지 않은 경우 ANF 지역 간 복제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및 비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복제 결합

◦ 재해 복구 테스트, 개발/테스트 교체와 같은 추가 사용 사례를 다룹니다.

◦ 스토리지 복제를 사용하면 정상 운영 중에 DR 사이트의 서버를 QA 또는 테스트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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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거리 스토리지 복제를 사용하는 RPO=0의 HA 솔루션으로 SAP HANA 시스템 복제를 함께 사용하면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재해 복구 솔루션을 비교하여 보여 줍니다.

스토리지 복제 SAP HANA 시스템 복제

* 지역 간 복제 * * 데이터 사전 로드 * * 데이터 사전 로드 없음 *

RTO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시작 시간 및
복구 전달 에 따라 낮음
~중간

매우 낮음 데이터베이스 시작 시간에
따라 낮음~중간

RPO RPO > 20분 비동기식 복제 RPO > 20분 비동기식 복제
RPO = 0개의 동기식 복제

RPO > 20분 비동기식 복제
RPO = 0개의 동기식 복제

DR 사이트의 서버를 개발
/테스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요 예

비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복제

예 아니요 아니요

DR 데이터를 개발/테스트
시스템의 업데이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요 아니요

RTO 및 RPO에 영향을 주지
않는 DR 테스트

예 아니요 아니요

"다음: SAP HANA를 사용한 ANF 지역 간 복제."

SAP HANA를 사용한 ANF 지역 간 복제

SAP HANA를 사용한 ANF 지역 간 복제

"이전: 재해 복구 솔루션 비교."

지역 간 복제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독립적 정보는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Azure NetApp Files 설명서 | Microsoft 문서"

개념 및 방법 가이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SAP HANA를 사용한 지역 간 복제를 위한 구성 옵션"

SAP HANA를 사용한 지역 간 복제를 위한 구성 옵션입니다

"이전: SAP HANA를 사용한 ANF 지역 간 복제."

다음 그림에서는 ANF 지역 간 복제를 사용하는 SAP HANA 시스템에 대한 볼륨 복제 관계를 보여 줍니다. ANF 지역 간
복제를 사용하면 HANA 데이터와 HANA 공유 볼륨을 복제해야 합니다. HANA 데이터 볼륨만 복제되는 경우 일반적인
RPO 값은 하루 범위 내에 있습니다. 낮은 RPO 값이 필요한 경우 정방향 복구를 위해 HANA 로그 백업도 복제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 사용된 “로그 백업”이라는 용어는 로그 백업과 HANA 백업 카탈로그 백업을 포함합니다. 복구
작업을 실행하려면 HANA 백업 카탈로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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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HANA 데이터베이스에 초점을 맞춘 설명과 랩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 SAP 전송 디렉토리가
HANA 공유 볼륨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되고 복제되는 등 다른 공유 파일이 있습니다.

로그 백업을 사용하여 HANA 세이브 포인트 복구를 사용하거나 포워드 복구를 사용하려면 운영 사이트에서 HANA

데이터 볼륨에 대해 애플리케이션 정합성이 보장되는 데이터 Snapshot 백업을 생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NF 백업
도구 AzAcSnap을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참조) "Azure NetApp Files | Microsoft Docs에서 Azure

Application Consistent Snapshot 도구란 무엇입니까")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기본 사이트에서 생성된 스냅샷
백업이 DR 사이트로 복제됩니다.

재해 페일오버의 경우 복제 관계가 끊어지고, 볼륨이 DR 운영 서버에 마운트되어야 하며, HANA 데이터베이스는
마지막 HANA 세이브 포인트로 복구되거나 복제된 로그 백업을 사용하여 정방향 복구로 복구되어야 합니다. 장 "재해
복구 페일오버", 에 필요한 단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지역 간 복제를 위한 HANA 구성 옵션을 보여 줍니다.

현재 버전의 Cross-Region Replication에서는 고정된 스케줄만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복제 업데이트 시간은 사용자가
정의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스케줄은 매일, 매시간 및 매 10분입니다. 이러한 스케줄 옵션을 사용하면 RPO 요구
사항에 따라 두 가지 구성이 적합합니다. 즉, 로그 백업 복제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볼륨 복제 및 다른 스케줄을
사용하는 로그 백업 복제(시간별 또는 매 10분). 달성 가능한 최저 RPO는 약 20분입니다. 다음 표에는 구성 옵션과 그에
따른 RPO 및 RTO 값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볼륨 복제 데이터 및 로그 백업 볼륨
복제

데이터 및 로그 백업 볼륨
복제

CRR 스케줄 데이터
볼륨입니다

매일 매일 매일

CRR 스케줄 로그 백업
볼륨입니다

해당 없음 매시간 10분

최대 RPO 24시간 + 스냅샷 스케줄(예:

6시간) +

1시간 2 x 10분

331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azure-netapp-files/azacsnap-introduction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azure-netapp-files/azacsnap-introduction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azure-netapp-files/azacsnap-introduction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azure-netapp-files/azacsnap-introduction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azure-netapp-files/azacsnap-introduction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azure-netapp-files/azacsnap-introduction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azure-netapp-files/azacsnap-introduction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azure-netapp-files/azacsnap-introduction


데이터 볼륨 복제 데이터 및 로그 백업 볼륨
복제

데이터 및 로그 백업 볼륨
복제

최대 RTO 주로 HANA 시작 시간에
의해 정의됩니다

HANA 시작 시간 + 복구
시간 +

HANA 시작 시간 + 복구
시간 +

복구 전달 해당 없음 + 최근 24시간 동안의 로그
+ 스냅샷 스케줄(예: 6시간)

+

+ 최근 24시간 동안의 로그
+ 스냅샷 스케줄(예: 6시간)

+

"다음은 요구사항 및 모범 사례입니다."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전: SAP HANA를 사용한 지역 간 복제를 위한 구성 옵션"

Microsoft Azure는 생성 시 또는 할당 해제된 VM을 시작할 때 특정 VM(가상 머신) 유형의 가용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 장애가 발생할 경우 많은 클라이언트에서 재해 복구 영역에 추가 VM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VM 유형을 할당받으려면 재해 복구 영역의 테스트 또는 QA 시스템으로 재해 복구에 필요한 크기의 VM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최적화를 위해 정상 운영 중에 성능 계층이 낮은 ANF 용량 풀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데이터 복제에는
고성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표준 성능 계층의 용량 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해 복구 테스트 또는 재해 페일오버가
필요한 경우 볼륨을 고성능 계층이 있는 용량 풀로 이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용량 풀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정상적인 작업 중에 성능 요구 사항이 아니라 용량 요구 사항에 따라 복제 타겟
볼륨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수동 QoS의 할당량 또는 처리량을 재해 페일오버 시 재해 복구 테스트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zure NetApp Files 볼륨 교차 영역 복제 사용에 대한 요구 사항 및 고려 사항
| Microsoft Docs".

"다음: 실습 설정."

랩 설정

"이전: 요구사항 및 모범 사례."

솔루션 검증은 SAP HANA 단일 호스트 시스템에서 수행되었습니다. ANF용 Microsoft AzAcSnap Snapshot 백업
툴을 사용하여 HANA 애플리케이션 정합성을 보장하는 스냅샷 백업을 구성했습니다. 일일 데이터 볼륨, 시간별 로그
백업 및 공유 볼륨 복제가 모두 구성되었습니다. 재해 복구 테스트 및 페일오버는 복구 작업뿐만 아니라 저장 지점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실습 설치 시 사용된 소프트웨어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일 테넌트가 있는 단일 호스트 SAP HANA 2.0 SPS5 시스템

• SAP 15 SP1용 SUSE SLES

• AzAcSnap 5.0

DR 사이트에서 수동 QoS를 지원하는 단일 용량 풀이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실습 설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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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AcSnap을 사용한 스냅샷 백업 구성

운영 사이트에서 AzAcSnap은 HANA 시스템 PR1의 애플리케이션 정합성 보장 스냅샷 백업을 생성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스냅샷 백업은 PR1 HANA 시스템의 ANF 데이터 볼륨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두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SAP HANA 백업 카탈로그에 등록됩니다. 스냅샷 백업은 4시간마다 예약되었습니다.

ANF 지역 간 복제를 사용하여 데이터 볼륨을 복제하면 이러한 스냅샷 백업이 재해 복구 사이트에 복제되어 HANA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HANA 데이터 볼륨의 스냅샷 백업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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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서는 SAP HANA 백업 카탈로그를 보여 줍니다.

"다음: ANF 교차 지역 복제를 위한 구성 단계."

ANF 지역 간 복제를 위한 구성 단계

"이전: 랩 설정."

볼륨 복제를 구성하려면 재해 복구 사이트에서 몇 가지 준비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 NetApp 계정을 사용할 수 있고 소스와 동일한 Azure 구독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위 NetApp 계정을 사용하여 용량 풀을 사용 및 구성해야 합니다.

• 가상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구성해야 합니다.

• 가상 네트워크 내에서 위임된 서브넷을 사용할 수 있고 ANF와 함께 사용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이제 HANA 데이터, HANA 공유 및 HANA 로그 백업 볼륨에 대한 보호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실습
설정에서 구성된 대상 볼륨을 보여 줍니다.

최상의 지연 시간을 얻으려면 재해 페일오버 시 SAP HANA를 실행하는 VM 가까이에 볼륨을 배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SAP HANA 운영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DR 볼륨에도 동일한 고정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HANA 볼륨 출처 목적지 복제 스케줄입니다

HANA 데이터 볼륨 PR1-DATA-mnt00001 PR1-DATA-mnt00001-SM-

Dest
매일

HANA 공유 볼륨 PR1 - 공유됨 PR1 - 공유 - SM - 대상 매시간

HANA 로그/카탈로그 백업
볼륨

한나백 하나베케업 - SM - 목적지 매시간

각 볼륨에 대해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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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R 사이트에서 새 보호 볼륨을 생성합니다.

a. 볼륨 이름, 용량 풀, 할당량 및 네트워크 정보를 제공합니다.

b. 프로토콜 및 볼륨 액세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c. 소스 볼륨 ID 및 복제 일정을 제공합니다.

d. 타겟 볼륨을 생성합니다.

2. 소스 볼륨에서 복제 권한을 부여합니다.

◦ 타겟 볼륨 ID를 제공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구성 단계를 자세히 보여 줍니다.

재해 복구 사이트에서 볼륨을 선택하고 데이터 복제 추가를 클릭하여 새 보호 볼륨을 생성합니다. 기본 탭에서 볼륨
이름, 용량 풀 및 네트워크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볼륨 성능이 복제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용량 요구 사항에 따라 볼륨 할당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해 복구 페일오버의 경우 실제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할당량을 조정해야 합니다.

용량 풀이 수동 QoS로 구성된 경우 용량 요구 사항 외에 처리량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정상 작동 중에 낮은 값으로 처리량을 구성하고 재해 복구 페일오버 시 처리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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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탭에서 네트워크 프로토콜, 네트워크 경로 및 엑스포트 정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프로토콜은 소스 볼륨에 사용되는 프로토콜과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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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탭에서 소스 볼륨 ID와 복제 일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데이터 볼륨 복제의 경우 실습 설정을 위한 일일 복제 일정을
구성했습니다.

소스 볼륨 ID는 소스 볼륨의 Properties(속성) 화면에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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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단계에서는 타겟 볼륨의 ID를 제공하여 소스 볼륨에서 복제를 승인해야 합니다.

대상 볼륨의 Properties(속성) 화면에서 대상 볼륨 ID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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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공유 및 로그 백업 볼륨에 대해서도 동일한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 ANF 교차 지역 복제 모니터링."

ANF 지역 간 복제 모니터링

"이전: ANF 교차 지역 복제에 대한 구성 단계."

복제 상태입니다

다음 세 개의 스크린샷은 데이터, 로그 백업 및 공유 볼륨의 복제 상태를 보여 줍니다.

볼륨 복제 지연 시간은 RPO 기대치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로그 백업 볼륨 복제에서는 최대 지연
시간이 58분으로 표시됩니다. 즉, 최대 RPO의 값이 동일합니다.

전송 기간 및 전송 크기는 대역폭 요구 사항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복제된 볼륨의 속도를 변경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HANA 데이터 볼륨의 복제 상태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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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스크린샷은 HANA 로그 백업 볼륨의 복제 상태를 보여 줍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HANA 공유 볼륨의 복제 상태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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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된 스냅샷 백업

소스에서 타겟 볼륨으로의 각 복제 업데이트 시 마지막 업데이트와 현재 업데이트 사이에 발생한 모든 블록 변경 사항이
타겟 볼륨에 복제됩니다. 여기에는 소스 볼륨에서 생성된 스냅샷도 포함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타겟 볼륨에서 사용
가능한 스냅샷을 보여 줍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AzAcSnap 도구에서 생성한 각 스냅샷은 저장 지점이나 정방향
복구를 실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정합성이 보장되는 HANA 데이터베이스 이미지입니다.

소스 및 타겟 볼륨 내에서 SnapMirror Snapshot 복사본도 생성되며, 이 복사본은 재동기화 및 복제
업데이트 작업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스냅샷 복사본은 HANA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 애플리케이션
정합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AzaCSSnap을 통해 생성된 애플리케이션 정합성 보장 스냅샷만 HANA

복구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41



"다음: 재해 복구 테스트."

재해 복구 테스트

재해 복구 테스트

"이전: ANF 교차 지역 복제 모니터링."

효과적인 재해 복구 전략을 구현하려면 필요한 워크플로우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테스트는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와 내부 문서화가 충분한지 여부를 보여 주며, 관리자가 필요한 절차를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

ANF 지역 간 복제는 RTO 및 RPO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재해 복구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
복제를 중단하지 않고 재해 복구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재해 복구 테스트 워크플로우는 ANF 기능 세트를 활용하여 재해 복구 타겟의 기존 Snapshot 백업을 기반으로 새
볼륨을 생성합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Azure NetApp Files 스냅샷의 작동 방식 | Microsoft 문서".

로그 백업 복제가 재해 복구 설정의 일부인지 여부에 따라 재해 복구 단계가 약간 다릅니다. 이 섹션에서는 데이터 백업
전용 복제 및 로그 백업 볼륨 복제와 결합된 데이터 볼륨 복제에 대한 재해 복구 테스트에 대해 설명합니다.

재해 복구 테스트를 수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타겟 호스트를 준비합니다.

2. 재해 복구 사이트에서 Snapshot 백업을 기반으로 새 볼륨을 생성합니다.

3. 타겟 호스트에 새 볼륨을 마운트합니다.

4. HANA 데이터베이스 복구

◦ 데이터 볼륨 복구만 가능합니다.

◦ 복제된 로그 백업을 사용하여 복구를 전달합니다.

다음 하위 섹션에서는 이러한 단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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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타겟 호스트를 준비합니다."

타겟 호스트를 준비합니다

"이전: 재해 복구 테스트."

이 섹션에서는 재해 복구 장애 조치 테스트에 사용되는 서버에서 필요한 준비 단계를 설명합니다.

정상 작동 중에 타겟 호스트는 일반적으로 HANA QA 또는 테스트 시스템과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재해
페일오버 테스트를 수행할 때 이러한 단계 대부분을 실행해야 합니다. 반면 /etc/fstab, /usr/sap/sapservices와 같은
관련 구성 파일을 준비하여 구성 파일을 복사하기만 하면 프로덕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재해 복구 테스트 절차를 통해
준비된 관련 구성 파일이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겟 호스트 준비에는 HANA QA 또는 테스트 시스템을 종료하고 'emctl stop sapinit’를 사용하여 모든 서비스를
중지하는 작업도 포함됩니다.

대상 서버 호스트 이름 및 IP 주소입니다

타겟 서버의 호스트 이름은 소스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IP 주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 서버가 다른 시스템과 통신할 수 없도록 대상 서버의 적절한 펜싱을 설정해야 합니다. 적절한
펜싱을 사용하지 않으면 클론 생성된 운영 시스템에서 다른 운영 시스템과 데이터를 교환하여 데이터가
논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SAP Host Agent 소프트웨어를 타겟 서버에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SAP 호스트 에이전트"

SAP 도움말 포털에서 확인하십시오.

호스트가 HANA QA 또는 테스트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경우 SAP Host Agent 소프트웨어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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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포트 및 SAP 서비스를 구성합니다

SAP HANA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사용자 및 그룹은 타겟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앙 사용자
관리가 사용되므로 대상 서버에서 구성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HANA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포트는 타겟
호스트에서 구성해야 합니다. 이 구성은 '/etc/services' 파일을 타겟 서버로 복사하여 소스 시스템에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SAP 서비스 항목은 타겟 호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스 시스템에서 '/usr/sap/sapservices' 파일을
타겟 서버로 복사하여 구성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출력에는 실습 설정에 사용되는 SAP HANA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vm-pr1:~ # cat /usr/sap/sapservices

#!/bin/sh

LD_LIBRARY_PATH=/usr/sap/PR1/HDB01/exe:$LD_LIBRARY_PATH;export

LD_LIBRARY_PATH;/usr/sap/PR1/HDB01/exe/sapstartsrv

pf=/usr/sap/PR1/SYS/profile/PR1_HDB01_vm-pr1 -D -u pr1adm

limit.descriptors=1048576

HANA 로그 볼륨을 준비합니다

HANA 로그 볼륨은 복제의 일부가 아니므로 타겟 호스트에 빈 로그 볼륨이 있어야 합니다. 로그 볼륨은 소스 HANA

시스템과 동일한 하위 디렉토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vm-pr1:~ # ls -al /hana/log/PR1/mnt00001/

total 16

drwxrwxrwx 5 root   root   4096 Feb 19 16:20 .

drwxr-xr-x 3 root   root     22 Feb 18 13:38 ..

drwxr-xr-- 2 pr1adm sapsys 4096 Feb 22 10:25 hdb00001

drwxr-xr-- 2 pr1adm sapsys 4096 Feb 22 10:25 hdb00002.00003

drwxr-xr-- 2 pr1adm sapsys 4096 Feb 22 10:25 hdb00003.00003

vm-pr1:~ #

로그 백업 볼륨을 준비합니다

소스 시스템은 HANA 로그 백업을 위한 별도의 볼륨으로 구성되므로 타겟 호스트에서도 로그 백업 볼륨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그 백업을 위한 볼륨을 구성하여 타겟 호스트에 마운트해야 합니다.

로그 백업 볼륨 복제가 재해 복구 설정의 일부인 경우 스냅샷을 기반으로 하는 새 볼륨이 타겟 호스트에 마운트되며 추가
로그 백업 볼륨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일 시스템 마운트를 준비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실습 설정에 사용되는 명명 규칙을 보여 줍니다. 재해 복구 사이트에 있는 새 볼륨의 볼륨 이름은
'/etc/fstab’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볼륨 이름은 다음 섹션의 볼륨 생성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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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PR1 볼륨 재해 복구 사이트의 새 볼륨 및 하위
디렉터리

타겟 호스트의 마운트 지점

데이터 볼륨 PR1-data-mnt00001-sm-dest-clone /hana/data/PR1/mnt00001

공유 볼륨 PR1-shared-sm-dest-clone/shared

PR1-shared-sm-dest-clone/usr-sap-

PR1

/hana/shared/usr/sap/PR1

백업 볼륨을 기록합니다 hanabackup-sm-dest-clone / 한나백

이 표에 나열된 마운트 지점은 타겟 호스트에서 생성해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etc/fstab' 항목이 있습니다.

vm-pr1:~ # cat /etc/fstab

# HANA ANF DB Mounts

10.0.2.4:/PR1-data-mnt00001-sm-dest-clone /hana/data/PR1/mnt00001 nfs

rw,vers=4,minorversion=1,hard,timeo=600,rsize=262144,wsize=262144,intr,noa

time,lock,_netdev,sec=sys  0  0

10.0.2.4:/PR1-log-mnt00001-dr /hana/log/PR1/mnt00001 nfs

rw,vers=4,minorversion=1,hard,timeo=600,rsize=262144,wsize=262144,intr,noa

time,lock,_netdev,sec=sys  0  0

# HANA ANF Shared Mounts

10.0.2.4:/PR1-shared-sm-dest-clone/hana-shared /hana/shared nfs

rw,vers=4,minorversion=1,hard,timeo=600,rsize=262144,wsize=262144,intr,noa

time,lock,_netdev,sec=sys  0  0

10.0.2.4:/PR1-shared-sm-dest-clone/usr-sap-PR1 /usr/sap/PR1 nfs

rw,vers=4,minorversion=1,hard,timeo=600,rsize=262144,wsize=262144,intr,noa

time,lock,_netdev,sec=sys  0  0

# HANA file and log backup destination

10.0.2.4:/hanabackup-sm-dest-clone    /hanabackup nfs

rw,vers=3,hard,timeo=600,rsize=262144,wsize=262144,nconnect=8,bg,noatime,n

olock 0 0

"다음: 재해 복구 사이트에서 스냅샷 백업을 기반으로 새 볼륨을 생성합니다."

재해 복구 사이트에서 스냅샷 백업을 기반으로 새 볼륨을 생성합니다

"Previous(이전): 타겟 호스트를 준비합니다."

재해 복구 설정(로그 백업 복제 포함 또는 제외)에 따라 스냅샷 백업을 기반으로 하는 새 볼륨을 2-3개 생성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새 데이터 볼륨과 HANA 공유 볼륨을 생성해야 합니다. 로그 백업 데이터도 복제되는 경우 로그 백업
볼륨의 새 볼륨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 예에서는 데이터와 로그 백업 볼륨이 재해 복구 사이트에 복제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Azure Portal을 사용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 정합성이 보장되는 스냅샷 백업 중 하나가 HANA 데이터 볼륨의 새 볼륨에 대한 소스로 선택됩니다.

새 볼륨으로 복원 이 선택되어 스냅샷 백업을 기반으로 새 볼륨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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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 볼륨 이름과 할당량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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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토콜 탭 내에서 파일 경로 및 내보내기 정책이 구성됩니다.

4. Create and Review(생성 및 검토) 화면에는 구성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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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제 HANA 스냅샷 백업을 기반으로 새 볼륨이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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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음 두 스크린샷과 같이 HANA 공유 및 로그 백업 볼륨에 대해 동일한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HANA 공유 및
로그 백업 볼륨에 대해 추가 스냅샷이 생성되지 않았으므로, 최신 SnapMirror 스냅샷 복사본을 새 볼륨의 소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비정형 데이터이며 이 활용 사례에 SnapMirror Snapshot 복사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새 볼륨으로 복원된 HANA 공유 볼륨을 보여 줍니다.

성능 계층이 낮은 용량 풀을 사용한 경우 이제 필요한 성능을 제공하는 용량 풀로 볼륨을 이동해야
합니다.

이제 세 개의 새 볼륨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타겟 호스트에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Next(다음): 타겟 호스트에 새 볼륨을 마운트합니다."

타겟 호스트에 새 볼륨을 마운트합니다

"이전: 재해 복구 사이트에서 스냅샷 백업을 기반으로 새 볼륨을 생성합니다."

이전에 생성된 '/etc/fstab' 파일을 기반으로 새 볼륨을 타겟 호스트에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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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pr1:~ # mount -a

다음 출력에서는 필요한 파일 시스템을 보여 줍니다.

vm-pr1:/hana/data/PR1/mnt00001/hdb00001 # df

Filesystem                                        1K-blocks     Used

Available Use% Mounted on

devtmpfs                                            8190344        8

8190336   1% /dev

tmpfs                                              12313116        0

12313116   0% /dev/shm

tmpfs                                               8208744    17292

8191452   1% /run

tmpfs                                               8208744        0

8208744   0% /sys/fs/cgroup

/dev/sda4                                          29866736  2438052

27428684   9% /

/dev/sda3                                           1038336   101520

936816  10% /boot

/dev/sda2                                            524008     1072

522936   1% /boot/efi

/dev/sdb1                                          32894736    49176

31151560   1% /mnt

tmpfs                                               1641748        0

1641748   0% /run/user/0

10.0.2.4:/PR1-log-mnt00001-dr                  107374182400      256

107374182144   1% /hana/log/PR1/mnt00001

10.0.2.4:/PR1-data-mnt00001-sm-dest-clone      107377026560  6672640

107370353920   1% /hana/data/PR1/mnt00001

10.0.2.4:/PR1-shared-sm-dest-clone/hana-shared 107377048320 11204096

107365844224   1% /hana/shared

10.0.2.4:/PR1-shared-sm-dest-clone/usr-sap-PR1 107377048320 11204096

107365844224   1% /usr/sap/PR1

10.0.2.4:/hanabackup-sm-dest-clone             107379429120 35293440

107344135680   1% /hanabackup

"다음: HANA 데이터베이스 복구"

HANA 데이터베이스 복구

"이전: 타겟 호스트에 볼륨을 마운트합니다."

필요한 SAP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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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pr1:~ # systemctl start sapinit

다음 출력에서는 필요한 프로세스를 보여 줍니다.

vm-pr1:/ # ps -ef | grep sap

root     23101     1  0 11:29 ?        00:00:00

/usr/sap/hostctrl/exe/saphostexec pf=/usr/sap/hostctrl/exe/host_profile

pr1adm   23191     1  3 11:29 ?        00:00:00

/usr/sap/PR1/HDB01/exe/sapstartsrv

pf=/usr/sap/PR1/SYS/profile/PR1_HDB01_vm-pr1 -D -u pr1adm

sapadm   23202     1  5 11:29 ?        00:00:00

/usr/sap/hostctrl/exe/sapstartsrv pf=/usr/sap/hostctrl/exe/host_profile -D

root     23292     1  0 11:29 ?        00:00:00

/usr/sap/hostctrl/exe/saposcol -l -w60

pf=/usr/sap/hostctrl/exe/host_profile

root     23359  2597  0 11:29 pts/1    00:00:00 grep --color=auto sap

다음 하위 섹션에서는 복제된 로그 백업을 사용한 정방향 복구와 함께 복구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복구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HANA 복구 스크립트 및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hdbsql 명령을 사용하여 실행됩니다.

최신 HANA 데이터 볼륨 백업 저장점으로 복구

최신 백업 저장점에 대한 복구는 pr1adm 사용자로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실행됩니다.

•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recoverSys.py --command "RECOVER DATA USING SNAPSHOT CLEAR LOG”

• 테넌트 데이터베이스

Within hdbsql: RECOVER DATA FOR PR1 USING SNAPSHOT CLEAR LOG

또한 HANA Studio 또는 Cockpit을 사용하여 시스템 및 테넌트 데이터베이스 복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명령 출력에서는 복구 실행을 보여 줍니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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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1adm@vm-pr1:/usr/sap/PR1/HDB01> HDBSettings.sh recoverSys.py

--command="RECOVER DATA USING SNAPSHOT CLEAR LOG"

[139702869464896, 0.008] >> starting recoverSys (at Fri Feb 19 14:32:16

2021)

[139702869464896, 0.008] args: ()

[139702869464896, 0.009] keys: {'command': 'RECOVER DATA USING SNAPSHOT

CLEAR LOG'}

using logfile /usr/sap/PR1/HDB01/vm-pr1/trace/backup.log

recoverSys started: ============2021-02-19 14:32:16 ============

testing master: vm-pr1

vm-pr1 is master

shutdown database, timeout is 120

stop system

stop system on: vm-pr1

stopping system: 2021-02-19 14:32:16

stopped system: 2021-02-19 14:32:16

creating file recoverInstance.sql

restart database

restart master nameserver: 2021-02-19 14:32:21

start system: vm-pr1

sapcontrol parameter: ['-function', 'Start']

sapcontrol returned successfully:

2021-02-19T14:32:56+00:00  P0027646      177bab4d610 INFO    RECOVERY

RECOVER DATA finished successfully

recoverSys finished successfully: 2021-02-19 14:32:58

[139702869464896, 42.017] 0

[139702869464896, 42.017] << ending recoverSys, rc = 0 (RC_TEST_OK), after

42.009 secs

pr1adm@vm-pr1:/usr/sap/PR1/HDB01>

테넌트 데이터베이스 복구

소스 시스템에서 pr1adm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저장소 키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 대상 시스템에서 키를 생성해야
합니다. 키에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는 테넌트 복구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pr1adm@vm-pr1:/usr/sap/PR1/HDB01> hdbuserstore set PR1KEY vm-pr1:30113

<backup-user> <password>

이제 테넌트 복구가 hdbsql을 사용하여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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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1adm@vm-pr1:/usr/sap/PR1/HDB01> hdbsql -U PR1KEY

Welcome to the SAP HANA Database interactive terminal.

Type:  \h for help with commands

       \q to quit

hdbsql SYSTEMDB=> RECOVER DATA FOR PR1 USING SNAPSHOT CLEAR LOG

0 rows affected (overall time 66.973089 sec; server time 66.970736 sec)

hdbsql SYSTEMDB=>

이제 HANA 데이터베이스가 가동 및 실행되고 HANA 데이터베이스용 재해 복구 워크플로우가 테스트되었습니다.

로그/카탈로그 백업을 사용한 정방향 복구를 사용한 복구

로그 백업과 HANA 백업 카탈로그가 소스 시스템에서 복제되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로그 백업을 사용한 복구는 pr1adm 사용자로 다음 명령으로 실행됩니다.

•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recoverSys.py --command "RECOVER DATABASE UNTIL TIMESTAMP '2021-02-20

00:00:00' CLEAR LOG USING SNAPSHOT"

• 테넌트 데이터베이스

Within hdbsql: RECOVER DATABASE FOR PR1 UNTIL TIMESTAMP '2021-02-20

00:00:00' CLEAR LOG USING SNAPSHOT

사용 가능한 모든 로그를 사용하여 복구하려면 나중에 언제든지 복구 명령문의 타임 스탬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HANA Studio 또는 Cockpit을 사용하여 시스템 및 테넌트 데이터베이스 복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명령 출력에서는 복구 실행을 보여 줍니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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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1adm@vm-pr1:/usr/sap/PR1/HDB01> HDBSettings.sh recoverSys.py --command

"RECOVER DATABASE UNTIL TIMESTAMP '2021-02-20 00:00:00' CLEAR LOG USING

SNAPSHOT"

[140404915394368, 0.008] >> starting recoverSys (at Fri Feb 19 16:06:40

2021)

[140404915394368, 0.008] args: ()

[140404915394368, 0.008] keys: {'command': "RECOVER DATABASE UNTIL

TIMESTAMP '2021-02-20 00:00:00' CLEAR LOG USING SNAPSHOT"}

using logfile /usr/sap/PR1/HDB01/vm-pr1/trace/backup.log

recoverSys started: ============2021-02-19 16:06:40 ============

testing master: vm-pr1

vm-pr1 is master

shutdown database, timeout is 120

stop system

stop system on: vm-pr1

stopping system: 2021-02-19 16:06:40

stopped system: 2021-02-19 16:06:41

creating file recoverInstance.sql

restart database

restart master nameserver: 2021-02-19 16:06:46

start system: vm-pr1

sapcontrol parameter: ['-function', 'Start']

sapcontrol returned successfully:

2021-02-19T16:07:19+00:00  P0009897      177bb0b4416 INFO    RECOVERY

RECOVER DATA finished successfully, reached timestamp 2021-02-

19T15:17:33+00:00, reached log position 38272960

recoverSys finished successfully: 2021-02-19 16:07:20

[140404915394368, 39.757] 0

[140404915394368, 39.758] << ending recoverSys, rc = 0 (RC_TEST_OK), after

39.749 secs

테넌트 데이터베이스 복구

pr1adm@vm-pr1:/usr/sap/PR1/HDB01> hdbsql -U PR1KEY

Welcome to the SAP HANA Database interactive terminal.

Type:  \h for help with commands

       \q to quit

hdbsql SYSTEMDB=> RECOVER DATABASE FOR PR1 UNTIL TIMESTAMP '2021-02-20

00:00:00' CLEAR LOG USING SNAPSHOT

0 rows affected (overall time 63.791121 sec; server time 63.788754 sec)

hdbsql SYSTEM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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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HANA 데이터베이스가 가동 및 실행되고 HANA 데이터베이스용 재해 복구 워크플로우가 테스트되었습니다.

최신 로그 백업의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로그 백업 볼륨 복제는 SAP HANA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되는 로그 백업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재해 복구 사이트에 일관되지 않은 로그 백업 파일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최신 로그 백업 파일만 정합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파일은 "hdbbackupcheck" 도구를 사용하여 재해 복구 사이트에서 정방향 복구를 수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hdbbackupcheck" 도구에서 최신 로그 백업에 대한 오류를 보고하는 경우 최신 로그 백업 세트를 제거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pr1adm@hana-10: > hdbbackupcheck

/hanabackup/PR1/log/SYSTEMDB/log_backup_0_0_0_0.1589289811148

Loaded library 'libhdbcsaccessor'

Loaded library 'libhdblivecache'

Backup '/mnt/log-backup/SYSTEMDB/log_backup_0_0_0_0.1589289811148'

successfully checked.

시스템 및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의 최신 로그 백업 파일에 대해 검사를 실행해야 합니다.

"hdbbackupcheck" 도구에서 최신 로그 백업에 대한 오류를 보고하는 경우 최신 로그 백업 세트를 제거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다음: 재해 복구 페일오버."

재해 복구 페일오버

재해 복구 페일오버

"이전: HANA 데이터베이스 복구"

로그 백업 복제가 재해 복구 설정의 일부인지 여부에 따라 재해 복구 단계가 약간 다릅니다. 이 섹션에서는 데이터 백업
전용 복제에 대한 재해 복구 장애 조치와 로그 백업 볼륨 복제와 결합된 데이터 볼륨 복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재해 복구 페일오버를 실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타겟 호스트를 준비합니다.

2. 복제 관계를 끊어 삭제합니다.

3. 데이터 볼륨을 애플리케이션 정합성이 보장되는 최신 스냅샷 백업으로 복원합니다.

4. 타겟 호스트에 볼륨을 마운트합니다.

5. HANA 데이터베이스 복구

◦ 데이터 볼륨 복구만 가능합니다.

◦ 복제된 로그 백업을 사용하여 복구를 전달합니다.

다음 부절에서는 이러한 단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다음 그림은 재해 복구 테스트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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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타겟 호스트를 준비합니다."

타겟 호스트를 준비합니다

"이전: 재해 복구 페일오버."

이 섹션에서는 재해 복구 페일오버에 사용되는 서버에서 필요한 준비 단계를 설명합니다.

정상 작동 중에 타겟 호스트는 일반적으로 HANA QA 또는 테스트 시스템과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재해
복구 테스트를 실행할 때는 설명된 단계 중 대부분을 실행해야 합니다. 반면 /etc/fstab, /usr/SAP/sapservices와 같은
관련 구성 파일을 준비하여 구성 파일을 복사하기만 하면 프로덕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재해 복구 페일오버 절차를
수행하면 준비된 관련 구성 파일이 올바르게 구성됩니다.

또한 타겟 호스트 준비에는 HANA QA 또는 테스트 시스템을 종료하고 'emctl stop sapinit’를 사용하여 모든 서비스를
중지하는 작업도 포함됩니다.

대상 서버 호스트 이름 및 IP 주소입니다

타겟 서버의 호스트 이름은 소스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IP 주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 서버가 다른 시스템과 통신할 수 없도록 대상 서버의 적절한 펜싱을 설정해야 합니다. 적절한
펜싱을 사용하지 않으면 클론 생성된 운영 시스템에서 다른 운영 시스템과 데이터를 교환하여 데이터가
논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SAP Host Agent 소프트웨어를 타겟 서버에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SAP 호스트 에이전트"

SAP 도움말 포털에서 확인하십시오.

호스트가 HANA QA 또는 테스트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경우 SAP Host Agent 소프트웨어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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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포트 및 SAP 서비스를 구성합니다

SAP HANA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사용자 및 그룹은 타겟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앙 사용자
관리가 사용되므로 대상 서버에서 구성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HANA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포트는 타겟
호스트에서 구성해야 합니다. 이 구성은 '/etc/services' 파일을 타겟 서버로 복사하여 소스 시스템에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SAP 서비스 항목은 타겟 호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스 시스템에서 '/usr/sap/sapservices' 파일을
타겟 서버로 복사하여 구성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출력에는 실습 설정에 사용되는 SAP HANA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vm-pr1:~ # cat /usr/sap/sapservices

#!/bin/sh

LD_LIBRARY_PATH=/usr/sap/PR1/HDB01/exe:$LD_LIBRARY_PATH;export

LD_LIBRARY_PATH;/usr/sap/PR1/HDB01/exe/sapstartsrv

pf=/usr/sap/PR1/SYS/profile/PR1_HDB01_vm-pr1 -D -u pr1adm

limit.descriptors=1048576

HANA 로그 볼륨을 준비합니다

HANA 로그 볼륨은 복제의 일부가 아니므로 타겟 호스트에 빈 로그 볼륨이 있어야 합니다. 로그 볼륨은 소스 HANA

시스템과 동일한 하위 디렉토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vm-pr1:~ # ls -al /hana/log/PR1/mnt00001/

total 16

drwxrwxrwx 5 root   root   4096 Feb 19 16:20 .

drwxr-xr-x 3 root   root     22 Feb 18 13:38 ..

drwxr-xr-- 2 pr1adm sapsys 4096 Feb 22 10:25 hdb00001

drwxr-xr-- 2 pr1adm sapsys 4096 Feb 22 10:25 hdb00002.00003

drwxr-xr-- 2 pr1adm sapsys 4096 Feb 22 10:25 hdb00003.00003

vm-pr1:~ #

로그 백업 볼륨을 준비합니다

소스 시스템은 HANA 로그 백업을 위한 별도의 볼륨으로 구성되므로 타겟 호스트에서도 로그 백업 볼륨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그 백업을 위한 볼륨을 구성하여 타겟 호스트에 마운트해야 합니다.

로그 백업 볼륨 복제가 재해 복구 설정의 일부인 경우 복제된 로그 백업 볼륨이 타겟 호스트에 마운트되며 추가 로그
백업 볼륨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일 시스템 마운트를 준비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실습 설정에 사용되는 명명 규칙을 보여 줍니다. 재해 복구 사이트의 볼륨 이름은 '/etc/fstab’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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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PR1 볼륨 재해 복구 사이트의 볼륨 및 하위
디렉터리

타겟 호스트의 마운트 지점

데이터 볼륨 PR1-DATA-mnt00001-SM-Dest /hana/data/PR1/mnt00001

공유 볼륨 PR1-shared-sm-dest/shared PR1-

shared-sm-dest/usr-sap-PR1

/hana/shared/usr/sap/PR1

백업 볼륨을 기록합니다 하나베케업 - SM - 목적지 / 한나백

이 테이블의 마운트 지점은 타겟 호스트에서 생성해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etc/fstab' 항목이 있습니다.

vm-pr1:~ # cat /etc/fstab

# HANA ANF DB Mounts

10.0.2.4:/PR1-data-mnt0001-sm-dest /hana/data/PR1/mnt00001 nfs

rw,vers=4,minorversion=1,hard,timeo=600,rsize=262144,wsize=262144,intr,noa

time,lock,_netdev,sec=sys  0  0

10.0.2.4:/PR1-log-mnt00001-dr /hana/log/PR1/mnt00001 nfs

rw,vers=4,minorversion=1,hard,timeo=600,rsize=262144,wsize=262144,intr,noa

time,lock,_netdev,sec=sys  0  0

# HANA ANF Shared Mounts

10.0.2.4:/PR1-shared-sm-dest/hana-shared /hana/shared nfs

rw,vers=4,minorversion=1,hard,timeo=600,rsize=262144,wsize=262144,intr,noa

time,lock,_netdev,sec=sys  0  0

10.0.2.4:/PR1-shared-sm-dest/usr-sap-PR1 /usr/sap/PR1 nfs

rw,vers=4,minorversion=1,hard,timeo=600,rsize=262144,wsize=262144,intr,noa

time,lock,_netdev,sec=sys  0  0

# HANA file and log backup destination

10.0.2.4:/hanabackup-sm-dest    /hanabackup nfs

rw,vers=3,hard,timeo=600,rsize=262144,wsize=262144,nconnect=8,bg,noatime,n

olock 0 0

"다음: 복제 피어링을 분리 및 삭제합니다."

복제 피어링을 분리 및 삭제합니다

"Previous(이전): 타겟 호스트를 준비합니다."

재해 복구 시 타겟 호스트에서 읽기 및 쓰기 작업을 위해 볼륨을 마운트할 수 있도록 타겟 볼륨을 분리해야 합니다.

HANA 데이터 볼륨의 경우 AzAcSnap을 통해 생성된 최신 HANA 스냅샷 백업으로 볼륨을 복구해야
합니다. 복제 피어링으로 인해 최신 복제 스냅숏이 사용 중으로 표시된 경우 이 볼륨 복원 작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제 피어링을 삭제해야 합니다.

다음 두 스크린샷은 HANA 데이터 볼륨에 대한 분리 및 삭제 피어링 작업을 보여 줍니다. 로그 백업과 HANA 공유
볼륨에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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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피어링을 삭제했으므로 볼륨을 최신 HANA 스냅샷 백업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피어링을 삭제하지 않으면 복원
볼륨 선택이 회색으로 표시되고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음 두 스크린샷은 볼륨 복원 작업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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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복원 작업 후 데이터 볼륨은 일관된 HANA 스냅샷 백업을 기반으로 하며, 이제 포워드 복구 작업을 실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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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계층이 낮은 용량 풀을 사용한 경우 이제 필요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용량 풀로 볼륨을 이동해야
합니다.

"Next(다음): 타겟 호스트에 볼륨을 마운트합니다."

타겟 호스트에 볼륨을 마운트합니다

"이전: 복제 피어링을 분리 및 삭제합니다."

이전에 생성된 '/etc/fstab' 파일을 기반으로 볼륨을 타겟 호스트에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vm-pr1:~ # mount -a

다음 출력에서는 필요한 파일 시스템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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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pr1:~ # df

Filesystem                                  1K-blocks     Used

Available Use% Mounted on

devtmpfs                                      8201112        0

8201112   0% /dev

tmpfs                                        12313116        0

12313116   0% /dev/shm

tmpfs                                         8208744     9096

8199648   1% /run

tmpfs                                         8208744        0

8208744   0% /sys/fs/cgroup

/dev/sda4                                    29866736  2543948

27322788   9% /

/dev/sda3                                     1038336    79984

958352   8% /boot

/dev/sda2                                      524008     1072

522936   1% /boot/efi

/dev/sdb1                                    32894736    49180

31151556   1% /mnt

10.0.2.4:/PR1-log-mnt00001-dr            107374182400     6400

107374176000   1% /hana/log/PR1/mnt00001

tmpfs                                         1641748        0

1641748   0% /run/user/0

10.0.2.4:/PR1-shared-sm-dest/hana-shared 107377178368 11317248

107365861120   1% /hana/shared

10.0.2.4:/PR1-shared-sm-dest/usr-sap-PR1 107377178368 11317248

107365861120   1% /usr/sap/PR1

10.0.2.4:/hanabackup-sm-dest             107379678976 35249408

107344429568   1% /hanabackup

10.0.2.4:/PR1-data-mnt0001-sm-dest       107376511232  6696960

107369814272   1% /hana/data/PR1/mnt00001

vm-pr1:~ #

"다음: HANA 데이터베이스 복구"

HANA 데이터베이스 복구

"이전: 타겟 호스트에 볼륨을 마운트합니다."

필요한 SAP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vm-pr1:~ # systemctl start sapinit

다음 출력에서는 필요한 프로세스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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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pr1:/ # ps -ef | grep sap

root     23101     1  0 11:29 ?        00:00:00

/usr/sap/hostctrl/exe/saphostexec pf=/usr/sap/hostctrl/exe/host_profile

pr1adm   23191     1  3 11:29 ?        00:00:00

/usr/sap/PR1/HDB01/exe/sapstartsrv

pf=/usr/sap/PR1/SYS/profile/PR1_HDB01_vm-pr1 -D -u pr1adm

sapadm   23202     1  5 11:29 ?        00:00:00

/usr/sap/hostctrl/exe/sapstartsrv pf=/usr/sap/hostctrl/exe/host_profile -D

root     23292     1  0 11:29 ?        00:00:00

/usr/sap/hostctrl/exe/saposcol -l -w60

pf=/usr/sap/hostctrl/exe/host_profile

root     23359  2597  0 11:29 pts/1    00:00:00 grep --color=auto sap

다음 하위 섹션에서는 복제된 로그 백업을 사용한 정방향 복구와 복구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복구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HANA 복구 스크립트 및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hdbsql 명령을 사용하여 실행됩니다.

최신 데이터 저장점으로 복구를 실행하는 명령은 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최신 HANA 데이터 볼륨 백업 저장점으로
복구".

로그 백업을 사용한 정방향 복구를 사용한 복구

사용 가능한 모든 로그 백업을 사용한 복구는 pr1adm 사용자로 다음 명령으로 실행됩니다.

•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recoverSys.py --command "RECOVER DATABASE UNTIL TIMESTAMP '2021-02-20

00:00:00' CLEAR LOG USING SNAPSHOT"

• 테넌트 데이터베이스

Within hdbsql: RECOVER DATABASE FOR PR1 UNTIL TIMESTAMP '2021-02-20

00:00:00' CLEAR LOG USING SNAPSHOT

사용 가능한 모든 로그를 사용하여 복구하려면 나중에 언제든지 복구 명령문의 타임스탬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HANA Studio 또는 Cockpit을 사용하여 시스템 및 테넌트 데이터베이스 복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명령 출력에서는 복구 실행을 보여 줍니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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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1adm@vm-pr1:/usr/sap/PR1/HDB01> HDBSettings.sh recoverSys.py --command

"RECOVER DATABASE UNTIL TIMESTAMP '2021-02-24 00:00:00' CLEAR LOG USING

SNAPSHOT"

[139792805873472, 0.008] >> starting recoverSys (at Tue Feb 23 12:05:16

2021)

[139792805873472, 0.008] args: ()

[139792805873472, 0.008] keys: {'command': "RECOVER DATABASE UNTIL

TIMESTAMP '2021-02-24 00:00:00' CLEAR LOG USING SNAPSHOT"}

using logfile /usr/sap/PR1/HDB01/vm-pr1/trace/backup.log

recoverSys started: ============2021-02-23 12:05:16 ============

testing master: vm-pr1

vm-pr1 is master

shutdown database, timeout is 120

stop system

stop system on: vm-pr1

stopping system: 2021-02-23 12:05:17

stopped system: 2021-02-23 12:05:18

creating file recoverInstance.sql

restart database

restart master nameserver: 2021-02-23 12:05:23

start system: vm-pr1

sapcontrol parameter: ['-function', 'Start']

sapcontrol returned successfully:

2021-02-23T12:07:53+00:00  P0012969      177cec93d51 INFO    RECOVERY

RECOVER DATA finished successfully, reached timestamp 2021-02-

23T09:03:11+00:00, reached log position 43123520

recoverSys finished successfully: 2021-02-23 12:07:54

[139792805873472, 157.466] 0

[139792805873472, 157.466] << ending recoverSys, rc = 0 (RC_TEST_OK),

after 157.458 secs

pr1adm@vm-pr1:/usr/sap/PR1/HDB01>

테넌트 데이터베이스 복구

소스 시스템에서 pr1adm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저장소 키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 대상 시스템에서 키를 생성해야
합니다. 키에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는 테넌트 복구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pr1adm@vm-pr1:/usr/sap/PR1/HDB01> hdbuserstore set PR1KEY vm-pr1:30113

<backup-user> <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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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1adm@vm-pr1:/usr/sap/PR1/HDB01> hdbsql -U PR1KEY

Welcome to the SAP HANA Database interactive terminal.

Type:  \h for help with commands

       \q to quit

hdbsql SYSTEMDB=> RECOVER DATABASE FOR PR1 UNTIL TIMESTAMP '2021-02-24

00:00:00' CLEAR LOG USING SNAPSHOT

0 rows affected (overall time 98.740038 sec; server time 98.737788 sec)

hdbsql SYSTEMDB=>

최신 로그 백업의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로그 백업 볼륨 복제는 SAP HANA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되는 로그 백업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재해 복구 사이트에 일관되지 않은 로그 백업 파일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최신 로그 백업 파일만 정합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파일은 "hdbbackupcheck" 도구를 사용하여 재해 복구 사이트에서 정방향 복구를 수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pr1adm@hana-10: > hdbbackupcheck

/hanabackup/PR1/log/SYSTEMDB/log_backup_0_0_0_0.1589289811148

Loaded library 'libhdbcsaccessor'

Loaded library 'libhdblivecache'

Backup '/mnt/log-backup/SYSTEMDB/log_backup_0_0_0_0.1589289811148'

successfully checked.

시스템 및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의 최신 로그 백업 파일에 대해 검사를 실행해야 합니다.

"hdbbackupcheck" 도구에서 최신 로그 백업에 대한 오류를 보고하는 경우 최신 로그 백업 세트를 제거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다음: 기록 업데이트."

기록 업데이트

"이전: HANA 데이터베이스 복구"

이 솔루션의 원래 게시 이후 다음과 같은 기술적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버전 날짜 업데이트 요약

버전 1.0 2021년 4월 초기 버전

TR-4646: 스토리지 복제를 사용한 SAP HANA 재해 복구

NetApp, Nils Bauer

TR-4646은 SAP HANA의 재해 복구 보호 옵션에 대한 개요입니다. 여기에는 자세한 설정 정보와 동기 및 비동기
NetApp SnapMirror 스토리지 복제를 기반으로 한 3개 사이트 재해 복구 솔루션의 사용 사례 설명이 포함됩니다.

설명된 솔루션에서는 SAP HANA 플러그인을 통해 NetApp SnapCenter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정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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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합니다.

https://www.netapp.com/pdf.html?item=/media/8584-tr4646pdf.pdf

TR-4313: Snap Creator를 사용하여 SAP HANA 백업 및 복구

NetApp, Nils Bauer

TR-4313에서는 SAP HANA용 NetApp 백업 및 복구 솔루션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솔루션은 NetApp

Snap Creator 프레임워크 및 SAP HANA용 Snap Creator 플러그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솔루션은 NetApp

스토리지와 함께 인증된 Cisco SAP HANA 다중 노드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여 지원됩니다. 이 솔루션은 TDI(Tailored

Data Center Integration) 프로젝트에서 단일 노드 및 다중 노드 SAP HANA 시스템에서 지원됩니다.

https://www.netapp.com/pdf.html?item=/media/19779-tr-4313.pdf

TR-4711: NetApp 스토리지 시스템 및 Commvault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SAP HANA 백업 및 복구

Marco Schoen, NetApp을 참조하십시오

닥터 Tristan Daude, Commvault 시스템

TR-4711에서는 SAP HANA용 NetApp 및 Commvault 솔루션의 디자인에 대해 설명하고 Commvault IntelliSnap

스냅샷 관리 기술 및 NetApp 스냅샷 기술을 포함합니다. 이 솔루션은 NetApp 스토리지와 Commvault 데이터 보호
제품군을 기반으로 합니다.

https://www.netapp.com/pdf.html?item=/media/17050-tr4711pdf.pdf

NVA-1147-design: NetApp All SAN 어레이 기반 SAP HANA -
최신 SAN, 데이터 보호 및 재해 복구

Nils Bauer, Roland Wartenberg, Darryl Clink스케일, Daniel Hohman, Marco Schöen, 스티브 보킨, 마이클 페퍼스,

비둘라 아이이어, 스티브 콜린스, 파반 자만니, NetApp, Lee Dorrier

Jim Zucchero, Naem Saafein, Ph. Broadcom Brocade

NetApp 검증 아키텍처는 Brocade FC SAN 패브릭을 사용하여 NetApp ASA(All SAN Array) 스토리지 시스템 기반의
SAP HANA를 위한 SAP 시스템 현대화 및 운영을 다룹니다. 여기에는 백업 및 복구, 재해 복구, 데이터 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이 솔루션은 NetApp SnapCenter를 활용하여 SAP HANA 백업, 복원 및 복구뿐만 아니라 클론 복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합니다. 재해 복구 구성, 테스트 및 페일오버 시나리오는 동기식 NetApp SnapMirror 데이터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또한 CommVault를 사용한 SAP 데이터 보호가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s://www.netapp.com/pdf.html?item=/media/10235-nva-1147-desig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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