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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App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Oracle 데이터베이스

TR-4965: iSCSI/ASM을 사용하는 AWS FSx/EC2에서 Oracle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호

Allen Cao, Niyaz Mohamed, NetApp

목적

ASM(Automatic Storage Management)은 많은 Oracle 설치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Oracle 스토리지 볼륨
관리자입니다. 또한 Oracle에서 권장하는 스토리지 관리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기존 볼륨 관리자 및 파일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Oracle 버전 11g부터 ASM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그리드 인프라와 함께 패키지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RAC를 사용하지 않는 스토리지 관리에 Oracle ASM을 활용하려면 Oracle Restart라고도 하는 독립 실행형
서버에 Oracle 그리드 인프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욱 단순한 Oracle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르는
복잡성이 더욱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Oracle이 재시작 모드로 구축되면 사용자 개입 없이 호스트를
재부팅한 후 오류가 발생한 Oracle 서비스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수준의 고가용성 또는 HA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EC2 컴퓨팅 인스턴스가 있는 ONTAP 스토리지 환경을 위한 Amazon FSx에서 iSCSI 프로토콜과
Oracle ASM을 사용하여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또한 NetApp BlueXP 콘솔을 통해
NetApp SnapCenter 서비스를 사용하여 개발/테스트 또는 기타 사용 사례에서 AWS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스토리지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위해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백업, 복원, 복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사용 사례를 해결합니다.

• ONTAP 스토리지용 Amazon FSx 및 iSCSI/ASM을 사용하는 EC2 컴퓨팅 인스턴스에 Oracle 데이터베이스 구축

• iSCSI/ASM을 사용하여 퍼블릭 AWS 클라우드에서 Oracle 워크로드 테스트 및 검증

• AWS에 구축된 Oracle 데이터베이스 재시작 기능의 테스트 및 검증

대상

이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iSCSI/ASM을 통해 AWS 퍼블릭 클라우드에 Oracle을 구축하려는 DBA

• AWS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Oracle 워크로드를 테스트하려는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설계자

• AWS FSx 스토리지에 구축된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려는 스토리지 관리자

• AWS FSx/EC2에서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가동하려는 애플리케이션 소유자입니다.

솔루션 테스트 및 검증 환경

이 솔루션의 테스트 및 검증은 최종 구축 환경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AWS FSx 및 EC2 환경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Key Factors for Deployment Consideration].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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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 하드웨어 *

FSX ONTAP 저장소 AWS에서 제공하는 현재 버전입니다 동일한 VPC 및 가용성 존에 FSx HA
클러스터 1개

컴퓨팅용 EC2 인스턴스 T2.xLarge/4vCPU/16G EC2 T2 xLarge EC2 인스턴스 2개,
하나는 운영 DB 서버로, 다른 하나는
클론 DB 서버로

* 소프트웨어 *

RedHat Linux RHEL-8.6.0_HVM-20220503-
x86_64-2-Hourly2-GP2

테스트를 위해 RedHat
서브스크립션을 배포했습니다

Oracle Grid Infrastructure 버전 19.18 RU 패치
p34762026_190000_Linux-x86-
64.zip 를 적용했습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 버전 19.18 RU 패치
p34765931_190000_Linux-x86-
64.zip 를 적용했습니다

Oracle OPatch 버전 12.2.0.1.36 최신 패치 p6880880_190000_Linux-
x86-64.zip

SnapCenter 서비스 버전 v2.3.1.2324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 * EC2 컴퓨팅 인스턴스 * 이러한 테스트 및 검증에서는 Oracle 데이터베이스 컴퓨팅 인스턴스에 AWS EC2
T2.xLarge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했습니다. 운영 구축 환경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M5 유형 E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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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스를 Oracle의 컴퓨팅 인스턴스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워크로드 요구 사항에 따라 vCPU 수와
RAM 양에 따라 EC2 인스턴스를 적절하게 사이징해야 합니다.

• * FSx 스토리지 HA 클러스터 단일 또는 다중 영역 배포. * 이러한 테스트 및 검증에서는 단일 AWS 가용성 영역에
FSx HA 클러스터를 구축했습니다. 프로덕션 배포를 위해 FSx HA 쌍을 두 가지 가용성 영역에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FSx HA 클러스터는 스토리지 레벨 이중화를 제공하기 위해 액티브-패시브 파일 시스템 쌍으로
미러링되는 HA 쌍으로 프로비저닝됩니다. 다중 영역 구축을 통해 단일 AWS 영역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고가용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FSx 스토리지 클러스터 크기 조정 * ONTAP 스토리지 파일 시스템용 Amazon FSx는 최대 160,000개의 원시
SSD IOPS, 최대 4Gbps 처리량 및 최대 192TiB 용량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구현 시 실제 요구 사항에 따라
프로비저닝된 IOPS, 처리량 및 스토리지 제한(최소 1,024GiB)을 기준으로 클러스터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가용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용량을 즉각적으로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Oracle 데이터 및 로그 레이아웃 * 테스트 및 검증에서 각각 데이터 및 로그용 ASM 디스크 그룹 2개를
구축했습니다. DATA ASM 디스크 그룹 내에서 데이터 볼륨에 4개의 LUN을 프로비저닝했습니다. logs ASM
디스크 그룹 내에서 로그 볼륨에 2개의 LUN을 프로비저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ONTAP 볼륨용 Amazon FSx
내에 여러 개의 LUN을 배치하면 성능이 향상됩니다.

• * iSCSI 구성. * EC2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iSCSI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FSx 스토리지에 연결합니다. EC2
인스턴스는 일반적으로 단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ENI로 구축합니다. 단일 NIC 인터페이스는 iSCSI 및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을 모두 전달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iSCSI 트래픽 처리량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올바른
EC2 컴퓨팅 인스턴스를 선택하려면 Oracle AWR 보고서를 신중하게 분석하여 Oracle 데이터베이스 PEEK I/O
처리량 요구사항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중 경로가 올바르게 구성된 두 FSx iSCSI 엔드포인트 모두에
4개의 iSCSI 연결을 할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사용자가 생성한 각 Oracle ASM 디스크 그룹에 사용할 Oracle ASM 이중화 레벨 * FSx는 이미 FSx 클러스터
레벨에서 스토리지를 미러링하므로 외부 이중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옵션이 Oracle ASM이 디스크 그룹의
내용을 미러링하지 못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데이터베이스 백업 * NetApp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베이스 백업, 복원, 복제를 위한 SnapCenter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SaaS 버전을 제공하며 NetApp BlueXP 콘솔 UI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1분 이내) 스냅샷
백업, 빠른(몇 분) 데이터베이스 복원, 데이터베이스 복제를 위해 이러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솔루션 구축

다음 섹션에서는 단계별 배포 절차를 제공합니다.

배포를 위한 사전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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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에는 다음과 같은 사전 요구 사항이 필요합니다.

1. AWS 계정이 설정되었으며 AWS 계정 내에 필요한 VPC 및 네트워크 세그먼트가 생성되었습니다.

2. AWS EC2 콘솔에서 2개의 EC2 Linux 인스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하나는 운영 Oracle DB 서버로, 다른
하나는 선택적 대체 클론 타겟 DB 서버입니다. 환경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섹션의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를 검토합니다 "Linux 인스턴스에 대한 사용자 가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3. AWS EC2 콘솔에서 ONTAP 스토리지 HA 클러스터용 Amazon FSx를 구축하여 Oracle 데이터베이스
볼륨을 호스팅합니다. FSx 저장소 배포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ONTAP 파일 시스템용
FSx 생성" 을 참조하십시오.

4. 2단계와 3단계는 라는 EC2 인스턴스를 만드는 다음 Terraform 자동화 툴킷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ora_01 이라는 FSx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fsx_01. 실행 전에 지침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환경에 맞게
변수를 변경하십시오.

git clone https://github.com/NetApp-

Automation/na_aws_fsx_ec2_deploy.git

Oracle 설치 파일을 스테이징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EC2 인스턴스 루트 볼륨에 50G
이상을 할당했는지 확인합니다.

EC2 인스턴스 커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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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요구 사항이 용량 할당된 상태에서 EC2 인스턴스에 EC2-USER 및 sudo로 로그인하여 Oracle 설치를 위한
Linux 커널을 구성합니다.

1. 스테이징 디렉터리를 만듭니다 /tmp/archive 폴더를 지정하고 를 설정합니다 777 권한.

mkdir /tmp/archive

chmod 777 /tmp/archive

2. Oracle 바이너리 설치 파일 및 기타 필요한 rpm 파일을 에 다운로드하고 스테이징합니다 /tmp/archive
디렉토리.

에 명시된 설치 파일의 다음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tmp/archive EC2 인스턴스에서 선택합니다.

[ec2-user@ip-172-30-15-58 ~]$ ls -l /tmp/archive

total 10537316

-rw-rw-r--. 1 ec2-user ec2-user      19112 Mar 21 15:57 compat-

libcap1-1.10-7.el7.x86_64.rpm

-rw-rw-r--  1 ec2-user ec2-user 3059705302 Mar 21 22:01

LINUX.X64_193000_db_home.zip

-rw-rw-r--  1 ec2-user ec2-user 2889184573 Mar 21 21:09

LINUX.X64_193000_grid_home.zip

-rw-rw-r--. 1 ec2-user ec2-user     589145 Mar 21 15:56

netapp_linux_unified_host_utilities-7-1.x86_64.rpm

-rw-rw-r--. 1 ec2-user ec2-user      31828 Mar 21 15:55 oracle-

database-preinstall-19c-1.0-2.el8.x86_64.rpm

-rw-rw-r--  1 ec2-user ec2-user 2872741741 Mar 21 22:31

p34762026_190000_Linux-x86-64.zip

-rw-rw-r--  1 ec2-user ec2-user 1843577895 Mar 21 22:32

p34765931_190000_Linux-x86-64.zip

-rw-rw-r--  1 ec2-user ec2-user  124347218 Mar 21 22:33

p6880880_190000_Linux-x86-64.zip

-rw-r--r--  1 ec2-user ec2-user     257136 Mar 22 16:25

policycoreutils-python-utils-2.9-9.el8.noarch.rpm

3. 대부분의 커널 구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Oracle 19c 사전 설치 RPM을 설치합니다.

yum install /tmp/archive/oracle-database-preinstall-19c-1.0-

2.el8.x86_64.rpm

4. 누락된 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compat-libcap1 Linux 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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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m install /tmp/archive/compat-libcap1-1.10-7.el7.x86_64.rpm

5. NetApp에서 NetApp 호스트 유틸리티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yum install /tmp/archive/netapp_linux_unified_host_utilities-7-

1.x86_64.rpm

6. 설치합니다 `policycoreutils-python-utils`이는 EC2 인스턴스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yum install /tmp/archive/policycoreutils-python-utils-2.9-

9.el8.noarch.rpm

7. 열려 있는 JDK 버전 1.8을 설치합니다.

yum install java-1.8.0-openjdk.x86_64

8. iSCSI 초기자 유틸리티를 설치합니다.

yum install iscsi-initiator-utils

9. 설치합니다 sg3_utils.

yum install sg3_utils

10. 설치합니다 device-mapper-multipath.

yum install device-mapper-multipath

11. 현재 시스템에서 투명 HugePages를 비활성화합니다.

echo never > /sys/kernel/mm/transparent_hugepage/enabled

echo never > /sys/kernel/mm/transparent_hugepage/defrag

에 다음 행을 추가합니다 /etc/rc.local 를 눌러 비활성화합니다 transparent_hugepage 재부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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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sable transparent hugepages

          if test -f /sys/kernel/mm/transparent_hugepage/enabled;

then

            echo never > /sys/kernel/mm/transparent_hugepage/enabled

          fi

          if test -f /sys/kernel/mm/transparent_hugepage/defrag;

then

            echo never > /sys/kernel/mm/transparent_hugepage/defrag

          fi

12. SELinux를 변경하여 해제합니다 SELINUX=enforcing 를 선택합니다 SELINUX=disabled.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호스트를 재부팅해야 합니다.

vi /etc/sysconfig/selinux

13. 에 다음 행을 추가합니다 limit.conf 따옴표 없이 파일 설명자 제한과 스택 크기를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

vi /etc/security/limits.conf

  "*               hard    nofile          65536"

  "*               soft    stack           10240"

14.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EC2 인스턴스에 스왑 공간을 추가합니다. "스왑 파일을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스왑 공간으로 사용할 메모리를 어떻게 할당합니까?" 정확한 추가 공간은 최대 16G RAM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5. 변경 node.session.timeo.replacement_timeout 에 있습니다 iscsi.conf 120 ~ 5초 사이의
구성 파일.

vi /etc/iscsi/iscsid.conf

16. EC2 인스턴스에서 iSCSI 서비스를 설정 및 시작합니다.

systemctl enable iscsid

systemctl start iscsid

17. 데이터베이스 LUN 매핑에 사용할 iSCSI 이니시에이터 주소를 검색합니다.

cat /etc/iscsi/initiatorname.iscsi

18. ASM sysasm 그룹에 사용할 ASM 그룹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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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add asm

19. Oracle 사용자를 수정하여 ASM을 보조 그룹으로 추가합니다(Oracle 사용자는 Oracle 사전 설치 RPM 설치
후 생성되어야 함).

usermod -a -G asm oracle

20. EC2 인스턴스를 재부팅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볼륨 및 LUN을 EC2 인스턴스 호스트에 프로비저닝 및 매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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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x 클러스터 관리 IP를 사용하여 ssh를 통해 FSx 클러스터에 로그인하여 Oracle 데이터베이스 바이너리,
데이터 및 로그 파일을 호스팅하여 명령줄에서 세 개의 볼륨을 프로비저닝합니다.

1. SSH를 통해 FSx 클러스터에 fsxadmin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ssh fsxadmin@172.30.15.53

2.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Oracle 바이너리에 대한 볼륨을 생성합니다.

vol create -volume ora_01_biny -aggregate aggr1 -size 50G -state

online  -type RW -snapshot-policy none -tiering-policy snapshot-only

3.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Oracle 데이터용 볼륨을 생성합니다.

vol create -volume ora_01_data -aggregate aggr1 -size 100G -state

online  -type RW -snapshot-policy none -tiering-policy snapshot-only

4.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Oracle 로그용 볼륨을 생성합니다.

vol create -volume ora_01_logs -aggregate aggr1 -size 100G -state

online  -type RW -snapshot-policy none -tiering-policy snapshot-only

5. 데이터베이스 바이너리 볼륨 내에 바이너리 LUN을 생성합니다.

lun create -path /vol/ora_01_biny/ora_01_biny_01 -size 40G -ostype

linux

6.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볼륨 내에 데이터 LUN을 생성합니다.

lun create -path /vol/ora_01_data/ora_01_data_01 -size 20G -ostype

linux

lun create -path /vol/ora_01_data/ora_01_data_02 -size 20G -ostype

linux

lun create -path /vol/ora_01_data/ora_01_data_03 -size 20G -ostype

linux

lun create -path /vol/ora_01_data/ora_01_data_04 -size 20G -ostype

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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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데이터베이스 로그 볼륨 내에 로그 LUN을 생성합니다.

lun create -path /vol/ora_01_logs/ora_01_logs_01 -size 40G -ostype

linux

lun create -path /vol/ora_01_logs/ora_01_logs_02 -size 40G -ostype

linux

8. 위의 EC2 커널 구성의 14단계에서 검색된 이니시에이터를 사용하여 EC2 인스턴스에 대한 igroup을
생성합니다.

igroup create -igroup ora_01 -protocol iscsi -ostype linux

-initiator iqn.1994-05.com.redhat:f65fed7641c2

9. LUN을 위에서 생성한 igroup에 매핑합니다. 볼륨 내의 각 추가 LUN에 대해 LUN ID를 순차적으로
증분합니다.

map -path /vol/ora_01_biny/ora_01_biny_01 -igroup ora_01 -vserver

svm_ora -lun-id 0

map -path /vol/ora_01_data/ora_01_data_01 -igroup ora_01 -vserver

svm_ora -lun-id 1

map -path /vol/ora_01_data/ora_01_data_02 -igroup ora_01 -vserver

svm_ora -lun-id 2

map -path /vol/ora_01_data/ora_01_data_03 -igroup ora_01 -vserver

svm_ora -lun-id 3

map -path /vol/ora_01_data/ora_01_data_04 -igroup ora_01 -vserver

svm_ora -lun-id 4

map -path /vol/ora_01_logs/ora_01_logs_01 -igroup ora_01 -vserver

svm_ora -lun-id 5

map -path /vol/ora_01_logs/ora_01_logs_02 -igroup ora_01 -vserver

svm_ora -lun-id 6

10. LUN 매핑을 확인합니다.

mapping show

이 문제는 다음 항목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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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xId02ad7bf3476b741df::> mapping show

  (lun mapping show)

Vserver    Path                                      Igroup   LUN ID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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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vm_ora    /vol/ora_01_biny/ora_01_biny_01           ora_01        0

iscsi

svm_ora    /vol/ora_01_data/ora_01_data_01           ora_01        1

iscsi

svm_ora    /vol/ora_01_data/ora_01_data_02           ora_01        2

iscsi

svm_ora    /vol/ora_01_data/ora_01_data_03           ora_01        3

iscsi

svm_ora    /vol/ora_01_data/ora_01_data_04           ora_01        4

iscsi

svm_ora    /vol/ora_01_logs/ora_01_logs_01           ora_01        5

iscsi

svm_ora    /vol/ora_01_logs/ora_01_logs_02           ora_01        6

iscsi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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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EC2 인스턴스 호스트에서 Oracle 그리드 인프라 및 데이터베이스 설치를 위한 FSx 스토리지를 가져와서
설정합니다.

1. SSH 키와 EC2 인스턴스 IP 주소를 사용하여 SSH를 통해 EC2 사용자로 EC2 인스턴스에 로그인합니다.

ssh -i ora_01.pem ec2-user@172.30.15.58

2. SVM iSCSI IP 주소를 사용하여 FSx iSCSI 엔드포인트를 검색합니다. 그런 다음 환경별 포털 주소로
변경합니다.

sudo iscsiadm iscsiadm --mode discovery --op update --type

sendtargets --portal 172.30.15.51

3. 각 타겟에 로그인하여 iSCSI 세션을 설정합니다.

sudo iscsiadm --mode node -l all

명령의 예상 출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ec2-user@ip-172-30-15-58 ~]$ sudo iscsiadm --mode node -l all

Logging in to [iface: default, target: iqn.1992-

08.com.netapp:sn.1f795e65c74911edb785affbf0a2b26e:vs.3, portal:

172.30.15.51,3260]

Logging in to [iface: default, target: iqn.1992-

08.com.netapp:sn.1f795e65c74911edb785affbf0a2b26e:vs.3, portal:

172.30.15.13,3260]

Login to [iface: default, target: iqn.1992-

08.com.netapp:sn.1f795e65c74911edb785affbf0a2b26e:vs.3, portal:

172.30.15.51,3260] successful.

Login to [iface: default, target: iqn.1992-

08.com.netapp:sn.1f795e65c74911edb785affbf0a2b26e:vs.3, portal:

172.30.15.13,3260] successful.

4. 활성 iSCSI 세션 목록을 보고 확인합니다.

sudo iscsiadm --mode session

iSCSI 세션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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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2-user@ip-172-30-15-58 ~]$ sudo iscsiadm --mode session

tcp: [1] 172.30.15.51:3260,1028 iqn.1992-

08.com.netapp:sn.1f795e65c74911edb785affbf0a2b26e:vs.3 (non-flash)

tcp: [2] 172.30.15.13:3260,1029 iqn.1992-

08.com.netapp:sn.1f795e65c74911edb785affbf0a2b26e:vs.3 (non-flash)

5. LUN을 호스트로 가져왔는지 확인합니다.

sudo sanlun lun show

그러면 FSx의 Oracle LUN 목록이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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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2-user@ip-172-30-15-58 ~]$ sudo sanlun lun show

controller(7mode/E-Series)/                                   device

host                  lun

vserver(cDOT/FlashRay)        lun-pathname

filename        adapter    protocol   size    product

svm_ora                       /vol/ora_01_logs/ora_01_logs_02

/dev/sdn        host3      iSCSI      40g     cDOT

svm_ora                       /vol/ora_01_logs/ora_01_logs_01

/dev/sdm        host3      iSCSI      40g     cDOT

svm_ora                       /vol/ora_01_data/ora_01_data_03

/dev/sdk        host3      iSCSI      20g     cDOT

svm_ora                       /vol/ora_01_data/ora_01_data_04

/dev/sdl        host3      iSCSI      20g     cDOT

svm_ora                       /vol/ora_01_data/ora_01_data_01

/dev/sdi        host3      iSCSI      20g     cDOT

svm_ora                       /vol/ora_01_data/ora_01_data_02

/dev/sdj        host3      iSCSI      20g     cDOT

svm_ora                       /vol/ora_01_biny/ora_01_biny_01

/dev/sdh        host3      iSCSI      40g     cDOT

svm_ora                       /vol/ora_01_logs/ora_01_logs_02

/dev/sdg        host2      iSCSI      40g     cDOT

svm_ora                       /vol/ora_01_logs/ora_01_logs_01

/dev/sdf        host2      iSCSI      40g     cDOT

svm_ora                       /vol/ora_01_data/ora_01_data_04

/dev/sde        host2      iSCSI      20g     cDOT

svm_ora                       /vol/ora_01_data/ora_01_data_02

/dev/sdc        host2      iSCSI      20g     cDOT

svm_ora                       /vol/ora_01_data/ora_01_data_03

/dev/sdd        host2      iSCSI      20g     cDOT

svm_ora                       /vol/ora_01_data/ora_01_data_01

/dev/sdb        host2      iSCSI      20g     cDOT

svm_ora                       /vol/ora_01_biny/ora_01_biny_01

/dev/sda        host2      iSCSI      40g     cDOT

6. 를 구성합니다 multipath.conf 다음 기본 항목과 블랙리스트 항목이 있는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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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o vi /etc/multipath.conf

defaults {

    find_multipaths yes

    user_friendly_names yes

}

[source, cli]

blacklist {

    devnode "^(ram|raw|loop|fd|md|dm-|sr|scd|st)[0-9]*"

    devnode "^hd[a-z]"

    devnode "^cciss.*"

}

7. 다중 경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sudo systemctl start multipathd

이제 다중 경로 장치가 에 나타납니다 /dev/mapper 디렉토리.

[ec2-user@ip-172-30-15-58 ~]$ ls -l /dev/mapper

total 0

lrwxrwxrwx 1 root root       7 Mar 21 20:13

3600a09806c574235472455534e68512d -> ../dm-0

lrwxrwxrwx 1 root root       7 Mar 21 20:13

3600a09806c574235472455534e685141 -> ../dm-1

lrwxrwxrwx 1 root root       7 Mar 21 20:13

3600a09806c574235472455534e685142 -> ../dm-2

lrwxrwxrwx 1 root root       7 Mar 21 20:13

3600a09806c574235472455534e685143 -> ../dm-3

lrwxrwxrwx 1 root root       7 Mar 21 20:13

3600a09806c574235472455534e685144 -> ../dm-4

lrwxrwxrwx 1 root root       7 Mar 21 20:13

3600a09806c574235472455534e685145 -> ../dm-5

lrwxrwxrwx 1 root root       7 Mar 21 20:13

3600a09806c574235472455534e685146 -> ../dm-6

crw------- 1 root root 10, 236 Mar 21 18:19 control

8. SSH를 통해 FSx 클러스터에 fsxadmin 사용자로 로그인하여 각 LUN의 일련 번호 16진수 번호를
검색합니다. 6c574xxx…로 시작합니다. 16진수 번호는 AWS 공급업체 ID인 3600a0980으로 시작합니다.

lun show -fields serial-h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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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과 같이 돌아옵니다.

FsxId02ad7bf3476b741df::> lun show -fields serial-hex

vserver path                            serial-h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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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m_ora /vol/ora_01_biny/ora_01_biny_01 6c574235472455534e68512d

svm_ora /vol/ora_01_data/ora_01_data_01 6c574235472455534e685141

svm_ora /vol/ora_01_data/ora_01_data_02 6c574235472455534e685142

svm_ora /vol/ora_01_data/ora_01_data_03 6c574235472455534e685143

svm_ora /vol/ora_01_data/ora_01_data_04 6c574235472455534e685144

svm_ora /vol/ora_01_logs/ora_01_logs_01 6c574235472455534e685145

svm_ora /vol/ora_01_logs/ora_01_logs_02 6c574235472455534e685146

7 entries were displayed.

9. 를 업데이트합니다 /dev/multipath.conf 파일 - 다중 경로 장치에 대한 사용자 친화적인 이름을
추가합니다.

sudo vi /etc/multipath.conf

다음 항목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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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aths {

        multipath {

                wwid            3600a09806c574235472455534e68512d

                alias           ora_01_biny_01

        }

        multipath {

                wwid            3600a09806c574235472455534e685141

                alias           ora_01_data_01

        }

        multipath {

                wwid            3600a09806c574235472455534e685142

                alias           ora_01_data_02

        }

        multipath {

                wwid            3600a09806c574235472455534e685143

                alias           ora_01_data_03

        }

        multipath {

                wwid            3600a09806c574235472455534e685144

                alias           ora_01_data_04

        }

        multipath {

                wwid            3600a09806c574235472455534e685145

                alias           ora_01_logs_01

        }

        multipath {

                wwid            3600a09806c574235472455534e685146

                alias           ora_01_logs_02

        }

10. 다중 경로 서비스를 재부팅하여 에서 장치가 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dev/mapper LUN 이름 대 직렬 16진수
ID로 변경되었습니다.

sudo systemctl restart multipathd

확인합니다 /dev/mapper 다음과 같이 돌아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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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2-user@ip-172-30-15-58 ~]$ ls -l /dev/mapper

total 0

crw------- 1 root root 10, 236 Mar 21 18:19 control

lrwxrwxrwx 1 root root       7 Mar 21 20:41 ora_01_biny_01 -> ../dm-

0

lrwxrwxrwx 1 root root       7 Mar 21 20:41 ora_01_data_01 -> ../dm-

1

lrwxrwxrwx 1 root root       7 Mar 21 20:41 ora_01_data_02 -> ../dm-

2

lrwxrwxrwx 1 root root       7 Mar 21 20:41 ora_01_data_03 -> ../dm-

3

lrwxrwxrwx 1 root root       7 Mar 21 20:41 ora_01_data_04 -> ../dm-

4

lrwxrwxrwx 1 root root       7 Mar 21 20:41 ora_01_logs_01 -> ../dm-

5

lrwxrwxrwx 1 root root       7 Mar 21 20:41 ora_01_logs_02 -> ../dm-

6

11. 단일 주 파티션으로 바이너리 LUN을 파티셔닝합니다.

sudo fdisk /dev/mapper/ora_01_biny_01

12. X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분할된 바이너리 LUN을 포맷합니다.

sudo mkfs.xfs /dev/mapper/ora_01_biny_01p1

13. 에 바이너리 LUN을 마운트합니다 /u01.

sudo mount -t xfs /dev/mapper/ora_01_biny_01p1 /u01

14. 변경 /u01 마운트 지점 소유권을 Oracle 사용자에게 부여하며, 기본 그룹이 사용됩니다.

sudo chown oracle:oinstall /u01

15. 바이너리 LUN의 UUI를 찾습니다.

sudo blkid /dev/mapper/ora_01_biny_01p1

16. 에 마운트 지점을 추가합니다 /etc/fs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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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o vi /etc/fstab

다음 줄을 추가합니다.

UUID=d89fb1c9-4f89-4de4-b4d9-17754036d11d       /u01    xfs

defaults,nofail 0       2

EC2 인스턴스 재부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루트 잠금 문제를 방지하려면 UUID와 NOFAIL
옵션을 사용하여 바이너리를 마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 루트 사용자로 Oracle 디바이스에 대한 udev 규칙을 추가합니다.

vi /etc/udev/rules.d/99-oracle-asmdevices.rules

다음 항목 포함:

ENV{DM_NAME}=="ora*", GROUP:="oinstall", OWNER:="oracle",

MODE:="660"

18. 루트 사용자로 udev 규칙을 다시 로드합니다.

udevadm control --reload-rules

19. 루트 사용자로 udev 규칙을 트리거합니다.

udevadm trigger

20. 루트 사용자로 multipathd를 다시 로드합니다.

systemctl restart multipathd

21. EC2 인스턴스 호스트를 재부팅합니다.

Oracle 그리드 인프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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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SH를 통해 EC2 인스턴스로 로그인하고 주석 처리를 해제하여 암호 인증을 활성화합니다

PasswordAuthentication yes 그런 다음 의견을 남기기 바랍니다 PasswordAuthentication

no.

sudo vi /etc/ssh/sshd_config

2. sshd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sudo systemctl restart sshd

3. Oracle 사용자 암호를 재설정합니다.

sudo passwd oracle

4. Oracle Restart 소프트웨어 소유자 사용자(Oracle)로 로그인합니다. 다음과 같이 Oracle 디렉토리를
생성합니다.

mkdir -p /u01/app/oracle

mkdir -p /u01/app/oraInventory

5. 디렉터리 권한 설정을 변경합니다.

chmod -R 775 /u01/app

6. 그리드 홈 디렉터리를 만들고 변경합니다.

mkdir -p /u01/app/oracle/product/19.0.0/grid

cd /u01/app/oracle/product/19.0.0/grid

7. 그리드 설치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unzip -q /tmp/archive/LINUX.X64_193000_grid_home.zip

8. 그리드 홈에서 을 삭제합니다 OPatch 디렉토리.

rm -rf OPatch

9. 그리드 홈에서 복사합니다 p6880880_190000_Linux-x86-64.zip grid_home 으로 이동한 다음

20



압축을 풉니다.

cp /tmp/archive/p6880880_190000_Linux-x86-64.zip .

unzip p6880880_190000_Linux-x86-64.zip

10. 그리드 홈에서 수정합니다 cv/admin/cvu_config, 주석 취소 및 바꾸기 CV_ASSUME_DISTID=OEL5

와 함께 CV_ASSUME_DISTID=OL7.

vi cv/admin/cvu_config

11. 를 준비합니다 gridsetup.rsp 자동 설치용 파일 및 RSP 파일을 에 배치합니다 /tmp/archive
디렉토리. RSP 파일은 다음 정보를 사용하여 섹션 A, B 및 G를 포함해야 합니다.

INVENTORY_LOCATION=/u01/app/oraInventory

oracle.install.option=HA_CONFIG

ORACLE_BASE=/u01/app/oracle

oracle.install.asm.OSDBA=dba

oracle.install.asm.OSOPER=oper

oracle.install.asm.OSASM=asm

oracle.install.asm.SYSASMPassword="SetPWD"

oracle.install.asm.diskGroup.name=DATA

oracle.install.asm.diskGroup.redundancy=EXTERNAL

oracle.install.asm.diskGroup.AUSize=4

oracle.install.asm.diskGroup.disks=/dev/mapper/ora_01_data*

oracle.install.asm.diskGroup.diskDiscoveryString=/dev/mapper/ora_01_

data_01,/dev/mapper/ora_01_data_02,/dev/mapper/ora_01_data_03,/dev/m

apper/ora_01_data_04

oracle.install.asm.monitorPassword="SetPWD"

oracle.install.asm.configureAFD=true

12. EC2 인스턴스에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하여 설정합니다 ORACLE_HOME 및 ORACLE_BASE.

export ORACLE_HOME=/u01/app/oracle/product/19.0.0/grid

export ORACLE_BASE=/tmp

cd /u01/app/oracle/product/19.0.0/grid/bin

13. Oracle ASM 필터 드라이버와 함께 사용할 디스크 디바이스를 프로비저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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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cmd afd_label DATA01 /dev/mapper/ora_01_data_01 --init

 ./asmcmd afd_label DATA02 /dev/mapper/ora_01_data_02 --init

 ./asmcmd afd_label DATA03 /dev/mapper/ora_01_data_03 --init

 ./asmcmd afd_label DATA04 /dev/mapper/ora_01_data_04 --init

 ./asmcmd afd_label LOGS01 /dev/mapper/ora_01_logs_01 --init

 ./asmcmd afd_label LOGS02 /dev/mapper/ora_01_logs_02 --init

14. 설치합니다 cvuqdisk-1.0.10-1.rpm.

rpm -ivh /u01/app/oracle/product/19.0.0/grid/cv/rpm/cvuqdisk-1.0.10-

1.rpm

15. 설정 해제 $ORACLE_BASE.

unset ORACLE_BASE

16. EC2 인스턴스에 Oracle 사용자로 로그인하여 에서 패치를 추출합니다 /tmp/archive 폴더.

unzip p34762026_190000_Linux-x86-64.zip

17. 그리드 홈 /u01/app/oracle/product/19.0.0/GRID에서 Oracle 사용자로 를 실행합니다 gridSetup.sh
그리드 인프라 설치용.

 ./gridSetup.sh -applyRU /tmp/archive/34762026/ -silent

-responseFile /tmp/archive/gridsetup.rsp

그리드 인프라에 대해 잘못된 그룹에 대한 경고를 무시합니다. 단일 Oracle 사용자를 사용하여 Oracle
Restart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18. 루트 사용자로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u01/app/oraInventory/orainstRoot.sh

/u01/app/oracle/product/19.0.0/grid/root.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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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루트 사용자로 multipathd를 다시 로드합니다.

systemctl restart multipathd

20. Oracle 사용자는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구성을 완료합니다.

/u01/app/oracle/product/19.0.0/grid/gridSetup.sh -executeConfigTools

-responseFile /tmp/archive/gridsetup.rsp -silent

21. Oracle 사용자로 로그 디스크 그룹을 생성합니다.

bin/asmca -silent -sysAsmPassword 'yourPWD' -asmsnmpPassword

'yourPWD' -createDiskGroup -diskGroupName LOGS -disk 'AFD:LOGS*'

-redundancy EXTERNAL -au_size 4

22. Oracle 사용자는 설치 구성 후 그리드 서비스를 검증합니다.

bin/crsctl stat res -t

+

Name                Target  State        Server

State details

Local Resources

ora.DATA.dg         ONLINE  ONLINE       ip-172-30-15-58

STABLE

ora.LISTENER.lsnr   ONLINE  ONLINE       ip-172-30-15-58

STABLE

ora.LOGS.dg         ONLINE  ONLINE       ip-172-30-15-58

STABLE

ora.asm             ONLINE  ONLINE       ip-172-30-15-58

Started,STABLE

ora.ons             OFFLINE OFFLINE      ip-172-30-15-58

STABLE

Cluster Resources

ora.cssd            ONLINE  ONLINE       ip-172-30-15-58

STABLE

ora.diskmon         OFFLINE OFFLINE

STABLE

ora.driver.afd      ONLINE  ONLINE       ip-172-30-15-58

STABLE

ora.evmd            ONLINE  ONLINE       ip-172-30-15-58

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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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Valiate ASM 필터 드라이버 상태입니다.

[oracle@ip-172-30-15-58 grid]$ export

ORACLE_HOME=/u01/app/oracle/product/19.0.0/grid

[oracle@ip-172-30-15-58 grid]$ export ORACLE_SID=+ASM

[oracle@ip-172-30-15-58 grid]$ export PATH=$PATH:$ORACLE_HOME/bin

[oracle@ip-172-30-15-58 grid]$ asmcmd

ASMCMD> lsdg

State    Type    Rebal  Sector  Logical_Sector  Block       AU

Total_MB  Free_MB  Req_mir_free_MB  Usable_file_MB  Offline_disks

Voting_files  Name

MOUNTED  EXTERN  N         512             512   4096  1048576

81920    81847                0           81847              0

N  DATA/

MOUNTED  EXTERN  N         512             512   4096  1048576

81920    81853                0           81853              0

N  LOGS/

ASMCMD> afd_state

ASMCMD-9526: The AFD state is 'LOADED' and filtering is 'ENABLED' on

host 'ip-172-30-15-58.ec2.internal'

Oracle 데이터베이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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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racle 사용자로 로그인하고 설정을 해제합니다 $ORACLE_HOME 및 $ORACLE_SID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unset ORACLE_HOME

unset ORACLE_SID

2. Oracle DB 홈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변경합니다.

mkdir /u01/app/oracle/product/19.0.0/db1

cd /u01/app/oracle/product/19.0.0/db1

3. Oracle DB 설치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unzip -q /tmp/archive/LINUX.X64_193000_db_home.zip

4. DB 홈에서 를 삭제합니다 OPatch 디렉토리.

rm -rf OPatch

5. DB 홈에서 복사합니다 p6880880_190000_Linux-x86-64.zip 를 선택합니다 `grid_home`그런 다음
압축을 풉니다.

cp /tmp/archive/p6880880_190000_Linux-x86-64.zip .

unzip p6880880_190000_Linux-x86-64.zip

6. DB 홈에서 수정한다 cv/admin/cvu_config`을 클릭합니다 `CV_ASSUME_DISTID=OEL5 와 함께

CV_ASSUME_DISTID=OL7.

vi cv/admin/cvu_config

7. 에서 /tmp/archive 디렉토리에서 DB 19.18 RU 패치의 포장을 풉니다.

unzip p34765931_190000_Linux-x86-64.zip

8. 에서 DB 자동 설치 RSP 파일을 준비합니다 /tmp/archive/dbinstall.rsp 다음 값이 있는 디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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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install.option=INSTALL_DB_SWONLY

UNIX_GROUP_NAME=oinstall

INVENTORY_LOCATION=/u01/app/oraInventory

ORACLE_HOME=/u01/app/oracle/product/19.0.0/db1

ORACLE_BASE=/u01/app/oracle

oracle.install.db.InstallEdition=EE

oracle.install.db.OSDBA_GROUP=dba

oracle.install.db.OSOPER_GROUP=oper

oracle.install.db.OSBACKUPDBA_GROUP=oper

oracle.install.db.OSDGDBA_GROUP=dba

oracle.install.db.OSKMDBA_GROUP=dba

oracle.install.db.OSRACDBA_GROUP=dba

oracle.install.db.rootconfig.executeRootScript=false

9. db1 home/u01/app/oracle/product/19.0.0/db1에서 자동 소프트웨어 전용 DB 설치를 실행합니다.

 ./runInstaller -applyRU /tmp/archive/34765931/ -silent

-ignorePrereqFailure -responseFile /tmp/archive/dbinstall.rsp

10. 루트 사용자로 를 실행합니다 root.sh 소프트웨어 전용 설치 후 스크립트.

/u01/app/oracle/product/19.0.0/db1/root.sh

11. Oracle 사용자로 을 생성합니다 dbca.rsp 다음 항목이 있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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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bName=db1.demo.netapp.com

sid=db1

createAsContainerDatabase=true

numberOfPDBs=3

pdbName=db1_pdb

useLocalUndoForPDBs=true

pdbAdminPassword="yourPWD"

templateName=General_Purpose.dbc

sysPassword="yourPWD"

systemPassword="yourPWD"

dbsnmpPassword="yourPWD"

storageType=ASM

diskGroupName=DATA

characterSet=AL32UTF8

nationalCharacterSet=AL16UTF16

listeners=LISTENER

databaseType=MULTIPURPOSE

automaticMemoryManagement=false

totalMemory=8192

12. Oracle 사용자로 dbca를 사용하여 DB 생성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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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dbca -silent -createDatabase -responseFile /tmp/archive/dbca.rsp

output:

Prepare for db operation

7% complete

Registering database with Oracle Restart

11% complete

Copying database files

33% complete

Creating and starting Oracle instance

35% complete

38% complete

42% complete

45% complete

48% complete

Completing Database Creation

53% complete

55% complete

56% complete

Creating Pluggable Databases

60% complete

64% complete

69% complete

78% complete

Executing Post Configuration Actions

100% complete

Database creation complete. For details check the logfiles at:

 /u01/app/oracle/cfgtoollogs/dbca/db1.

Database Information:

Global Database Name:db1.demo.netapp.com

System Identifier(SID):db1

Look at the log file "/u01/app/oracle/cfgtoollogs/dbca/db1/db1.log"

for further details.

13. Oracle 사용자로서 DB 생성 후 Oracle Restart HA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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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ip-172-30-15-58 db1]$ ../grid/bin/crsctl stat res -t

Name            Target  State        Server                   State

details

Local Resources

ora.DATA.dg     ONLINE  ONLINE       ip-172-30-15-58          STABLE

ora.LISTENER.lsnr   ONLINE  ONLINE       ip-172-30-15-58

STABLE

ora.LOGS.dg     ONLINE  ONLINE       ip-172-30-15-58          STABLE

ora.asm     ONLINE  ONLINE       ip-172-30-15-58

Started,STABLE

ora.ons     OFFLINE OFFLINE      ip-172-30-15-58          STABLE

Cluster Resources

ora.cssd            ONLINE  ONLINE       ip-172-30-15-58

STABLE

ora.db1.db      ONLINE  ONLINE       ip-172-30-15-58

Open,HOME=/u01/app/oracle/product/19.0.0/db1,STABLE

ora.diskmon     OFFLINE OFFLINE                               STABLE

ora.driver.afd  ONLINE  ONLINE       ip-172-30-15-58          STABLE

ora.evmd        ONLINE  ONLINE       ip-172-30-15-58          STABLE

14. Oracle 사용자를 설정합니다 .bash_profile.

vi ~/.bash_profile

15. 다음 항목 추가:

export ORACLE_HOME=/u01/app/oracle/product/19.0.0/db1

export ORACLE_SID=db1

export PATH=$PATH:$ORACLE_HOME/bin

alias asm='export

ORACLE_HOME=/u01/app/oracle/product/19.0.0/grid;export

ORACLE_SID=+ASM;export PATH=$PATH:$ORACLE_HOME/bin'

16. 생성된 CDB/PDB를 검증합니다.

/home/oracle/.bash_profile

sqlplus / as sys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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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select name, open_mode from v$database;

NAME      OPEN_MODE

DB1       READ WRITE

SQL> select name from v$datafile;

NAME

+DATA/DB1/DATAFILE/system.256.1132176177

+DATA/DB1/DATAFILE/sysaux.257.1132176221

+DATA/DB1/DATAFILE/undotbs1.258.1132176247

+DATA/DB1/86B637B62FE07A65E053F706E80A27CA/DATAFILE/system.265.11321

77009

+DATA/DB1/86B637B62FE07A65E053F706E80A27CA/DATAFILE/sysaux.266.11321

77009

+DATA/DB1/DATAFILE/users.259.1132176247

+DATA/DB1/86B637B62FE07A65E053F706E80A27CA/DATAFILE/undotbs1.267.113

2177009

+DATA/DB1/F7852758DCD6B800E0533A0F1EAC1DC6/DATAFILE/system.271.11321

77853

+DATA/DB1/F7852758DCD6B800E0533A0F1EAC1DC6/DATAFILE/sysaux.272.11321

77853

+DATA/DB1/F7852758DCD6B800E0533A0F1EAC1DC6/DATAFILE/undotbs1.270.113

2177853

+DATA/DB1/F7852758DCD6B800E0533A0F1EAC1DC6/DATAFILE/users.274.113217

7871

NAME

+DATA/DB1/F785288BBCD1BA78E0533A0F1EACCD6F/DATAFILE/system.276.11321

77871

+DATA/DB1/F785288BBCD1BA78E0533A0F1EACCD6F/DATAFILE/sysaux.277.11321

77871

+DATA/DB1/F785288BBCD1BA78E0533A0F1EACCD6F/DATAFILE/undotbs1.275.113

2177871

+DATA/DB1/F785288BBCD1BA78E0533A0F1EACCD6F/DATAFILE/users.279.113217

7889

+DATA/DB1/F78529A14DD8BB18E0533A0F1EACB8ED/DATAFILE/system.281.11321

77889

+DATA/DB1/F78529A14DD8BB18E0533A0F1EACB8ED/DATAFILE/sysaux.282.11321

77889

+DATA/DB1/F78529A14DD8BB18E0533A0F1EACB8ED/DATAFILE/undotbs1.280.113

217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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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DB1/F78529A14DD8BB18E0533A0F1EACB8ED/DATAFILE/users.284.113217

7907

19 rows selected.

SQL> show pdbs

    CON_ID CON_NAME                       OPEN MODE  RESTRICTED

         2 PDB$SEED                       READ ONLY  NO

         3 DB1_PDB1                       READ WRITE NO

         4 DB1_PDB2                       READ WRITE NO

         5 DB1_PDB3                       READ WRITE NO

SQL>

17. DB 복구 위치를 +logs 디스크 그룹으로 설정합니다.

alter system set db_recovery_file_dest_size = 80G scope=both;

alter system set db_recovery_file_dest = '+LOGS' scope=both;

18. sqlplus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하고 아카이브 로그 모드를 설정합니다.

sqlplus /as sysdba.

shutdown immediate;

startup mount;

alter database archivelog;

alter database open;

이것으로 ONTAP 및 EC2 컴퓨팅 인스턴스의 Amazon FSx에서 Oracle 19c 버전 19.18 재시작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Oracle 제어 파일 및 온라인 로그 파일을 + 로그 디스크 그룹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화된 구축 옵션

NetApp은 이 솔루션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Ansible과 함께 완전 자동화된 솔루션 배포 툴킷을 릴리즈할 것입니다. 도구
키트의 가용성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릴리스 후 링크가 여기에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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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enter 서비스를 사용한 Oracle 데이터베이스 백업, 복원 및 클론 복제

을 참조하십시오 "Oracle용 SnapCenter 서비스" Oracle 데이터베이스 백업, 복원 및 NetApp BlueXP 콘솔을 사용한
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위치

이 문서에 설명된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 및/또는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새 데이터베이스 설치를 통해 독립 실행형 서버용 Oracle Grid Infrastructure 설치

"https://docs.oracle.com/en/database/oracle/oracle-database/19/ladbi/installing-oracle-grid-infrastructure-
for-a-standalone-server-with-a-new-database-installation.html#GUID-0B1CEE8C-C893-46AA-8A6A-
7B5FAAEC72B3"

• 응답 파일을 사용하여 Oracle 데이터베이스 설치 및 구성

"https://docs.oracle.com/en/database/oracle/oracle-database/19/ladbi/installing-and-configuring-oracle-
database-using-response-files.html#GUID-D53355E9-E901-4224-9A2A-B882070EDDF7"

• NetApp ONTAP용 Amazon FSx

"https://aws.amazon.com/fsx/netapp-ontap/"

• Amazon EC2

https://aws.amazon.com/pm/ec2/?trk=36c6da98-7b20-48fa-8225-
4784bced9843&sc_channel=ps&s_kwcid=AL!4422!3!467723097970!e!!g!!aws%20ec2&ef_id=Cj0KCQiA54
KfBhCKARIsAJzSrdqwQrghn6I71jiWzSeaT9Uh1-vY-VfhJixF-
xnv5rWwn2S7RqZOTQ0aAh7eEALw_wcB:G:s&s_kwcid=AL!4422!3!467723097970!e!!g!!aws%20ec2

AWS EC2 및 FSx Best Practices에 Oracle Database 구축

WP-7357: EC2 및 FSx Best Practices Introduction에서 Oracle Database Deployment를 참조하십시오

Allen Cao, Niyaz Mohamed, Jeffrey Steiner, NetApp

많은 미션 크리티컬 엔터프라이즈 Oracle 데이터베이스는 여전히 사내에서 호스팅되며, 많은
기업은 이러한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려고 합니다. 종종
이러한 Oracle 데이터베이스는 애플리케이션 중심이므로 많은 서비스형 데이터베이스 퍼블릭
클라우드 오퍼링에서 누락되는 사용자별 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는 고유한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고성능의 확장 가능한 컴퓨팅 및 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구축된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 Oracle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AWS
EC2 컴퓨팅 인스턴스 및 AWS FSx 스토리지 서비스는 미션 크리티컬 Oracle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구축 및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이 퍼즐의 누락된
조각일 수 있습니다.

Amazon EC2(Amazon Elastic Compute Cloud)는 클라우드에서 안전하고 크기 조정이 가능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는 웹 서비스입니다. 이 솔루션은 기업이 웹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간단한 Amazon EC2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최소한의 마찰로 용량을 확보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컴퓨팅
리소스를 완벽하게 제어하고 Amazon의 검증된 컴퓨팅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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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AP용 Amazon FSx는 업계 최고의 NetApp ONTAP 블록 및 파일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AWS 스토리지 서비스로,
NFS, SMB 및 iSCSI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스토리지 엔진을 사용하여 1밀리초 미만의 응답 시간, 수 Gbps의
처리량,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당 100,000 이상의 IOPS를 제공하는 미션 크리티컬 Oracle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AWS로 재배치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또한 FSx 스토리지 서비스에는 기본 복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온프레미스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AWS로 쉽게 마이그레이션하거나 미션 크리티컬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HA 또는 DR용 보조 AWS 가용성 영역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목표는 FSx 스토리지와 내부 시스템과 유사한 성능을 제공하는 EC2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프로세스, 절차 및 모범 사례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NetApp은 AWS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Oracle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를 구현, 구성, 관리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을 자동화하는 자동화 툴킷을 제공합니다.

솔루션 및 사용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개요 비디오 를 참조하십시오.

"AWS 및 FSx ONTAP, Part1 - 활용 사례 및 솔루션 아키텍처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현대화하십시오"

"다음은 솔루션 아키텍처입니다."

솔루션 아키텍처

"이전: 소개."

다음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은 FSx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는 AWS EC2 인스턴스에 고가용성
Oracle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보여 줍니다. 유사한 배포 체계이지만 다른 지역의 대기 구성을
재해 복구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 내에서 Oracle 컴퓨팅 인스턴스는 AWS EC2 인스턴스 콘솔을 통해 구축됩니다. 콘솔에서 여러 EC2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dHat Enterprise Linux 8과 함께 M5 Ami 이미지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기반 EC2
인스턴스 유형 및 최대 10Gbps의 네트워크 대역폭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FSx 볼륨의 Oracle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는 AWS FSx 콘솔 또는 CLI와 함께 구축됩니다. 이후에 Oracle
바이너리, 데이터 또는 로그 볼륨을 제공하고 EC2 인스턴스 Linux 호스트에 마운트합니다. 사용된 기본 스토리지
프로토콜에 따라 각 데이터 또는 로그 볼륨에 여러 개의 LUN이 할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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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x 스토리지 클러스터는 기본 스토리지 클러스터와 대기 스토리지 클러스터가 모두 두 개의 서로 다른 가용성 영역에
구축되도록 이중 중복성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볼륨은 모든 Oracle 바이너리, 데이터 및 로그 볼륨에 대해
사용자가 구성할 수 있는 간격으로 기본 FSx 클러스터에서 대기 FSx 클러스터로 복제됩니다.

이 고가용성 Oracle 환경은 Ansible 컨트롤러 노드와 SnapCenter 백업 서버 및 UI 툴을 사용하여 관리됩니다. Ansible
플레이북 기반 툴 키트를 사용하여 Oracle 설치, 구성, 복제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Oracle EC2 인스턴스 커널 운영
체제 또는 Oracle 패칭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를 병렬로 실행하여 운영 및 대기 상태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자동화 설정을 쉽게 확장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적인 Oracle 작업을 몇 가지 반복 수행할 수 있습니다.

SnapCenter는 Oracle 데이터베이스 시점 복구 또는 필요한 경우 운영 또는 대기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클론 복제를
위한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SnapCenter UI를 통해 Oracle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제를 스탠바이 FSx 스토리지에
구성하여 RTO 또는 RPO 목표에 따라 고가용성 또는 재해 복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Oracle RAC 및 Data Guard 구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대체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고려할 요인."

Oracle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고려해야 할 요인

"이전: 솔루션 아키텍처."

퍼블릭 클라우드는 다양한 컴퓨팅 및 스토리지 옵션을 제공하므로 정확한 유형의 컴퓨팅
인스턴스 및 스토리지 엔진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Oracle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된 컴퓨팅 및 스토리지 구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FSx 스토리지가 있는 EC2 인스턴스의 AWS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의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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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 성능

공용 클라우드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최적화하려면 올바른 VM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은
성능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EC2 M5 Series 인스턴스를 Oracle 구축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WS에서 Oracle용 RDS 인스턴스를 실행하는 데에도 같은 인스턴스 유형이 사용됩니다.

• 워크로드 특성에 따라 올바른 vCPU 및 RAM 조합을 선택합니다.

• VM에 스왑 공간을 추가합니다. 기본 EC2 인스턴스 구축은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하지 않은 스왑 공간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스토리지 레이아웃 및 설정

권장되는 스토리지 레이아웃은 다음과 같습니다.

• NFS 스토리지의 경우 권장되는 볼륨 레이아웃은 세 개의 볼륨입니다. 하나는 Oracle 바이너리용이고, 다른 하나는
Oracle 데이터 및 중복 제어 파일용이며, 다른 하나는 Oracle 액티브 로그, 아카이브 로그 및 제어 파일용입니다.

• iSCSI 스토리지의 경우 권장되는 볼륨 레이아웃은 Oracle 바이너리용 볼륨 1개, Oracle 데이터 및 중복 제어
파일용 볼륨 1개, Oracle 액티브 로그, 아카이브 로그 및 제어 파일용 볼륨 3개입니다. 그러나 각 데이터 및 로그
볼륨에는 4개의 LUN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LUN은 HA 클러스터 노드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 스토리지 IOPS 및 처리량의 경우 FSx 스토리지 클러스터의 프로비저닝된 IOPS 및 처리량에 대한 임계값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워크로드가 변경될 때마다 이러한 매개 변수를 즉석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자동 IOPS 설정은 할당된 스토리지 용량 또는 최대 80,000개의 사용자 정의 스토리지 용량(GiB)당
3IOPS입니다.

◦ 처리량 수준은 128, 256, 512, 1024, 2045Mbps와 같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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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토합니다 "NetApp ONTAP 성능을 위한 Amazon FSx" 처리량 및 IOPS 사이징 관련 문서

NFS 구성

가장 일반적인 운영 체제인 Linux에는 네이티브 NFS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Oracle은 Oracle에 기본적으로
통합된 직접 NFS(dNFS) 클라이언트를 제공합니다. Oracle은 20년 이상 NFSv3을 지원해 왔으며 NFSv4는 Oracle
12.1.0.2 이상에서 지원됩니다. NetApp 자동화 툴킷을 사용하여 자동화된 Oracle 구축은 NFSv3에서 dNFS를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기타 고려 사항:

• TCP 슬롯 테이블은 호스트 버스 어댑터(HBA) 큐 길이(queue depth)와 동등한 NFS의 기능입니다. 이들 테이블은
한 번에 수행될 수 있는 최대 NFS 작업의 수를 제어합니다. 기본값은 보통 16이며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기에 너무
낮습니다. 최신 Linux 커널에서는 반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요청을 통해 NFS 서버를 포화시키는 수준까지 TCP
슬롯 테이블의 한계를 자동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고 성능 문제를 방지하려면 TCP 슬롯 테이블을 제어하는 커널 매개 변수를 128로 조정합니다.

sysctl -a | grep tcp.*.slot_table

• 다음 표에는 Linux NFSv3 - 단일 인스턴스에 대한 권장 NFS 마운트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dNFS를 사용하기 전에 Oracle Doc 1495104.1에 설명된 패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Oracle 12c를 시작으로 DNFS에는 NFSv3, NFSv4, NFSv4.1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etApp
지원 정책은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v3 및 v4를 지원하지만 작성 당시에는 NFSv4.1이 Oracle dNFS에
사용하도록 지원되지 않습니다.

고가용성

솔루션 아키텍처에 설명된 대로 HA는 스토리지 레벨 복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Oracle의 시작 및 가용성은
컴퓨팅 및 스토리지를 얼마나 빠르게 가동 및 복구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주요 요소를 참조하십시오.

• 대기 컴퓨팅 인스턴스를 준비하고 두 호스트에 대한 Ansible 병렬 업데이트를 통해 기본 컴퓨팅 인스턴스와
동기화하십시오.

• 맨 마지막에 Oracle을 설치할 필요가 없도록 기본 볼륨에서 바이너리 볼륨을 복제하고 설치 및 패치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항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복제 빈도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하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복제 빈도와 스토리지
소비는 서로 상충됩니다.

• 자동화를 활용하여 복구를 수행하고 인적 오류 없이 신속하게 대기 상태로 전환합니다. NetApp은 이러한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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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자동화 툴킷을 제공합니다.

"다음: 배포 절차."

AWS EC2 및 FSx에서 Oracle Deployment Procedures를 단계별로 수행합니다

"이전: 솔루션 아키텍처."

EC2 콘솔을 통해 Oracle용 EC2 Linux 인스턴스를 구축합니다

AWS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먼저 AWS 환경을 설정해야 합니다. AWS 웹 사이트 랜딩 페이지의 문서 탭에는 AWS
EC2 콘솔을 통해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호스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Linux EC2 인스턴스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EC2 지침 링크가 제공됩니다. 다음 섹션은 이러한 단계를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AWS EC2 관련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AWS EC2 환경 설정

EC2 및 FSx 서비스에서 Oracle 환경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려면 AWS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한 세부 정보는 다음 AWS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Amazon EC2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주요 주제:

• AWS에 등록하십시오.

• 키 쌍을 생성합니다.

• 보안 그룹을 만듭니다.

AWS 계정 특성에 여러 가용성 영역 설정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Oracle 고가용성 구성의 경우 한 지역에서 최소 4개의 가용성 영역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여러 가용성 영역을 여러 지역에 배치하여 재해 복구에 필요한 거리를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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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데이터베이스를 호스팅하기 위한 EC2 인스턴스 생성 및 연결

자습서를 참조하십시오 "Amazon EC2 Linux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주요 주제:

• 개요.

• 필수 구성 요소.

• 1단계: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 2단계: 인스턴스에 연결합니다.

• 3단계: 인스턴스를 정리하십시오.

다음 스크린샷에서는 Oracle 실행을 위해 EC2 콘솔을 사용하여 M5 형식의 Linux 인스턴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1. EC2 대시보드에서 노란색 Launch Instance 버튼을 클릭하여 EC2 인스턴스 구축 워크플로우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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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단계에서 "Red Hat Enterprise Linux 8(HVM), SSD 볼륨 유형 - AMI-0b0af3577fe5e3532(64비트 x86)/AMI-
01fc429821bf1f4b4(64비트 ARM)"를 선택합니다.

3. 2단계에서 Oracle 데이터베이스 작업 부하에 따라 적절한 CPU 및 메모리 할당이 있는 M5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다음: 인스턴스 세부 정보 구성"을 클릭합니다.

4. 3단계에서 인스턴스를 배치할 VPC 및 서브넷을 선택하고 공용 IP 할당을 활성화합니다. "다음: 스토리지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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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단계에서 루트 디스크에 충분한 공간을 할당합니다. 스왑을 추가하려면 공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C2 인스턴스는 0 스왑 공간을 할당하며, 이 공간은 Oracle 실행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6. 5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인스턴스 식별용 태그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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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단계에서 기존 보안 그룹을 선택하거나 인스턴스에 대해 원하는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정책을 사용하여 새 보안
그룹을 생성합니다.

8. 7단계에서 인스턴스 구성 요약을 검토하고 시작을 클릭하여 인스턴스 배포를 시작합니다. 인스턴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키 쌍을 생성하거나 키 쌍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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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SH 키 쌍을 사용하여 EC2 인스턴스에 로그인합니다. 필요에 따라 키 이름과 인스턴스 IP 주소를 변경합니다.

ssh -i ora-db1v2.pem ec2-user@54.80.114.77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대로 지정된 가용성 영역에 2개의 EC2 인스턴스를 운영 및 대기 Oracle 서버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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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용 ONTAP 파일 시스템용 FSx를 프로비저닝합니다

EC2 인스턴스 구축은 운영 체제에 EBS 루트 볼륨을 할당합니다. ONTAP 파일 시스템용 FSX는 Oracle 바이너리,
데이터 및 로그 볼륨을 비롯한 Oracle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볼륨을 제공합니다. FSx 스토리지 NFS 볼륨은 AWS
FSx 콘솔 또는 Oracle 설치에서 프로비저닝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자동화 매개 변수 파일에서 구성할 때 볼륨을
할당하는 구성 자동화도 가능합니다.

ONTAP 파일 시스템용 FSx 생성

이 문서를 참조했습니다 https://["ONTAP 파일 시스템용 FSx 관리"^] ONTAP 파일 시스템용 FSx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요 고려 사항:

• SSD 스토리지 용량: 최소 1024GiB, 최대 192TiB

• 프로비저닝된 SSD IOPS입니다. 워크로드 요구사항에 따라 파일 시스템당 최대 80,000 SSD IOPS

• 처리량 용량:

• 관리자 fsxadmin/vsadmin 암호를 설정합니다. FSx 구성 자동화에 필요합니다.

• 백업 및 유지 관리. 자동 일일 백업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백업은 SnapCenter
일정을 통해 실행됩니다.

• SVM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SVM 관리 IP 주소와 프로토콜별 액세스 주소를 검색합니다. FSx 구성 자동화에
필요합니다.

기본 또는 대기 HA FSx 클러스터를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별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1. FSx 콘솔에서 파일 시스템 생성 을 클릭하여 FSx 프로비저닝 워크플로우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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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tApp ONTAP용 Amazon FSx 를 선택합니다. 다음 을 클릭합니다.

3. Standard Create를 선택하고 File System Details에서 파일 시스템의 이름을 Multi-AZ HA로 지정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에 따라 자동 또는 사용자 프로비저닝 IOPS 최대 80,000 SSD IOPS를 선택합니다. FSX
스토리지는 백엔드에서 최대 2TiB NVMe 캐싱과 함께 제공되므로 더욱 높은 측정 IOPS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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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트워크 및 보안 섹션에서 VPC, 보안 그룹 및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FSx 배포 전에 만들어야 합니다. FSx
클러스터(기본 또는 대기)의 역할에 따라 FSx 스토리지 노드를 적절한 영역에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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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 및 암호화 섹션에서 기본값을 적용하고 fsxadmin 암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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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VM 이름과 vsadmin 암호를 입력합니다.

7. 볼륨 구성은 비워 둡니다. 이 시점에서는 볼륨을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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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ummary 페이지를 검토하고 Create File System을 클릭하여 FSx 파일 시스템 프로비저닝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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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데이터베이스용 데이터베이스 볼륨 프로비저닝

을 참조하십시오 "ONTAP 볼륨용 FSx 관리 - 볼륨 생성" 를 참조하십시오.

주요 고려 사항:

• 데이터베이스 볼륨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합니다.

• 성능 구성을 위해 용량 풀 계층화 정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 NFS 스토리지 볼륨에 대해 Oracle dNFS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 iSCSI 스토리지 볼륨에 대한 다중 경로 설정

FSx 콘솔에서 데이터베이스 볼륨을 생성합니다

AWS FSx 콘솔에서 Oracle 데이터베이스 파일 스토리지용 볼륨 3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Oracle
바이너리용이고, 다른 하나는 Oracle 데이터용이고, 다른 하나는 Oracle 로그용입니다. 볼륨 이름이 올바른 식별을 위해
Oracle 호스트 이름(자동화 툴킷의 hosts 파일에 정의되어 있음)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예에서는 EC2
인스턴스의 일반적인 IP 주소 기반 호스트 이름 대신 db1을 EC2 Oracle 호스트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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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SI LUN 생성은 현재 FSx 콘솔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Oracle용 iSCSI LUN 구축의 경우 NetApp
자동화 툴킷을 통해 ONTAP용 자동화 를 사용하여 볼륨 및 LUN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FSx 데이터베이스 볼륨이 있는 EC2 인스턴스에 Oracle을 설치 및 구성합니다

NetApp 자동화 팀은 모범 사례에 따라 EC2 인스턴스에서 Oracle 설치 및 구성을 실행할 수 있는 자동화 키트를
제공합니다. 현재 버전의 자동화 키트는 기본 RU 패치 19.8을 사용하여 NFS에서 Oracle 19c를 지원합니다. 필요한
경우 자동화 키트를 다른 RU 패치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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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를 실행하도록 Ansible 컨트롤러를 준비합니다

다음 섹션의 지침을 따르십시오."Oracle 데이터베이스를 호스팅하기 위한 EC2 인스턴스 생성 및 연결"Ansible
컨트롤러를 실행할 작은 EC2 Linux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합니다. RedHat을 사용하는 대신 2vCPU 및 8G RAM을
사용하는 Amazon Linux T2.Large로 충분합니다.

NetApp Oracle 구현 자동화 툴킷을 살펴보십시오

1단계에서 EC2-USER로 프로비저닝한 EC2 Ansible 컨트롤러 인스턴스에 로그인하고 EC2-user 홈 디렉토리에서 "git
clone" 명령을 실행하여 자동화 코드 복사본을 복제합니다.

git clone https://github.com/NetApp-Automation/na_oracle19c_deploy.git

git clone https://github.com/NetApp-

Automation/na_rds_fsx_oranfs_config.git

자동화 툴킷을 사용하여 자동화된 Oracle 19c 구축을 실행합니다

자세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CLI 구축 Oracle 19c Database" CLI 자동화를 통해 Oracle 19c를 구축합니다. 호스트
액세스 인증에 암호 대신 SSH 키 쌍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북 실행을 위한 명령 구문이 약간 변경됩니다. 다음
목록은 요약 정보입니다.

1. 기본적으로 EC2 인스턴스는 액세스 인증을 위해 SSH 키 쌍을 사용합니다. Ansible 컨트롤러 자동화 루트 디렉토리
'/home/EC2-user/na_oracle19c_deploy' 및 '/home/EC2-user/na_RDS_FSX_oranfs_config’에서 단계에
구축된 Oracle 호스트에 대한 SSH 키 'accessstkey.pem’의 복사본을 만듭니다."Oracle 데이터베이스를
호스팅하기 위한 EC2 인스턴스 생성 및 연결있습니다."

2. EC2 인스턴스 DB 호스트에 EC2-USER로 로그인하여 python3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sudo yum install python3

3. 루트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16G 스왑 공간을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EC2 인스턴스는 0 스왑 공간을 만듭니다. 다음
AW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스왑 파일을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스왑 공간으로 사용할 메모리를
어떻게 할당합니까?".

4. Ansible 컨트롤러('cd/home/EC2-user/na_RDS_FSX_oranfs_config')로 돌아가서 적절한 요구 사항과
'linux_config' 태그를 사용하여 사전 클론 플레이북을 실행합니다.

ansible-playbook -i hosts rds_preclone_config.yml -u ec2-user --private

-key accesststkey.pem -e @vars/fsx_vars.yml -t requirements_config

ansible-playbook -i hosts rds_preclone_config.yml -u ec2-user --private

-key accesststkey.pem -e @vars/fsx_vars.yml -t linux_config

5. '/home/EC2-user/na_oracle19c_deploy-master' 디렉토리로 전환하고 README 파일을 읽은 다음 글로벌

53

https://docs.netapp.com/us-en/netapp-solutions/databases/cli_automation.html
https://docs.netapp.com/us-en/netapp-solutions/databases/cli_automation.html
https://docs.netapp.com/us-en/netapp-solutions/databases/cli_automation.html
https://aws.amazon.com/premiumsupport/knowledge-center/ec2-memory-swap-file/
https://aws.amazon.com/premiumsupport/knowledge-center/ec2-memory-swap-file/
https://aws.amazon.com/premiumsupport/knowledge-center/ec2-memory-swap-file/
https://aws.amazon.com/premiumsupport/knowledge-center/ec2-memory-swap-file/
https://aws.amazon.com/premiumsupport/knowledge-center/ec2-memory-swap-file/
https://aws.amazon.com/premiumsupport/knowledge-center/ec2-memory-swap-file/
https://aws.amazon.com/premiumsupport/knowledge-center/ec2-memory-swap-file/
https://aws.amazon.com/premiumsupport/knowledge-center/ec2-memory-swap-file/
https://aws.amazon.com/premiumsupport/knowledge-center/ec2-memory-swap-file/
https://aws.amazon.com/premiumsupport/knowledge-center/ec2-memory-swap-file/
https://aws.amazon.com/premiumsupport/knowledge-center/ec2-memory-swap-file/
https://aws.amazon.com/premiumsupport/knowledge-center/ec2-memory-swap-file/
https://aws.amazon.com/premiumsupport/knowledge-center/ec2-memory-swap-file/
https://aws.amazon.com/premiumsupport/knowledge-center/ec2-memory-swap-file/
https://aws.amazon.com/premiumsupport/knowledge-center/ec2-memory-swap-file/
https://aws.amazon.com/premiumsupport/knowledge-center/ec2-memory-swap-file/
https://aws.amazon.com/premiumsupport/knowledge-center/ec2-memory-swap-file/
https://aws.amazon.com/premiumsupport/knowledge-center/ec2-memory-swap-file/
https://aws.amazon.com/premiumsupport/knowledge-center/ec2-memory-swap-file/
https://aws.amazon.com/premiumsupport/knowledge-center/ec2-memory-swap-file/
https://aws.amazon.com/premiumsupport/knowledge-center/ec2-memory-swap-file/


'vars.yml' 파일에 관련 글로벌 매개 변수를 채웁니다.

6. host_name.yml 파일을 host_vars 디렉토리에 관련 파라미터로 채웁니다.

7. Linux용 플레이북을 실행하고 vsadmin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ansible-playbook -i hosts all_playbook.yml -u ec2-user --private-key

accesststkey.pem -t linux_config -e @vars/vars.yml

8. Oracle용 플레이북을 실행하고 vsadmin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ansible-playbook -i hosts all_playbook.yml -u ec2-user --private-key

accesststkey.pem -t oracle_config -e @vars/vars.yml

필요한 경우 SSH 키 파일의 사용 권한 비트를 400으로 변경합니다. host_vars' 파일의 Oracle 호스트
('abilities_host')를 EC2 인스턴스 공용 주소로 변경합니다.

기본 및 대기 FSx HA 클러스터 간에 SnapMirror를 설정합니다

고가용성 및 재해 복구를 위해 기본 및 대기 FSx 스토리지 클러스터 간에 SnapMirror 복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와 달리 FSx를 사용하면 원하는 빈도와 복제 처리량으로 스토리지 복제를 제어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가용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HA/DR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운영 FSx 스토리지 클러스터와 대기 FSx 스토리지 클러스터 간에 복제를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1. 기본 및 대기 클러스터 피어링을 설정합니다. fsxadmin 사용자로 운영 클러스터에 로그인하고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 상호 생성 프로세스는 운영 클러스터와 대기 클러스터 모두에서 create 명령을 실행합니다.
'standby_cluster_name’을 환경에 적합한 이름으로 바꿉니다.

cluster peer create -peer-addrs

standby_cluster_name,inter_cluster_ip_address -username fsxadmin

-initial-allowed-vserver-peers *

2. 기본 클러스터와 대기 클러스터 간에 SVM 피어링을 설정합니다. vsadmin 사용자로 운영 클러스터에 로그인하고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기본_vserver_name, 'standby_vserver_name', 'tandby_cluster_name’을 환경에
적합한 이름으로 바꾸십시오.

vserver peer create -vserver primary_vserver_name -peer-vserver

standby_vserver_name -peer-cluster standby_cluster_name -applications

snapmirror

3. 클러스터 및 SVM 발길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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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 FSx 클러스터의 각 소스 볼륨에 대해 스탠바이 FSx 클러스터에서 타겟 NFS 볼륨을 생성합니다. 환경에 맞게
볼륨 이름을 바꿉니다.

vol create -volume dr_db1_bin -aggregate aggr1 -size 50G -state online

-policy default -type DP

vol create -volume dr_db1_data -aggregate aggr1 -size 500G -state online

-policy default -type DP

vol create -volume dr_db1_log -aggregate aggr1 -size 250G -state online

-policy default -type DP

5. iSCSI 프로토콜을 데이터 액세스에 사용하는 경우 Oracle 바이너리, Oracle 데이터 및 Oracle 로그에 대한 iSCSI
볼륨 및 LUN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볼륨에 약 10%의 여유 공간을 남겨 둡니다.

vol create -volume dr_db1_bin -aggregate aggr1 -size 50G -state online

-policy default -unix-permissions ---rwxr-xr-x -type RW

lun create -path /vol/dr_db1_bin/dr_db1_bin_01 -size 45G -ostype linux

vol create -volume dr_db1_data -aggregate aggr1 -size 500G -state online

-policy default -unix-permissions ---rwxr-xr-x -type RW

lun create -path /vol/dr_db1_data/dr_db1_data_01 -size 100G -ostype

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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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 create -path /vol/dr_db1_data/dr_db1_data_02 -size 100G -ostype

linux

lun create -path /vol/dr_db1_data/dr_db1_data_03 -size 100G -ostype

linux

lun create -path /vol/dr_db1_data/dr_db1_data_04 -size 100G -ostype

linux

vol create-volume dr_db1_log-aggregate aggr1-size 250g-state online-policy default-unix-
permissions — rwxr-XR-x-type rw

lun create -path /vol/dr_db1_log/dr_db1_log_01 -size 45G -ostype linux

lun create -path /vol/dr_db1_log/dr_db1_log_02 -size 45G -ostype linux

lun create -path /vol/dr_db1_log/dr_db1_log_03 -size 45G -ostype linux

lun create -path /vol/dr_db1_log/dr_db1_log_04 -size 45G -ostype linux

6. iSCSI LUN의 경우 바이너리 LUN을 예로 사용하여 각 LUN에 대한 Oracle 호스트 이니시에이터에 대한 매핑을
생성합니다. 사용자 환경에 적합한 이름으로 igroup을 교체하고 각 추가 LUN에 대해 LUN-ID를 늘립니다.

lun mapping create -path /vol/dr_db1_bin/dr_db1_bin_01 -igroup ip-10-0-

1-136 -lun-id 0

lun mapping create -path /vol/dr_db1_data/dr_db1_data_01 -igroup ip-10-

0-1-136 -lun-id 1

7. 기본 데이터베이스 볼륨과 대기 데이터베이스 볼륨 사이에 SnapMirror 관계를 생성합니다. 해당 환경에 적합한
SVM 이름을 교체합니다

snapmirror create -source-path svm_FSxOraSource:db1_bin -destination

-path svm_FSxOraTarget:dr_db1_bin -vserver svm_FSxOraTarget -throttle

unlimited -identity-preserve false -policy MirrorAllSnapshots -type 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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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mirror create -source-path svm_FSxOraSource:db1_data -destination

-path svm_FSxOraTarget:dr_db1_data -vserver svm_FSxOraTarget -throttle

unlimited -identity-preserve false -policy MirrorAllSnapshots -type DP

snapmirror create -source-path svm_FSxOraSource:db1_log -destination

-path svm_FSxOraTarget:dr_db1_log -vserver svm_FSxOraTarget -throttle

unlimited -identity-preserve false -policy MirrorAllSnapshots -type DP

이 SnapMirror 설정은 NFS 데이터베이스 볼륨용 NetApp 자동화 툴킷을 사용하여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 툴킷은
NetApp 공개 GitHub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it clone https://github.com/NetApp-

Automation/na_ora_hadr_failover_resync.git

설정 및 페일오버 테스트를 시도하기 전에 README 지침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Oracle 바이너리를 기본 클러스터에서 대기 클러스터로 복제하면 Oracle 라이센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라이센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또는 복구 및 페일오버 시
Oracle을 설치 및 구성해야 합니다.

SnapCenter 배포

SnapCenter 설치

를 따릅니다 "SnapCenter 서버 설치" SnapCenter 서버를 설치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독립 실행형 SnapCenter
서버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SnapCenter SaaS 버전은 베타 검토 중이며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 NetApp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C2 Oracle 호스트용 SnapCenter 플러그인을 구성합니다

1. 자동화된 SnapCenter 설치 후 SnapCenter 서버가 설치된 Windows 호스트의 관리 사용자로 SnapCenter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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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왼쪽 메뉴에서 설정, 자격 증명 및 새로 만들기 를 차례로 클릭하여 SnapCenter 플러그인 설치를 위한 EC2 사용자
자격 증명을 추가합니다.

3. EC2 인스턴스 호스트에서 '/etc/ssh/sshd_config' 파일을 편집하여 EC2-user 암호를 재설정하고 암호 SSH 인증을
활성화합니다.

4. "Sudo 권한 사용"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EC2-user 암호를 재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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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름 확인을 위해 SnapCenter 서버 이름과 IP 주소를 EC2 인스턴스 호스트 파일에 추가합니다.

[ec2-user@ip-10-0-0-151 ~]$ sudo vi /etc/hosts

[ec2-user@ip-10-0-0-151 ~]$ cat /etc/hosts

127.0.0.1   localhost localhost.localdomain localhost4

localhost4.localdomain4

::1         localhost localhost.localdomain localhost6

localhost6.localdomain6

10.0.1.233  rdscustomvalsc.rdscustomval.com rdscustomvalsc

6. SnapCenter 서버 Windows 호스트에서 Windows 호스트 파일 'C:\Windows\System32\drivers\etc\hosts’에
EC2 인스턴스 호스트 IP 주소를 추가합니다.

10.0.0.151      ip-10-0-0-151.ec2.internal

7. 왼쪽 메뉴에서 호스트 > 관리 호스트 를 선택한 다음 추가 를 클릭하여 EC2 인스턴스 호스트를 SnapCenter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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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Database를 선택하고 제출하기 전에 기타 옵션을 클릭합니다.

사전 설치 검사 건너뛰기 를 선택합니다. Preinstall Checks(사전 설치 검사)를 건너뛰는지 확인한 다음 Save(저장)
후 Submit(제출)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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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확인 메시지가 표시되면 확인 및 제출 을 클릭합니다.

플러그인 구성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관리 호스트의 전체 상태가 실행 중 으로 표시됩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백업 정책을 구성합니다

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SnapCenter에서 데이터베이스 백업 정책을 설정합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 백업 정책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전체 스냅샷 Oracle 데이터베이스 백업에 대한 정책과 Oracle 아카이브 로그 전용 스냅샷 백업에 대한
정책을 생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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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정책에서 Oracle 아카이브 로그 잘라내기 기능을 활성화하여 로그 아카이브 공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HA 또는 DR을 위해 대기 위치에 복제해야 하는 경우 "2차 복제 옵션 선택"에서 "로컬 스냅샷
복사본을 생성한 후 SnapMirror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예약을 구성합니다

SnapCenter의 데이터베이스 백업은 사용자가 구성할 수 있으며 리소스 그룹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백업 간격은 RTO 및 RPO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체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몇 시간마다 실행하고 빠른
복구를 위해 10-15분 등의 높은 빈도로 로그 백업을 아카이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 Oracle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백업 정책을 구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합니다" 섹션에 생성된 백업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자세한 단계별 프로세스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백업 정책을 구성합니다 백업 작업
스케줄링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이미지는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도록 설정된 리소스 그룹의 예입니다.

"다음: 데이터베이스 관리."

EC2 및 FSx Oracle 데이터베이스 관리

"이전: 배포 절차."

AWS EC2 및 FSx 관리 콘솔 외에도 Ansible 제어 노드 및 SnapCenter UI 툴이 이 Oracle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Ansible 제어 노드를 사용하면 커널 또는 패치 업데이트를 위해 운영 인스턴스와 대기 인스턴스를 동기화된 상태로
유지하는 병렬 업데이트를 통해 Oracle 환경 구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NetApp 자동화 툴킷을 통해 페일오버,
재동기화 및 페일백을 자동화하여 Ansible을 통해 빠른 애플리케이션 복구 및 가용성을 아카이브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북을 사용하여 반복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작업을 실행하여 사람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SnapCenter UI 툴은 Oracle 데이터베이스용 SnapCenter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스냅샷 백업, 시점 복구,
데이터베이스 클론 복제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Oracle 플러그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데이터베이스용 SnapCenter 플러그인 개요".

다음 섹션에서는 SnapCenter UI를 통해 Oracle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스냅샷 백업

• 데이터베이스 시점 복원

• 데이터베이스 클론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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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클론 복제는 논리적 데이터 오류 또는 손상 시 데이터 복구를 위해 별도의 EC2 호스트에 운영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본을 생성하고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디버깅, 패치 검증 등에 클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냅샷 찍기

사용자가 구성한 간격으로 EC2/FSx Oracle 데이터베이스가 정기적으로 백업됩니다. 언제든지 한 번의 스냅샷 백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스냅샷 백업과 아카이브 로그 전용 스냅샷 백업에 모두 적용됩니다.

전체 데이터베이스 스냅샷 생성

전체 데이터베이스 스냅샷에는 데이터 파일, 제어 파일 및 아카이브 로그 파일을 포함한 모든 Oracle 파일이 포함됩니다.

1. SnapCenter UI에 로그인하고 왼쪽 메뉴에서 리소스 를 클릭합니다. 보기 드롭다운에서 자원 그룹 보기로
변경합니다.

2. 전체 백업 리소스 이름을 클릭한 다음 지금 백업 아이콘을 클릭하여 임시 백업을 시작합니다.

3. 백업을 클릭한 다음 백업을 확인하여 전체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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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의 리소스 보기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백업 복사본 페이지를 열어 일회성 백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전체 데이터베이스 백업에서는 데이터 볼륨용 스냅샷 하나와 로그 볼륨용 스냅샷 두 개를
생성합니다.

아카이브 로그 스냅샷 생성

아카이브 로그 스냅샷은 Oracle 아카이브 로그 볼륨에 대해서만 생성됩니다.

1. SnapCenter UI에 로그인하고 왼쪽 메뉴 모음에서 리소스 탭을 클릭합니다. 보기 드롭다운에서 자원 그룹 보기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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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 백업 리소스 이름을 클릭한 다음 지금 백업 아이콘을 클릭하여 아카이브 로그에 대한 임시 백업을 시작합니다.

3. 백업 을 클릭한 다음 백업 확인 을 클릭하여 아카이브 로그 백업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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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의 리소스 보기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백업 복사본 페이지를 열어 일회성 아카이브 로그 백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아카이브 로그 백업에서는 로그 볼륨에 대해 하나의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특정 시점으로 복원 중

동일한 EC2 인스턴스 호스트에서 특정 시점으로 SnapCenter 기반 복원이 실행됩니다. 복구를 수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SnapCenter 리소스 탭 > 데이터베이스 보기에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클릭하여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엽니다.

2. 데이터베이스 백업 사본과 복원할 원하는 시점을 선택합니다. 또한 해당 시점의 해당 SCN 번호를 표시합니다. 시점
복원은 시간 또는 SCN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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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그 볼륨 스냅샷을 강조 표시하고 마운트 버튼을 클릭하여 볼륨을 마운트합니다.

4. 로그 볼륨을 마운트할 운영 EC2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5. 마운트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EC2 인스턴스 호스트에서 해당 로그 볼륨과 마운트 지점
경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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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운트된 로그 볼륨에서 현재 아카이브 로그 디렉토리로 아카이브 로그를 복사합니다.

[ec2-user@ip-10-0-0-151 ~]$ cp /var/opt/snapcenter/sco/backup_mount/ip-

10-0-0-151_03-25-2022_11.15.01.1503_1/ORCL/1/db/ORCL_A/arch/*.arc

/ora_nfs_log/db/ORCL_A/arch/

7. SnapCenter 리소스 탭 > 데이터베이스 백업 페이지로 돌아가서 데이터 스냅샷 복사본을 강조 표시하고 복원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베이스 복원 워크플로우를 시작합니다.

8. "모든 데이터 파일" 및 "복원 및 복구에 필요한 경우 데이터베이스 상태 변경"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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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CN 또는 시간을 사용하여 원하는 복구 범위를 선택합니다. 6단계에서 설명된 대로 마운트된 아카이브 로그를 현재
로그 디렉토리에 복사하는 대신, 마운트된 아카이브 로그 경로는 복구를 위해 "외부 아카이브 로그 파일 위치 지정
"에 나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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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필요한 경우 실행할 옵션 처방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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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필요한 경우 실행할 선택적 애프터스크립트를 지정합니다. 복구 후 열려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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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작업 알림이 필요한 경우 SMTP 서버 및 이메일 주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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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작업 요약을 복원합니다. 마침 을 클릭하여 복원 작업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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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napCenter에서 복원을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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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C2 인스턴스 호스트에서 복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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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복구 로그 볼륨을 마운트 해제하려면 4단계의 단계를 역순으로 수행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클론 생성

다음 섹션에서는 SnapCenter 클론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여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대기 EC2 인스턴스로 데이터베이스
클론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1. SnapCenter에서 전체 백업 리소스 그룹을 사용하여 기본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스냅샷 백업을 수행합니다.

2. SnapCenter 리소스 탭 > 데이터베이스 보기에서 복제본을 생성할 기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백업
관리 페이지를 엽니다.

3. 4단계에서 생성한 로그 볼륨 스냅샷을 스탠바이 EC2 인스턴스 호스트에 마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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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제본에 대해 클론 복제할 스냅샷 복제본을 강조 표시하고 클론 버튼을 클릭하여 클론 절차를 시작합니다.

5. 기본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다르게 복제본 이름을 변경합니다. 다음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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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클론 호스트를 스탠바이 EC2 호스트로 변경하고 기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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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racle 홈 설정을 타겟 Oracle 서버 호스트에 대해 구성된 설정과 일치하도록 변경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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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간 또는 SCN 및 마운트된 아카이브 로그 경로를 사용하여 복구 지점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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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필요한 경우 SMTP 이메일 설정을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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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작업 요약을 클론하고 마침 을 클릭하여 클론 작업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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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클론 작업 로그를 검토하여 복제본 클론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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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된 데이터베이스는 즉시 SnapCenter에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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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Oracle 아카이브 로그 모드를 해제합니다. EC2 인스턴스에 Oracle 사용자로 로그인하여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sqlplus / as sysdba

shutdown immediate;

startup mount;

alter database noarchivelog;

alter database open;

대신 기본 Oracle 백업 복제본을 사용하여 동일한 절차를 통해 타겟 FSx 클러스터의 복제된 보조 백업
복제본에서 클론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HA가 대기 및 재동기화로 페일오버됩니다

대기 Oracle HA 클러스터는 컴퓨팅 계층 또는 스토리지 계층에서 운영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고가용성을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의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빈도로 인프라를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페일오버는 실제 장애로 인해 사용자 시뮬레이션하거나 트리거될 수 있습니다. 페일오버 프로세스는 동일하며
빠른 애플리케이션 복구를 위해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일오버 절차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1. 시뮬레이트된 페일오버의 경우 로그 스냅샷 백업을 실행하여 섹션에 설명된 대로 최신 트랜잭션을 대기 사이트로
플러시합니다 아카이브 로그 스냅샷 생성. 실제 장애로 인해 트리거된 페일오버의 경우 마지막으로 성공한 예약
로그 볼륨 백업을 사용하여 복구 가능한 마지막 데이터가 대기 사이트에 복제됩니다.

2. 기본 FSx 클러스터와 대기 FSx 클러스터 간의 SnapMirror를 중단하십시오.

3. 스탠바이 EC2 인스턴스 호스트에 복제된 대기 데이터베이스 볼륨을 마운트합니다.

4. 복제된 Oracle 바이너리가 Oracle 복구에 사용되는 경우 Oracle 바이너리를 다시 링크합니다.

5. 대기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가능한 마지막 아카이브 로그로 복구합니다.

6. 애플리케이션 및 사용자 액세스를 위해 대기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엽니다.

7. 실제 운영 사이트 장애의 경우 대기 Oracle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새로운 운영 사이트의 역할을 수행하며,
데이터베이스 볼륨을 사용하여 역방향 SnapMirror 방법을 사용하여 장애가 발생한 운영 사이트를 새로운 대기
사이트로 재구축할 수 있습니다.

8. 테스트 또는 검증을 위해 시뮬레이션된 운영 사이트 오류의 경우 테스트 연습을 완료한 후 대기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종료합니다. 그런 다음 대기 EC2 인스턴스 호스트에서 대기 데이터베이스 볼륨을 마운트 해제하고
운영 사이트에서 대기 사이트로 복제를 다시 동기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NetApp Automation Toolkit을 사용하여 퍼블릭 NetApp GitHub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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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 clone https://github.com/NetApp-

Automation/na_ora_hadr_failover_resync.git

설정 및 페일오버 테스트를 시도하기 전에 README 지침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다음: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사내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이전: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려운 작업입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사내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AWS EC2 컴퓨팅 및 FSx 스토리지 플랫폼을 통해 AWS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를 제공합니다.

ONTAP 스토리지는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Oracle 데이터베이스가 ONTAP 스토리지 어레이에 있는 경우 AWS FSx ONTAP 스토리지에 내장된
NetApp SnapMirror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복제를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NetApp
BlueXP 콘솔을 사용하여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온프레미스 인스턴스와 일치하는 타겟 컴퓨팅 EC2 인스턴스를 구축합니다.

2. FSx 콘솔에서 동일한 크기의 일치하는 데이터베이스 볼륨을 프로비저닝합니다.

3. FSx 데이터베이스 볼륨을 EC2 인스턴스에 마운트합니다.

4.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볼륨에서 타겟 FSx 데이터베이스 볼륨으로의 SnapMirror 복제를 설정합니다. 초기
동기화는 운영 소스 데이터를 이동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증분 업데이트는 훨씬 더
빠릅니다.

5. 전환 시 운영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여 모든 트랜잭션을 중지합니다. Oracle sqlplus CLI 인터페이스에서 Oracle
온라인 로그 스위치를 실행하고 SnapMirror 동기화가 타겟 볼륨에 마지막으로 아카이빙된 로그를 푸시하도록
허용합니다.

6. 미러링된 볼륨을 분할하고 타겟에서 Oracle 복구를 실행하고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옵니다.

7.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의 Oracle 데이터베이스에 지정

다음 비디오에서는 NetApp BlueXP 콘솔 및 SnapMirror 복제를 사용하여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사내에서 AWS
FSx/EC2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SnapMirror 및 BlueXP를 통해 사내에서 FSx/EC2로 Oracle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ONTAP 스토리지는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내 Oracle 데이터베이스가 ONTAP 이외의 타사 스토리지에서 호스팅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은
Oracle 데이터베이스 백업 복사본의 복원을 기반으로 합니다. 전환하기 전에 아카이브 로그를 재생하여 최신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AWS S3를 데이터베이스 이동 및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스테이징 스토리지 영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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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1. 사내 인스턴스와 유사한 새로운 EC2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합니다.

2. FSx 스토리지에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볼륨을 프로비저닝하고 EC2 인스턴스에 볼륨을 마운트합니다.

3. 디스크 레벨의 Oracle 백업 복사본을 생성합니다.

4. 백업 복사본을 AWS S3 스토리지로 이동합니다.

5. S3 스토리지에서 데이터와 아카이브 로그를 가져와 Oracle 제어 파일을 다시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복원 및
복구합니다.

6. 타겟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사내 소스 데이터베이스와 동기화합니다.

7. 전환 시 애플리케이션과 소스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종료합니다. 최근 몇 개의 아카이브 로그를 복사하여 대상
Oracle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여 최신 상태로 만듭니다.

8. 사용자 액세스를 위해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합니다.

9. 대상 데이터베이스로 애플리케이션을 리디렉션하여 전환을 완료합니다.

최대한의 가용성과 함께 PDB 재배치를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AWS FSx/EC2로 마이그레이션합니다

이 마이그레이션 방식은 PDB/CDB 멀티 테넌트 모델에 이미 배포된 Oracle 데이터베이스에 가장 적합하며 ONTAP
스토리지는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PDB 재배치 방법은 Oracle PDB 핫 클론 기술을 활용하여 소스
CDB와 대상 CDB 간에 PDB를 이동하는 동시에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합니다.

먼저, 사내에서 마이그레이션할 PDB를 호스팅할 충분한 스토리지를 가진 AWS FSx/EC2에서 CDB를 생성합니다.
여러 온프레미스 PDB를 한 번에 하나씩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1. 멀티 테넌트 PDB/CDB 모델이 아닌 단일 인스턴스에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가 배포된 경우 의 지침을 따릅니다
"멀티 테넌트 CDB에서 단일 인스턴스 비 CDB를 PDB로 변환합니다" 단일 인스턴스를 멀티 테넌트 PDB/CDB로
변환합니다. 그런 다음 다음 다음 단계에 따라 변환된 PDB를 AWS FSx/EC2에서 CDB로 마이그레이션합니다.

2. 멀티 테넌트 PDB/CDB 모델에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배포된 경우 의 지침을 따릅니다 "PDB 재배치를
통해 온프레미스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최대 가용성과 함께 PDB 재배치를 사용하여 Oracle 데이터베이스(PDB)를 FSx/EC2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온프레미스 Oracle PDB를 최대 가용성으로 AWS CDB로 마이그레이션합니다"

1단계와 2단계의 지침이 Azure 퍼블릭 클라우드의 맥락에서 설명되지만 이 절차는 변경 없이 AWS
클라우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NetApp 솔루션 자동화 팀에서는 사내에서 AWS 클라우드로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툴킷을 제공합니다.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PDB 재배치용 Oracle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툴킷을
다운로드합니다.

git clone https://github.com/NetApp-Automation/na_ora_aws_migration.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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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NetApp Files에서 Oracle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호

TR-4954: Azure NetApp Files에서 Oracle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호

Allen Cao, Niyaz Mohamed, NetApp

많은 미션 크리티컬 Oracle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가 여전히 사내에서 호스팅되며, 많은
기업에서 이러한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려고 합니다. 종종
이러한 Oracle 데이터베이스는 애플리케이션 중심이므로 많은 서비스형 데이터베이스 퍼블릭
클라우드 오퍼링에서 누락되는 사용자별 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는 고유한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고성능의 확장 가능한 컴퓨팅 및 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구축된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 Oracle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Azure
가상 머신 컴퓨팅 인스턴스 및 Azure NetApp Files 스토리지 서비스는 미션 크리티컬 Oracle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구축 및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퍼즐의 누락된 조각일 수 있습니다.

Azure 가상 시스템은 Azure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온디맨드 확장 가능한 컴퓨팅 리소스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선택 사항보다 컴퓨팅 환경에 대한 제어 능력이 더 필요한 경우 가상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Azure 가상
시스템은 컴퓨팅 또는 메모리 집약적인 워크로드에 관계없이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특정 구성으로
컴퓨터를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Azure 가상 네트워크의 가상 시스템은 보안 VPN 터널을 통해
조직의 네트워크에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Azure NetApp Files는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를 이전보다 더 빠르고 안전하게 클라우드로 이전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Microsoft 서비스입니다. 이 솔루션은 클라우드에서 Oracle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고성능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실제 IOPS 요구사항, 짧은 지연 시간, 고가용성, 높은 내구성, 대규모
관리 편의성을 반영하는 성능 계층을 제공합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백업, 복구 및 클로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Azure
NetApp Files는 Azure 데이터 센터 환경 내에서 실행되는 물리적 All-Flash NetApp ONTAP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므로 이러한 기능이 가능합니다. Azure NetApp Files는 Azure DC 및 포털에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으며, 고객은
동일한 편안한 그래픽 인터페이스 및 API를 사용하여 다른 Azure 개체와 마찬가지로 공유 파일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Azure NetApp 파일을 사용하면 추가 위험, 비용 또는 시간 없이 Azure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Azure 네이티브 엔터프라이즈 파일 서비스만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온프레미스 시스템과 비슷한 성능과 내구성을 제공하는 Azure 가상 머신 및 Azure NetApp Files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하여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구성 및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모범 사례
지침은 TR-4780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Databases on Microsoft Azure 를 참조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NetApp이 Azure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Oracle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의 구현, 구성, 데이터 보호, 마이그레이션 및
관리에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을 자동화하는 자동화 툴툴킷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동화 툴킷을 NetApp 퍼블릭 GitHub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NetApp - 자동화".

"다음은 솔루션 아키텍처입니다."

솔루션 아키텍처

"이전: 소개."

다음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은 Azure VM 인스턴스 및 Azure NetApp Files 스토리지에 가용성이
높은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환경 내에서 Oracle 컴퓨팅 인스턴스는 Azure 서비스 VM 콘솔을 통해 구축됩니다. 콘솔에서 여러 Azure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etApp은 예상 워크로드를 충족하는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Azure VM 인스턴스를 구축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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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Oracle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는 Azure 콘솔에서 사용 가능한 Azure NetApp Files 서비스와 함께 구축됩니다.
그런 다음 Oracle 바이너리, 데이터 또는 로그 볼륨이 제시되고 Azure VM 인스턴스 Linux 호스트에 마운트됩니다.

여러 측면에서 Azure 클라우드에 Azure NetApp Files를 구현하는 것은 RAID 및 이중 컨트롤러와 같은 다양한 내장
이중화 기능을 갖춘 사내 ONTAP 데이터 스토리지 아키텍처와 매우 유사합니다. 재해 복구의 경우 대기 사이트를 여러
지역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수준 복제(예: Oracle Data Guard)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기본
사이트와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 구현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테스트 검증에서 Oracle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대로 단일 Azure VM에 구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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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Oracle 환경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백업, 복구 및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NetApp에서 제공하는 툴
키트를 사용하여 자동화를 위해 Ansible 컨트롤러 노드를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Oracle Azure VM 인스턴스
운영 체제 커널 또는 Oracle 패칭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를 병렬로 수행하여 운영 및 대기 상태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툴킷을 손쉽게 확장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적인 Oracle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LI Ansible 컨트롤러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을 참조하십시오 "NetApp 솔루션 자동화" 시작하십시오.

"다음: 고려할 요인."

Oracle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고려해야 할 요인

"이전: 솔루션 아키텍처."

퍼블릭 클라우드는 다양한 컴퓨팅 및 스토리지 옵션을 제공하므로 정확한 유형의 컴퓨팅
인스턴스 및 스토리지 엔진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Oracle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된 컴퓨팅 및 스토리지 구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Azure NetApp Files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Azure 가상 머신 인스턴스의 Azure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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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의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VM 유형 및 사이징

공용 클라우드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최적화하려면 올바른 VM 유형 및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zure 가상 머신은 Oracle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를 호스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컴퓨팅 인스턴스를
제공합니다. Microsoft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zure의 가상 머신 크기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Azure 가상 머신 및
사이징 일반적으로, 중간 규모의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는 범용 Azure 가상 머신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용량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경우 메모리에 최적화된 Azure VM이 적합합니다. RAM이 많을수록 더 큰
Oracle SGA 또는 스마트 플래시 캐시를 구성하여 물리적 I/O를 줄이고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Azure NetApp Files는 Azure 가상 머신에 연결된 NFS 마운트로 작동하여 처리량을 늘리고 로컬 스토리지로 스토리지
최적화된 VM 처리량 한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zure NetApp Files에서 Oracle을 실행하면 라이센스 대상
Oracle CPU 코어 수 및 라이센스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TR-4780: Microsoft Azure의 Oracle
데이터베이스"섹션 7 - Oracle 라이센스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기타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로드 특성에 따라 올바른 vCPU 및 RAM 조합을 선택합니다. VM에서 RAM 크기가 증가하면 vCPU 코어 수도
증가합니다. vCPU 코어 수에 Oracle 라이센스 비용이 청구되므로 약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 VM에 스왑 공간을 추가합니다. 기본 Azure VM 배포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하지 않은 스왑 공간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Azure NetApp Files 성능

Azure NetApp Files 볼륨은 용량 풀에서 할당되며 고객은 Azure NetApp Files 스토리지 계정에서 용량 할당을
수행해야 합니다. 각 용량 풀은 다음과 같이 할당됩니다.

• 전반적인 성능 기능을 정의하는 서비스 수준.

• 해당 용량 풀에 대해 초기에 프로비저닝된 스토리지 용량 또는 계층입니다. 프로비저닝된 공간에 대한 총 최대
처리량을 정의하는 서비스 품질(QoS) 수준입니다.

서비스 수준과 처음에 용량 할당된 스토리지 용량은 특정 Oracle 데이터베이스 볼륨의 성능 수준을 결정합니다.

Azure NetApp Files에 대한 서비스 수준

Azure NetApp Files는 Ultra, Premium 및 Standard의 세 가지 서비스 수준을 지원합니다.

• * Ultra 스토리지. * 이 계층은 할당된 1TiB 볼륨 할당량당 최대 128MiBps의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 * 프리미엄 스토리지. * 이 계층은 할당된 1TiB 볼륨 할당량당 최대 64MiBps의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 * 표준 스토리지. * 이 계층은 할당된 1TiB 볼륨 할당량당 최대 16MiBps의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용량 풀 및 서비스 품질

원하는 서비스 수준마다 프로비저닝된 용량과 관련된 비용이 있으며 프로비저닝된 공간의 전체 최대 처리량을 정의하는
서비스 품질(QoS) 수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미엄 서비스 수준이 포함된 10TiB 프로비저닝된 단일 용량 풀은 이 용량 풀 내의 모든 볼륨에 대해
1064MBps의 전체 가용 처리량을 제공하므로 40,000MBps(16K) IOPS 또는 80,000,000(8K) IOPS가 가능합니다.

최소 용량 풀 크기는 4TiB입니다. 스토리지 요구사항 및 비용 관리를 위해 워크로드 요구사항의 변화에 따라 용량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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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1TiB 단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볼륨에서 서비스 수준을 계산합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 볼륨의 처리량 제한은 볼륨이 속한 용량 풀의 서비스 수준과 볼륨에 할당된 할당량의 조합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Oracle 데이터베이스 볼륨의 처리량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예제 1에서는 2TiB 할당량이 할당된 프리미엄 스토리지 계층이 있는 용량 풀의 볼륨에 128MiBps(2TiB * 64MiBps)의
처리량 제한이 할당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용량 풀 크기 또는 실제 볼륨 소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예제 2에서는 100GiB가 할당된 프리미엄 스토리지 계층이 있는 용량 풀의 볼륨에 6.25MiBps(0.09765625TiB *
64MiBps)의 처리량 제한이 할당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용량 풀 크기 또는 실제 볼륨 소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최소 볼륨 크기는 100GiB입니다.

스토리지 레이아웃 및 설정

권장되는 스토리지 레이아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규모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모든 Oracle 파일에 단일 볼륨 레이아웃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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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여러 개의 볼륨 레이아웃이 권장됩니다. 하나는 Oracle 데이터, 중복 제어 파일, 다른
하나는 Oracle 액티브 로그, 아카이브 로그 및 제어 파일용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새 호스트에 재배치하고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로컬 드라이브 대신 Oracle 바이너리에 대한 볼륨을 할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NFS 구성

가장 일반적인 운영 체제인 Linux에는 네이티브 NFS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Oracle은 Oracle에 기본적으로
통합된 직접 NFS(dNFS) 클라이언트를 제공합니다. Oracle dNFS는 OS 캐시를 우회하고 병렬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Oracle은 20년 이상 NFSv3을 지원해 왔으며 NFSv4는 Oracle 12.1.0.2 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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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됩니다.

dNFS(Oracle 11g 이후 사용 가능)를 사용하면 Azure Virtual Machine에서 실행되는 Oracle 데이터베이스가 네이티브
NFS 클라이언트보다 훨씬 더 많은 I/O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NetApp 자동화 툴킷을 사용하여 자동화된 Oracle 구축은
NFSv3에서 dNFS를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Oracle dNFS를 사용하는 Azure NetApp Files의 SLOB 벤치마크를 보여줍니다.

기타 고려 사항:

• TCP 슬롯 테이블은 호스트 버스 어댑터(HBA) 큐 길이(queue depth)와 동등한 NFS의 기능입니다. 이들 테이블은
한 번에 수행될 수 있는 최대 NFS 작업의 수를 제어합니다. 기본값은 보통 16이며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기에 너무
낮습니다. 최신 Linux 커널에서는 반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요청을 통해 NFS 서버를 포화시키는 수준까지 TCP
슬롯 테이블의 한계를 자동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고 성능 문제를 방지하려면 TCP 슬롯 테이블을 제어하는 커널 매개 변수를 128로 조정합니다.

sysctl -a | grep tcp.*.slot_table

• 다음 표에는 Linux NFSv3의 단일 인스턴스에 대해 권장되는 NFS 마운트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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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FS를 사용하기 전에 Oracle Doc 1495104.1에 설명된 패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Oracle 12c를 시작으로 DNFS에는 NFSv3, NFSv4, NFSv4.1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etApp
지원 정책은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v3 및 v4를 지원하지만 작성 당시에는 NFSv4.1이 Oracle dNFS에
사용하도록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음: 배포 절차."

Azure VM 및 Azure NetApp Files에 대한 단계별 Oracle 구축 절차

"이전: 고려할 요인."

Azure 포털 콘솔을 통해 Oracle용 ANF와 Azure VM을 구축합니다

Azure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먼저 Azure 계정 환경을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Azure Active Directory를 사용하기
위한 조직 등록이 포함됩니다. 다음 섹션은 이러한 단계를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Azure 관련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zure 리소스를 생성하고 사용합니다

Azure 환경을 설정하고 계정을 만들고 구독과 연결한 후 계정을 사용하여 Azure 포털에 로그인하여 Oracle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가상 네트워크 또는 VNET를 생성합니다

Azure VNet(Virtual Network)은 Azure의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VNET를 사용하면 Azure
VM(가상 머신)과 같은 여러 유형의 Azure 리소스를 사용하여 서로, 인터넷 및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Azure VM을 프로비저닝하기 전에 먼저 VNet(VM이 배포된)을 구성해야 합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Azure 포털을 사용하여 가상 네트워크를 생성합니다" VNET를 생성합니다.

ANF용 NetApp 스토리지 계정 및 용량 풀을 생성합니다

이 구축 시나리오에서는 Azure VM OS가 일반 Azure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프로비저닝되지만 ANF 볼륨은 NFS를
통해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하도록 프로비저닝됩니다. 먼저 NetApp 스토리지 계정과 스토리지 볼륨을 호스팅할
용량 풀을 생성해야 합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Azure NetApp Files를 설정하고 NFS 볼륨을 생성합니다" ANF 용량 풀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Oracle용 Azure VM을 프로비저닝합니다

워크로드를 기준으로 필요한 Azure VM 유형과 Oracle용 VM vCPU 및 RAM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A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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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에서 VM 아이콘을 클릭하여 VM 배포 워크플로를 시작합니다.

1. Azure VM 페이지에서 * 생성 * 을 클릭한 다음 * Azure 가상 머신 * 을 선택합니다.

2. 배포에 대한 구독 ID를 선택한 다음 리소스 그룹, 영역, 호스트 이름, VM 이미지, 크기, 및 인증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디스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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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S 로컬 이중화를 위해 * 프리미엄 SSD * 를 선택하고 데이터 디스크가 ANF 스토리지에서 마운트되므로 데이터
디스크를 비워 둡니다. 네트워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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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NET 및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외부 VM 액세스를 위한 공용 IP를 할당합니다. 그런 다음 관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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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에 대한 모든 기본값을 유지하고 고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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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자 지정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배포한 후 VM을 사용자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고급 페이지의 모든
기본값을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태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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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요한 경우 VM에 대한 태그를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검토 + 만들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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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포 워크플로는 구성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실행하고 유효성 검사가 통과한 경우 * Create * 를 클릭하여 VM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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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용 ANF 데이터베이스 볼륨 프로비저닝

Oracle 바이너리, 데이터 및 로그 볼륨에 대해 ANF 용량 풀에 대해 각각 3개의 NFS 볼륨을 생성해야 합니다.

1. Azure 콘솔의 Azure 서비스 목록에서 Azure NetApp Files 를 클릭하여 볼륨 생성 워크플로를 엽니다. ANF
스토리지 계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볼륨을 프로비저닝할 계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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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tApp 스토리지 계정에서 * 볼륨 * 을 클릭한 다음 * 볼륨 추가 * 를 클릭하여 새 Oracle 볼륨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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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M 호스트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하여 Oracle 볼륨을 식별한 다음 호스트에서 마운트 지점(예: Oracle 바이너리의
경우 u01, Oracle 데이터의 경우 u02, Oracle 로그의 경우 u03)을 확인합니다. VM과 동일한 VNet을 선택합니다.
Next(다음): Protocol(프로토콜) > * 를 클릭합니다.

4. NFS 프로토콜을 선택하고 허용된 클라이언트에 Oracle 호스트 IP 주소를 추가한 다음 모든 IP 주소 0.0.0.0/0을
허용하는 기본 정책을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 다음: 태그 >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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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한 경우 볼륨 태그를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 검토 + 생성 >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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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효성 검사에 통과하면 * Create * 를 클릭하여 볼륨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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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F가 있는 Azure VM에서 Oracle을 설치 및 구성합니다

NetApp 솔루션 팀은 Azure에서 Oracle을 원활하게 배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Ansible 기반 자동화 툴킷을
만들었습니다. Azure VM에 Oracle을 구축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Ansible 컨트롤러 설정

Ansible 컨트롤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을 참조하십시오 "NetApp 솔루션 자동화"Ansible 컨트롤러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Oracle 구축 자동화 툴킷을 제공합니다

Ansible 컨트롤러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하는 사용자 ID의 홈 디렉토리에 있는 Oracle 구축 툴킷 복사본을 복제합니다.

git clone https://github.com/NetApp-Automation/na_oracle19c_deploy.git

구성에 따라 툴킷을 실행합니다

를 참조하십시오 "CLI 구축 Oracle 19c Database" CLI를 사용하여 플레이북을 실행합니다. CLI가 아닌 Azure
콘솔에서 데이터베이스 볼륨을 생성할 때 글로벌 VAR 파일의 변수 구성에서 ONTAP 부분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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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킷 기본값은 RU 19.8과 함께 Oracle 19c를 구축합니다. 경미한 기본 구성 변경 사항이 있는 다른
모든 패치 수준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시드 데이터베이스 활성 로그 파일이 데이터
볼륨에 배포됩니다. 로그 볼륨에 활성 로그 파일이 필요한 경우 초기 구축 후 해당 로그 파일을
재이동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NetApp 솔루션 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Oracle용 애플리케이션 정합성 보장 스냅샷을 위해 AzAcSnap 백업 툴을 설정합니다

Azure Application-Consistent Snapshot Tool(AzAcSnap)은 스토리지 스냅샷을 생성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 정합성
보장 상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오케스트레이션을 처리하여 타사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명령줄
툴입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 상태로 되돌립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 호스트에 툴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설치 및 구성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AzAcSnap 도구를 설치합니다

1. 의 최신 버전을 가져옵니다 "AzArcSnap 설치 프로그램".

2. 다운로드한 자체 설치 프로그램을 대상 시스템에 복사합니다.

3. 기본 설치 옵션을 사용하여 루트 사용자로 자체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를 사용하여 파일을 실행

가능하게 만듭니다 chmod +x *.run 명령.

 ./azacsnap_installer_v5.0.run -I

Oracle 접속 구성을 구성합니다

스냅샷 도구는 Oracle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며 백업 모드를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이 있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필요합니다.

AzAcSnap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를 설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Oracle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를 설정하고 sqlplus를 사용하여 Oracle 데이터베이스 통신을 보여 줍니다.
예제 명령은 Oracle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AZACSNAP)를 설정하고 IP 주소,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적절하게
변경합니다.

1. Oracle 데이터베이스 설치에서 sqlplus를 실행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합니다.

su – oracle

sqlplus / AS SYSDBA

2.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CREATE USER azacsnap IDENTIFIED BY password;

3. 사용자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백업 모드로 설정할 수 있도록 AZACSNAP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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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 CREATE SESSION TO azacsnap;

GRANT SYSBACKUP TO azacsnap;

4. 기본 사용자의 암호 만료 기간을 무제한으로 변경합니다.

ALTER PROFILE default LIMIT PASSWORD_LIFE_TIME unlimited;

5.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azacsnap 연결을 확인합니다.

connect azacsnap/password

quit;

Oracle Wallet을 사용하여 DB 액세스를 위한 Linux-user azacsnap 구성

AzAcSnap 기본 설치는 azacsnap OS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Oracle Wallet에 저장된 암호를 사용하여 Oracle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위해 Bash 셸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1. 루트 사용자로 를 실행합니다 cat /etc/oratab 호스트에서 ORACLE_HOME 및 ORACLE_SID 변수를
식별하는 명령입니다.

cat /etc/oratab

2. azacsnap 사용자 bash 프로필에 oracle_home, oracle_SID, TNS_admin 및 경로 변수를 추가합니다. 필요에
따라 변수를 변경합니다.

echo "export ORACLE_SID=ORATEST" >> /home/azacsnap/.bash_profile

echo "export ORACLE_HOME=/u01/app/oracle/product/19800/ORATST" >>

/home/azacsnap/.bash_profile

echo "export TNS_ADMIN=/home/azacsnap" >> /home/azacsnap/.bash_profile

echo "export PATH=\$PATH:\$ORACLE_HOME/bin" >>

/home/azacsnap/.bash_profile

3. Linux 사용자 azacsnap로 전자지갑을 만듭니다. 전자지갑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sudo su - azacsnap

mkstore -wrl $TNS_ADMIN/.oracle_wallet/ -create

4. Oracle Wallet에 연결 문자열 자격 증명을 추가합니다. 다음 예제 명령에서 AZACSNAP는 AzAcSnap에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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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String, azacsnap은 Oracle Database User, AzPasswd1은 Oracle User의 데이터베이스 암호입니다.
전자지갑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다시 나타납니다.

mkstore -wrl $TNS_ADMIN/.oracle_wallet/ -createCredential AZACSNAP

azacsnap AzPasswd1

5. 를 생성합니다 tnsnames-ora 파일. 다음 명령 예에서는 호스트를 Oracle Database의 IP 주소로 설정하고 서버
SID를 Oracle Database SID로 설정해야 합니다.

echo "# Connection string

AZACSNAP=\"(DESCRIPTION=(ADDRESS=(PROTOCOL=TCP)(HOST=172.30.137.142)(POR

T=1521))(CONNECT_DATA=(SID=ORATST)))\"

" > $TNS_ADMIN/tnsnames.ora

6. 를 생성합니다 sqlnet.ora 파일.

echo "SQLNET.WALLET_OVERRIDE = TRUE

WALLET_LOCATION=(

    SOURCE=(METHOD=FILE)

    (METHOD_DATA=(DIRECTORY=\$TNS_ADMIN/.oracle_wallet))

) " > $TNS_ADMIN/sqlnet.ora

7. Wallet을 사용하여 Oracle 액세스를 테스트합니다.

sqlplus /@AZACSNAP as SYSBACKUP

8bf6bfb76bcf25b5e1bb9c1d4ede3d34

9fac4799a7cb503012dac3d131cf3c15

Copyright (c) 1982, 2019, Oracle. 모든 권리 보유.

연결 대상: Oracle Database 19c Enterprise Edition 릴리스 19.0.0.0.0 - 프로덕션 버전 19.8.0.0.0

sql> 을 클릭합니다

ANF 연결을 구성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Azure NetApp Files(VM과 통신)와의 통신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 Azure Cloud Shell 세션 내에서 기본적으로 서비스 보안 주체와 연결할 구독에 로그인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az account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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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이 올바르지 않으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az account set -s <subscription name or id>

3. 다음 예제와 같이 Azure CLI를 사용하여 서비스 보안 주체를 만듭니다.

az ad sp create-for-rbac --name "AzAcSnap" --role Contributor --scopes

/subscriptions/{subscription-id} --sdk-auth

예상 출력:

e8e3af5b539b9415092afd10fc182ff7

4. 출력 내용을 잘라내어 라는 파일에 붙여 넣습니다 oracle.json Linux user azacsnap user bin 디렉토리에
저장되고 적절한 시스템 권한으로 파일을 보호합니다.

JSON 파일의 형식이 위에서 설명한 대로 정확하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특히 큰따옴표로 묶인
URL(")을 사용하십시오.

AzAcSnap 도구 설정을 완료합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스냅샷 도구를 구성하고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성공 후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정합성 보장 스토리지
스냅샷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스냅샷 사용자 계정으로 변경합니다.

su - azacsnap

2. 명령 위치를 변경합니다.

cd /home/azacsnap/bin/

3. 스토리지 백업 세부 정보 파일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 생성됩니다 azacsnap.json 구성 파일.

azacsnap -c configure –-configuration new

Oracle 볼륨 3개가 필요한 경우의 결과:

849abd2456a4bd2ccddb94a12dfcc37d

fa7ad5b9d050b7a5baa27ffcd8863c42

44b11046a63da89febd351b4213758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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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6c4d13d5c9c936ac3ca975a729784f

e5e08e0b27271cd7952c3cd754436294

cec7485a9812da8e268c6d53917d0776

c63145a4ad8c93cb8bdff88f44cf483b

4. azacsnap Linux 사용자로서, Oracle 백업에 대해 azacsnap 테스트 명령을 실행합니다.

cd ~/bin

azacsnap -c test --test oracle --configfile azacsnap.json

예상 출력:

ce9bfcddebc567805a4fdb6bcdf15515

5. 첫 번째 스냅샷 백업을 실행합니다.

azacsnap -c backup –-volume data --prefix ora_test --retention=1

"다음: 데이터베이스 보호."

Azure 클라우드에서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합니다

"이전: 배포 절차."

저자: Allen Cao, NetApp 솔루션 엔지니어링

AzAcSnap 툴을 사용하여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스냅샷으로 백업합니다

Azure Application-Consistent Snapshot Tool(AzAcSnap)은 스토리지 스냅샷을 생성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 정합성
보장 상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오케스트레이션을 처리하여 타사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명령줄
도구입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운영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Oracle의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백업 모드로 전환하여 스냅샷을 생성한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백업 모드에서 해제합니다.

데이터 및 로그 볼륨을 백업합니다

스냅샷 명령을 실행하는 단순 셸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 호스트에서 백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crontab에서 실행되도록 스크립트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업 빈도는 원하는 RTO 및 RPO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냅샷을 자주 생성하면 스토리지 공간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백업 빈도와 공간 소비 빈도는 서로 상충됩니다.

데이터 볼륨은 일반적으로 로그 볼륨보다 더 많은 스토리지 공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볼륨에 대해 몇 시간마다
스냅샷을 생성하고 로그 볼륨에 대해 15-30분마다 더 자주 스냅샷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백업 스크립트 및 스케줄링에 대한 다음 예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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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볼륨 스냅샷의 경우:

 # /bin/sh

cd /home/azacsnap/bin

. ~/.bash_profile

azacsnap -c backup --volume data --prefix acao-ora01-data --retention 36

azacsnap -c backup --volume other --prefix acao-ora01-log --retention 250

로그 볼륨 스냅샷의 경우:

 # /bin/sh

cd /home/azacsnap/bin

. ~/.bash_profile

azacsnap -c backup --volume other --prefix acao-ora01-log --retention 250

68b7e37ef318c0e56eabf3e1aded4216

백업 설정 시 azacsnap.json 구성 파일, 바이너리 볼륨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볼륨을 에 추가합니다

dataVolume 및 모든 로그 볼륨을 에 otherVolume. 스냅샷의 최대 보존은 250개입니다.

스냅샷을 확인합니다

Azure Portal > Azure NetApp Files/volumes로 이동하여 스냅샷이 성공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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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로컬 백업에서 복원 및 복구

스냅샷 백업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소스 데이터베이스 볼륨과 함께 존재하고, 운영 데이터베이스 볼륨을 거의 즉시
롤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 서버에서 Oracle의 복원 및 복구

다음 예에서는 동일한 Oracle 호스트의 Azure 대시보드 및 CLI에서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복원 및 복구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1. aa30a622663e0f34541394e008fe82cd

ea16560565f3889db4dabf938628b462

Copyright (c) 1982, 2019, Oracle. 모든 권리 보유.

연결 대상: Oracle Database 19c Enterprise Edition 릴리스 19.0.0.0.0 - 프로덕션 버전 19.8.0.0.0

0409b2fce118cc126a532dea158d2943

bec6da77877c0793c1d3eb6c6896e98e

a5b83945adfd5370663cb2d9c4f31d09

6ba18fa8fa7d170dfd8fc80f0f3d39f7

d1d2dcb121f8bf8fd39724ea075c6409

a92090dde5e820fde0a68705ee3f2bd0

fd9736dfc88a182f9cb6e5f6a2b97487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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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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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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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insert a data marker to validate snapshot restore

12-SEP-22 07.07.35.000000 PM

2. 스냅샷 백업 후에 테이블을 삭제합니다.

07b56c53a9fec8c477afb0cb5f2394af

dcd4d50ecf59b4752c161f0ddc44df44

Copyright (c) 1982, 2019, Oracle. 모든 권리 보유.

연결 대상: Oracle Database 19c Enterprise Edition 릴리스 19.0.0.0.0 - 프로덕션 버전 19.8.0.0.0

bee0f13528c2f6f5b67053dc1e942328

cd85f26775e453b2177d5fcc6265b31d

07e18ec921a195478cdbab47d8d68d89

f06f4fbf6e3e0e45b0d4b241ceaf19c9

3. Azure NetApp Files 대시보드에서 로그 볼륨을 마지막으로 사용 가능한 스냅샷으로 복구합니다. 볼륨 되돌리기 *
를 선택합니다.

4. 되돌리기 볼륨을 확인하고 * Revert * 를 클릭하여 볼륨 재버전을 최신 사용 가능한 백업으로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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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 볼륨에 대해 동일한 단계를 반복하고 백업에 복구할 테이블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볼륨 버전을 다시 확인하고 "되돌리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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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컨트롤 파일의 복제본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컨트롤 파일을 다시 동기화하고 이전 컨트롤 파일을 사용 가능한 최신
복제본으로 대체합니다.

952cd3804f479f3c31f123d064ccbdf5

8. Oracle 서버 VM에 로그인하고 sqlplus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복구를 실행합니다.

07b56c53a9fec8c477afb0cb5f2394af

125ab5cbfb90c4a6d038bcca4da6fdc4

Copyright (c) 1982, 2019, Oracle. 모든 권리 보유.

010621501012cd31b6666d17dad683d2

6bd3f70e5ab38ca26f8cabd390e15fc0

424459a4363a5afdd1e45d31fcd11efe

db9afd3f7adaff3fe1135208fa6b6a09

abc467423916c8ee7c16f566b4ab4ca8

db9afd3f7adaff3fe1135208fa6b6a09

479d2dfa77fdcde3bfd41fcdebbca1ff

db9afd3f7adaff3fe1135208fa6b6a09

c76ff2f7e10a42adf7faec8f9e6faeab

0e98028493ec8c4a1d181c0d71c3ec7b

f6c9ea366c01da7d664a8c7c3813e0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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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9736dfc88a182f9cb6e5f6a2b97487

ID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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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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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insert a data marker to validate snapshot restore

12-SEP-22 07.07.35.000000 PM

SQL> select systimestamp from dual;

 SYSTIME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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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SEP-22 03.28.52.646977 PM +00:00

이 화면에서는 삭제된 테이블이 로컬 스냅샷 백업을 사용하여 복구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다음: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사내에서 Azure 클라우드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이전: 데이터베이스 보호."

Oracle이 단일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많은 조직에서
단일 인스턴스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멀티 테넌트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가용성 옵션을 사용하여 PDB라는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의 하위 집합을
클라우드로 손쉽게 재배치할 수 있으므로 마이그레이션 중에 가동 중지 시간이 최소화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Oracle 데이터베이스의 단일 인스턴스가 있는 경우 PDB 재배치를 시도하기 전에 먼저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멀티 테넌트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어느 시나리오에서든 온프레미스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Azure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멀티 테넌트 CDB에서 단일 인스턴스 비 CDB를 PDB로 변환합니다

여전히 단일 인스턴스 Oracle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경우 Oracle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단일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
지원을 중지하므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할지 여부와 관계없이 멀티 테넌트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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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차에서는 단일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를 플러깅 지원 데이터베이스 또는 PDB로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합니다.

1. 단일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호스트에 별도의 셸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ORACLE_HOME.

2. 단일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를 종료하고 읽기 전용 모드로 다시 시작합니다.

3. 를 실행합니다 DBMS_PDB.DESCRIBE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절차입니다.

BEGIN

  DBMS_PDB.DESCRIBE(

    pdb_descr_file => '/home/oracle/ncdb.xml');

END;

/

4. 단일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를 종료합니다.

5.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합니다.

6. 를 실행합니다 DBMS_PDB.CHECK_PLUG_COMPATIBILITY 비 CDB가 CDB와 호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SET SERVEROUTPUT ON

DECLARE

  compatible CONSTANT VARCHAR2(3) :=

    CASE DBMS_PDB.CHECK_PLUG_COMPATIBILITY(

           pdb_descr_file => '/disk1/oracle/ncdb.xml',

           pdb_name       => 'NCDB')

    WHEN TRUE THEN 'YES'

    ELSE 'NO'

END;

BEGIN

  DBMS_OUTPUT.PUT_LINE(compatible);

END;

/

출력이 Yes인 경우 비 CDB가 호환되며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NO인 경우 비 CDB는 호환되지 않으며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B_PLUG_IN_VIOLATIONS 호환되지
않는 이유를 보려면 를 참조하십시오. 계속하기 전에 모든 위반 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그레이드 또는
OPatch 유틸리티를 실행하여 모든 버전 또는 패치 불일치를 해결해야 합니다. 위반 사항을 수정한 후 를 실행합니다

DBMS_PDB.CHECK_PLUG_COMPATIBILITY 비 CDB가 CDB와 호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7. 단일 인스턴스 비 CDB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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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PLUGGABLE DATABASE ncdb USING '/home/oracle/ncdb.xml'

  COPY

  FILE_NAME_CONVERT = ('/disk1/oracle/dbs/', '/disk2/oracle/ncdb/')

;

호스트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를 참조하십시오 NOCOPY 옵션을 사용하여 PDB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PDB에 원래 데이터 파일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PDB로 플러그인을 연결한 후
단일 인스턴스 비 CDB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환 전에 백업을 생성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합니다.

8. 소스 단일 인스턴스 비 CDB와 대상 CDB 간의 버전이 다른 경우 변환 후 PDB 업그레이드를 시작합니다. 동일한
버전 변환의 경우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sqlplus / as sysdba;

alter session set container=ncdb;

alter pluggable database open upgrade;

exit;

dbupgrade -c ncdb -l /home/oracle

에서 업그레이드 로그 파일을 검토합니다 /home/oracle 디렉토리.

9. 플러그형 데이터베이스를 열고 PDB 플러그인 위반을 확인한 다음 잘못된 개체를 다시 컴파일합니다.

alter pluggable database ncdb open;

alter session set container=ncdb;

select message from pdb_plug_in_violations where type like '%ERR%' and

status <> 'RESOLVED';

$ORACLE_HOME/perl/bin/perl $ORACLE_HOME/rdbms/admin/catcon.pl -n 1 -c

'ncdb' -e -b utlrp -d $ORACLE_HOME/rdbms/admin utlrp.sql

10. 실행 noncdb_to_pdb.sql 데이터 사전을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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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plus / as sysdba

alter session set container=ncdb;

@$ORACLE_HOME/rdbms/admin/noncdb_to_pdb.sql;

컨테이너 DB를 종료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ncdb가 제한된 모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PDB 재배치를 통해 온프레미스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Azure로 마이그레이션합니다

Maximum-availability 옵션을 사용하는 Oracle PDB 재배치에서는 PDB 핫 클론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PDB가 타겟으로 복제되는 동안 소스 PDB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세션 및 연결이 대상 PDB로
자동으로 리디렉션됩니다. 따라서 재배치되는 PDB의 크기와 관계없이 가동 중지 시간이 최소화됩니다. NetApp은
마이그레이션 절차를 자동화하는 Ansible 기반 툴킷을 제공합니다.

1. 동일한 버전 및 패치 수준을 가진 Azure VM의 Azure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CDB를 생성합니다.

2. Ansible 컨트롤러에서 자동화 툴킷 복사본을 복제합니다.

git clone https://github.com/NetApp-Automation/na_ora_aws_migration.git

3. README 파일의 지침을 읽습니다.

4. 이름 확인을 위해 소스 및 타겟 Oracle 서버와 DB 서버 호스트의 구성 파일 모두에 대해 Ansible 호스트 변수
파일을 구성합니다.

5. Ansible 컨트롤러에 필수 구성 요소를 설치합니다.

ansible-playbook -i hosts requirements.yml

ansible-galaxy collection install -r collections/requirements.yml

--force

6. 온프레미스 서버에 대해 마이그레이션 전 작업을 실행합니다.

ansible-playbook -i hosts ora_pdb_relocate.yml -u admin -k -K -t

ora_pdb_relo_onprem

admin 사용자는 sudo 권한이 있는 온-프레미스 Oracle 서버 호스트의 관리 사용자입니다. admin
사용자는 암호로 인증됩니다.

7. 온프레미스에서 대상 Azure Oracle 호스트로 Oracle PDB 재배치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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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ible-playbook -i hosts ora_pdb_relocate.yml -u azureuser --private

-key db1.pem -t ora_pdb_relo_primary

Ansible 컨트롤러는 사내 또는 Azure 클라우드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는 사내 Oracle 서버
호스트 및 Azure Oracle VM 호스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 포트(예: 1521)는 사내
Oracle 서버 호스트와 Azure Oracle VM 호스트 간에 열려 있습니다.

추가 Oracle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옵션

추가 마이그레이션 옵션은 Microsoft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결정 프로세스".

NVA-1155: FC-Design 및 구축 가이드를 통해 FlexPod 데이터 센터 및 Cisco UCS 및
NetApp AFF A800에 대한 Oracle 19c RAC 데이터베이스

NetApp, Allen Cao

FC를 통한 FlexPod 데이터 센터 및 Cisco UCS와 NetApp AFF A800의 Oracle 19c RAC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
설계 및 구축 가이드는 Oracle Linux 8.2를 사용하는 최신 FlexPod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Oracle RAC 데이터베이스를
호스팅하기 위한 단계별 구축 프로세스와 솔루션 설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운영 체제 및 Red Hat 호환 커널.

"NVA-1155: FC를 통해 FlexPod 데이터 센터 및 Cisco UCS 및 NetApp AFF A800의 Oracle 19c RAC
데이터베이스"

TR-4250: SAP with Oracle on UNIX 및 NFS with NetApp Clustered Data ONTAP and
SnapManager for SAP 3.4

NetApp, Nils Bauer

TR-4250은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SAP 비즈니스 제품군 제품을 지원하는 스토리지 솔루션을 설계하는 데
따르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문서는 최신 SAP 솔루션을 사용하는 비즈니스 및 IT 리더가 직면한 일반적인 스토리지
인프라 설계, 구축, 운영 및 관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이 문서의 권장 사항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SAP
애플리케이션 또는 SAP 구축 규모와 범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TR-4250은 독자가 NetApp 및 SAP 제품의 기술과
운영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TR-4250은 NetApp, SAP, Oracle, 고객 기술 직원의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TR-4250: SAP with Oracle on UNIX 및 NFS with NetApp Clustered Data ONTAP and SnapManager for SAP
3.4"

Oracle Database 구축

TR-3633: ONTAP 기반 Oracle 데이터베이스

Jeffrey Steiner, NetApp

을 참조하십시오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IMT)" TR-3633에 지정된 환경, 구성 및 버전이 사용자 환경을 지원하는지
확인하려면

"TR-3633: ONTAP 기반 Oracle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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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개요

NFS에서 ONTAP용 Oracle19c의 자동 배포

조직은 효율성을 높이고, 구현을 앞당기고, 수동 작업을 줄이기 위해 환경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Ansible과 같은 구성
관리 툴을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에서는 Ansible을 사용하여
NetApp ONTAP을 사용하여 Oracle 19c의 프로비저닝과 구성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스토리지 관리자,
시스템 관리자 및 DBA가 새 스토리지를 일관성 있게 신속하게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성하며 Oracle 19c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설계 복잡성과 인적 오류를 제거하고 반복 가능한 일관된 구축 및 모범 사례를 구현합니다

•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DB 호스트 구성, Oracle 설치 시간 단축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시스템 및 스토리지 관리자의 생산성 향상

• 스토리지와 데이터베이스를 손쉽게 확장

NetApp은 고객에게 검증된 Ansible 모듈과 역할을 제공하여 Oracle 데이터베이스 환경의 구축, 구성,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가속합니다. 이 솔루션은 다음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 및 Ansible 플레이북 코드를 제공합니다.

• Oracle 데이터베이스용 ONTAP NFS 스토리지를 생성하고 구성합니다

• RedHat Enterprise Linux 7/8 또는 Oracle Linux 7/8 에 Oracle 19c를 설치합니다

• ONTAP NFS 스토리지에 Oracle 19c를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거나 시작하려면 아래의 개요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AWX/타워 배포

• 1부: 시작하기, 요구 사항, 자동화 세부 정보 및 초기 AWX/타워 구성

► https://docs.netapp.com/ko-kr/netapp-solutions/media/oracle_deployment_auto_v1.mp4 (video)

• 2부: 변수 및 Playbook 실행

► https://docs.netapp.com/ko-kr/netapp-solutions/media/oracle_deployment_auto_v2.mp4 (video)

CLI 배포

• 1부: 시작하기, 요구사항, 자동화 세부 정보 및 Ansible Control 호스트 설정

► https://docs.netapp.com/ko-kr/netapp-solutions/media/oracle_deployment_auto_v4.mp4 (video)

• 2부: 변수 및 Playbook 실행

► https://docs.netapp.com/ko-kr/netapp-solutions/media/oracle3.mp4 (video)

시작하기

이 솔루션은 AWX/Tower 환경 또는 Ansible 제어 호스트의 CLI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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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X/타워

AWX/Tower 환경의 경우 ONTAP 클러스터 관리 및 Oracle 서버(IP 및 호스트 이름)의 인벤토리 생성, 자격 증명 생성,
NetApp Automation GitHub에서 Ansible 코드를 가져오는 프로젝트 구성, 자동화를 시작하는 작업 템플릿 등이
있습니다.

1. 사용자 환경에 맞는 변수를 입력하고 이를 복사하여 작업 템플릿의 추가 VAR 필드에 붙여 넣습니다.

2. 추가 VAR이 작업 템플릿에 추가되면 자동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작업 템플릿은 ONTAP_config, Linux_config 및 Oracle_config에 대한 태그를 지정하여 3단계로 실행됩니다.

Ansible 제어 호스트를 통해 CLI

1. Ansible 제어 호스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Linux 호스트를 구성합니다"자세한 지침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2. Ansible 제어 호스트를 구성한 후 Ansible 자동화 저장소를 클론 복제할 수 있습니다.

3. ONTAP 클러스터 관리 및 Oracle 서버 관리 IP의 IP 및/또는 호스트 이름으로 hosts 파일을 편집합니다.

4. 해당 환경에 맞는 변수를 작성하고 복사하여 VAR.yml 파일에 붙여 넣습니다.

5. 각 Oracle 호스트에는 호스트별 변수를 포함하는 호스트 이름으로 식별되는 변수 파일이 있습니다.

6. 모든 변수 파일이 완료된 후 'ONTAP_config', 'linux_config', 'oracle_config’에 대한 태그를 지정하여 3단계로
플레이북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방법입니다 요구 사항

* Ansible 환경 * Ansible 제어 호스트가 될 AWX/Tower 또는 Linux 호스트

Ansible v. 2.10 이상

Python 3

Python 라이브러리 - NetApp-lib-xmltodictt-jmespath

* ONTAP * ONTAP 버전 9.3-9.7

두 개의 데이터 애그리게이트

NFS VLAN 및 ifgrp가 생성되었습니다

* Oracle 서버 * RHEL 7/8

Oracle Linux 7/8

NFS, 공용 및 선택적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Oracle 서버에 Oracle 설치 파일

자동화 세부 정보

이 자동 배포는 3개의 개별 역할로 구성된 단일 Ansible 플레이북을 통해 설계되었습니다. 역할은 ONTAP, Linux 및
Oracle 구성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표에서는 자동화되고 있는 작업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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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작업

ONTAP_구성 * 을 참조하십시오 ONTAP 환경 사전 점검

Oracle용 NFS 기반 SVM 생성

엑스포트 정책 생성

Oracle의 볼륨 생성

NFS LIF 생성

Linux_config * 마운트 지점을 생성하고 NFS 볼륨을 마운트합니다

NFS 마운트를 확인합니다

OS별 구성

Oracle 디렉토리를 생성합니다

HugePages를 구성합니다

SELinux 및 방화벽 데몬을 해제합니다

시간 기록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시작합니다

파일 설명자 하드 제한값을 늘립니다

PAM.d 세션 파일을 생성합니다

* oracle_config * Oracle 소프트웨어 설치

Oracle Listener를 생성합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Oracle 환경 구성

PDB 상태를 저장합니다

인스턴스 아카이브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DNFS 클라이언트를 활성화합니다

OS 재부팅 간에 데이터베이스 자동 시작 및 종료를 활성화합니다

기본 매개변수

자동화를 간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Oracle 구축 매개 변수를 기본값으로 사전 설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배포에서 기본 매개 변수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급 사용자는 기본 매개 변수를 주의 깊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 매개 변수는 각 역할 폴더의 defaults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배포 지침

시작하기 전에 다음 Oracle 설치 및 패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구축할 각 DB 서버의 모든 사용자에 대한 읽기, 쓰기 및
실행 액세스 권한이 있는 '/tmp/archive' 디렉토리에 배치합니다. 자동화 작업은 Oracle 설치 및 구성을 위해 특정
디렉토리에 명명된 설치 파일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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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X64_193000_db_home.zip -- 19.3 base installer

p31281355_190000_Linux-x86-64.zip -- 19.8 RU patch

p6880880_190000_Linux-x86-64.zip -- opatch version 12.2.0.1.23

라이센스

GitHub 리포지토리에 설명된 대로 라이센스 정보를 읽어야 합니다. 이 리포지토리의 콘텐츠에 액세스, 다운로드, 설치
또는 사용하면 라이선스 조항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저장소의 컨텐츠에서 파생 저작물을 생성 및/또는 공유하는 데는 특정 제한이 있습니다. 의 약관을 읽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라이센스" 콘텐츠를 사용하기 전에. 모든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 리포지토리에서 콘텐츠를 액세스,
다운로드 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준비가 되면 를 클릭합니다 "자세한 AWX/Tower 배치 절차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또는 "CLI 배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배포 절차

AWX/Tower 구축 Oracle 19c Database

환경의 인벤토리, 그룹, 호스트 및 자격 증명을 생성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NetApp 자동화 솔루션을 사용하는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 AWX/Ansible 타워에서 인벤토리, 그룹,
호스트, 액세스 자격 증명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 인벤토리를 구성합니다.

a. Resources(리소스) → Inventory(인벤토리) → Add(추가) 로 이동하고 Add Inventory(재고 추가) 를
클릭합니다.

b. 이름 및 조직 세부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을 클릭합니다.

c. 재고 페이지에서 생성된 재고를 클릭합니다.

d. 재고 변수가 있는 경우 변수 필드에 붙여 넣습니다.

e. Groups 하위 메뉴로 이동하여 Add를 클릭합니다.

f. ONTAP 그룹 이름을 입력하고 그룹 변수(있는 경우)를 붙여 넣은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g. Oracle에 대해 다른 그룹에 대해서도 이 프로세스를 반복합니다.

h. 생성된 ONTAP 그룹을 선택하고 Hosts 하위 메뉴로 이동한 다음 Add New Host를 클릭합니다.

i. ONTAP 클러스터 관리 IP의 IP 주소를 제공하고 호스트 변수(있는 경우)를 붙여 넣은 다음 저장 을 클릭합니다.

j. Oracle 그룹 및 Oracle 호스트 관리 IP/호스트 이름에 대해 이 프로세스를 반복해야 합니다.

2. 자격 증명 유형을 만듭니다. ONTAP와 관련된 솔루션의 경우 자격 증명 유형을 사용자 이름 및 암호 항목과
일치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a. Administration → Credential Types로 이동한 후 Add를 클릭합니다.

b.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c. 입력 구성에 다음 내용을 붙여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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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s:

  - id: username

    type: string

    label: Username

  - id: password

    type: string

    label: Password

    secret: true

  - id: vsadmin_password

    type: string

    label: vsadmin_password

    secret: true

d. 다음 내용을 주입기 구성에 붙여넣습니다.

extra_vars:

  password: '{{ password }}'

  username: '{{ username }}'

  vsadmin_password: '{{ vsadmin_password }}'

3. 자격 증명을 구성합니다.

a. Resources → Credentials로 이동한 후 Add를 클릭합니다.

b. ONTAP의 이름과 조직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c. ONTAP에 대해 만든 사용자 지정 자격 증명 유형을 선택합니다.

d. 세부 정보 입력 아래에 사용자 이름, 암호 및 vsadmin_password를 입력합니다.

e. 자격 증명으로 돌아가기 를 클릭하고 추가 를 클릭합니다.

f. Oracle의 이름 및 조직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g. 시스템 자격 증명 유형을 선택합니다.

h. 유형 세부 정보 에서 Oracle 호스트의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

i. 올바른 권한 에스컬레이션 방법을 선택하고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1. Resources → Projects로 이동하여 Add를 클릭합니다.

a. 이름 및 조직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b. 소스 제어 자격 증명 유형 필드에서 Git 를 선택합니다.

c. 를 입력합니다 <https://[] 소스 제어 URL입니다.

d. 저장 을 클릭합니다.

e. 소스 코드가 변경되면 프로젝트를 가끔 동기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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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host_VAR을 구성합니다

이 섹션에 정의된 변수는 각 개별 Oracle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됩니다.

1. 다음과 같은 내장된 Oracle hosts 변수 또는 host_vars 양식에 환경별 매개 변수를 입력합니다.

파란색 항목은 환경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호스트 VAR 구성

1. 파란색 필드에 모든 변수를 입력합니다.

2. 변수 입력을 완료한 후 양식의 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AWX 또는 타워로 전송할 모든 변수를 복사합니다.

3. AWX 또는 Tower로 돌아가서 Resources → Hosts 로 이동한 다음 Oracle 서버 구성 페이지를 선택하여 엽니다.

4. 세부 정보 탭에서 편집 을 클릭하고 1단계에서 복사한 변수를 YAML 탭의 변수 필드에 붙여 넣습니다.

5. 저장 을 클릭합니다.

6. 시스템에 있는 모든 추가 Oracle 서버에 대해 이 프로세스를 반복합니다.

글로벌 변수를 설정합니다

이 섹션에 정의된 변수는 모든 Oracle 호스트, 데이터베이스 및 ONTAP 클러스터에 적용됩니다.

1. 다음 임베디드 글로벌 변수 또는 VAR 양식에 환경별 매개 변수를 입력합니다.

파란색 항목은 환경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VAR

1. 파란색 필드에 모든 변수를 입력합니다.

2. 변수 입력을 완료한 후 양식의 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AWX 또는 Tower로 전송할 모든 변수를 다음 작업 템플릿으로
복사합니다.

작업 템플릿을 구성하고 시작합니다.

1. 작업 템플릿을 작성합니다.

a. Resources → Templates → Add로 이동하여 Add Job Template을 클릭합니다.

b.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c. 작업 유형을 선택합니다. Run은 Playbook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Check는 실제로 시스템을 구성하지
않고 Playbook을 건조하게 실행합니다.

d. Playbook의 해당 인벤토리, 프로젝트, 플레이북 및 자격 증명을 선택합니다.

e. All_Playbook.yml을 실행할 기본 플레이북으로 선택합니다.

f. 4단계에서 복사한 글로벌 변수를 YAML 탭의 템플릿 변수 필드에 붙여 넣습니다.

g. 작업 태그 필드에서 시작 시 프롬프트 표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h. 저장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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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 템플릿을 시작합니다.

a. 리소스 → 템플릿 으로 이동합니다.

b. 원하는 템플릿을 클릭한 다음 실행을 클릭합니다.

c. 작업 태그를 시작할 때 메시지가 나타나면 requirements_config 를 입력합니다. 작업 태그를 입력하려면
requirements_config 아래의 작업 태그 작성 줄을 클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quirements_config 다른 역할을 실행할 올바른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d. 다음 을 클릭한 다음 시작 을 클릭하여 작업을 시작합니다.

e. 보기 → 작업 을 클릭하여 작업 출력 및 진행률을 모니터링합니다.

f. 작업 태그를 시작할 때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ONTAP_config를 입력합니다. ONTAP_config 바로 아래에 있는
"작업 태그" 생성 라인을 클릭하여 작업 태그를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g. 다음 을 클릭한 다음 시작 을 클릭하여 작업을 시작합니다.

h. 보기 → 작업 을 클릭하여 작업 출력 및 진행률을 모니터링합니다

i. ONTAP_config 역할이 완료된 후 Linux_config에 대해 프로세스를 다시 실행하십시오.

j. 리소스 → 템플릿 으로 이동합니다.

k.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한 다음 실행을 클릭합니다.

l. Linux_config에서 작업 태그 유형을 시작할 때 메시지가 표시되면 Linux_config 바로 아래의 "작업 태그 생성"
행을 선택하여 작업 태그를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m. 다음 을 클릭한 다음 시작 을 클릭하여 작업을 시작합니다.

n. 보기 → 작업 을 선택하여 작업 출력 및 진행률을 모니터링합니다.

o. Linux_config 역할이 완료된 후 ORACLE_config에 대해 프로세스를 다시 실행하십시오.

p. 리소스 → 템플릿 으로 이동합니다.

q.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한 다음 실행을 클릭합니다.

r. 작업 태그 시작 시 메시지가 표시되면 ORACLE_config 를 입력합니다. 작업 태그를 입력하려면
ORACLE_config 바로 아래에 있는 "작업 태그 생성" 행을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s. 다음 을 클릭한 다음 시작 을 클릭하여 작업을 시작합니다.

t. 보기 → 작업 을 선택하여 작업 출력 및 진행률을 모니터링합니다.

동일한 Oracle 호스트에 추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플레이북의 Oracle 부분은 실행 당 Oracle 서버에 단일 Oracle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동일한 서버에
추가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host_vars 변수를 수정합니다.

a. 2단계 - Configure Oracle host_VAR로 돌아갑니다.

b. Oracle SID를 다른 명명 문자열로 변경합니다.

c. 수신기 포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합니다.

d. EM Express를 설치할 경우 EM Express 포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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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호스트 구성 세부 정보 탭의 Oracle 호스트 변수 필드에 수정된 호스트 변수를 복사하여 붙여 넣습니다.

2. ORACLE_config 태그만 사용하여 구축 작업 템플릿을 시작합니다.

Oracle 설치를 검증합니다

ps -ef | grep ora

설치가 예상대로 완료되고 Oracle DB가 시작되면 Oracle 프로세스가 나열됩니다

sqlplus / as sysdba

[oracle@localhost~]$sqlplus/as sysdba

SQL* Plus: 릴리스 19.0.0.0.0 - 5월 6일 목요일 프로덕션 12:52:51 2021년 버전 19.8.0.0.0

Copyright (c) 1982, 2019, Oracle. 모든 권리 보유.

연결 대상: Oracle Database 19c Enterprise Edition 릴리스 19.0.0.0.0 - 프로덕션 버전 19.8.0.0.0

sql> 을 클릭합니다

select name, log_mode from v$database;

sql> v$database에서 이름, log_mode 선택; name log_mode--------- ---------- CDB2 ARCHIVELOG

show pdbs;

sql > PDB 표시

    CON_ID CON_NAME                       OPEN MODE  RESTR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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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DB$SEED                       READ ONLY  NO

         3 CDB2_PDB1                      READ WRITE NO

         4 CDB2_PDB2                      READ WRITE NO

         5 CDB2_PDB3                      READ WRITE NO

col svrname form a30

col dirname form a30

select svrname, dirname, nfsversion from v$dnfs_ser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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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col svrname form a30 sql> col dirname form a30 sql> v$dnfs_servers에서 svrname, dirname, nfsversion을
선택합니다.

SVRNAME dirname NFSVERSION------------------------------------------------------------
------------------------------------------------------------ --------------- 172.21.126.200/rhelora03_u02 NFSv3.0
172.21.126.200/rhelora03_uNFSv03 3.0 172.21.126.200/rhelora03_u01 NFSv3.0

This confirms that dNFS is working properly.

sqlplus system@//localhost:1523/cdb2_pdb1.cie.netapp.com

[Oracle@localhost~]$sqlplus system@//localhost:1523/cdb2_pdb1.cie.netapp.com

SQL* Plus: 릴리스 19.0.0.0.0 - 5월 6일 13:19:57 2021년 11월 19일 버전 19.8.0.0.0의 목요일 프로덕션

Copyright (c) 1982, 2019, Oracle. 모든 권리 보유.

비밀번호 입력: 마지막으로 성공한 로그인 시간: 2021년 5월 5일 17:11:11-04:00

연결 대상: Oracle Database 19c Enterprise Edition 릴리스 19.0.0.0.0 - 프로덕션 버전 19.8.0.0.0

sql> show user is "system" sql> show con_name con_name CDB2_PDB1

This confirms that Oracle listener is working properly.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툴킷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에 가입하십시오 "NetApp 솔루션 자동화 커뮤니티는 여유 채널을 지원합니다" 질문
또는 질문을 게시할 수 있는 솔루션 자동화 채널을 찾아보십시오.

단계별 배포 절차

CLI 구축 Oracle 19c Database

이 섹션에서는 CLI를 사용하여 Oracle19c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하고 배포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설명합니다. 을(를)
검토했는지 확인합니다 "시작하기 및 요구 사항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적절히 대비했습니다.

Oracle19c repo 를 다운로드합니다

git clone https://github.com/NetApp-Automation/na_oracle19c_deploy.git

HOSTS 파일을 편집합니다

배포 전에 다음을 완료합니다.

1. 호스트 파일 na_oracle19c_deploy 디렉토리를 편집합니다.

133

https://netapppub.slack.com/archives/C021R4WC0LC
https://netapppub.slack.com/archives/C021R4WC0LC
https://netapppub.slack.com/archives/C021R4WC0LC
https://netapppub.slack.com/archives/C021R4WC0LC
https://netapppub.slack.com/archives/C021R4WC0LC
https://netapppub.slack.com/archives/C021R4WC0LC
https://netapppub.slack.com/archives/C021R4WC0LC
https://netapppub.slack.com/archives/C021R4WC0LC
https://netapppub.slack.com/archives/C021R4WC0LC
https://netapppub.slack.com/archives/C021R4WC0LC
https://netapppub.slack.com/archives/C021R4WC0LC
https://netapppub.slack.com/archives/C021R4WC0LC
https://netapppub.slack.com/archives/C021R4WC0LC


2. [ONTAP] 아래에서 IP 주소를 클러스터 관리 IP로 변경합니다.

3. [Oracle] 그룹에서 Oracle 호스트 이름을 추가합니다. 호스트 이름은 DNS 또는 호스트 파일을 통해 IP 주소로
확인되거나 호스트에 지정되어야 합니다.

4. 이 단계를 완료한 후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호스트 파일을 보여 줍니다.

이 예에서는 Playbook을 실행하고 두 개의 Oracle DB 서버에 동시에 Oracle 19c를 구축합니다. 하나의 DB
서버만으로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호스트 변수 파일만 구성하면 됩니다.

이 플레이북은 구축하는 Oracle 호스트 및 데이터베이스의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실행됩니다.

host_name.yml 파일을 host_vars에서 편집합니다

각 Oracle 호스트에는 호스트별 변수를 포함하는 호스트 이름으로 식별되는 호스트 변수 파일이 있습니다. 호스트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Host VAR Config 섹션에서 host_vars를 편집 및 복사하고 원하는 host_name.yml 파일에
붙여 넣습니다.

파란색 항목은 환경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호스트 VAR 구성

VAR.yml 파일을 편집합니다

VAR.yml 파일은 Oracle 구축을 위해 모든 환경 관련 변수(ONTAP, Linux 또는 Oracle)를 통합합니다.

• VAR 섹션에서 변수를 편집 및 복사하고 해당 변수를 'VAR.yml' 파일에 붙여 넣습니다.

VAR

플레이북을 실행합니다

필요한 환경 전제 조건을 완료하고 변수를 VAR.yml과 your_host.yml에 복사하면 이제 Playbook을 배포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용자 환경과 일치하도록 <username>을(를) 변경해야 합니다.

ansible-playbook -i hosts all_playbook.yml -u username -k -K -t

ontap_config -e @vars/vars.yml

ansible-playbook -i hosts all_playbook.yml -u username -k -K -t

linux_config -e @vars/vars.y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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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ible-playbook -i hosts all_playbook.yml -u username -k -K -t

oracle_config -e @vars/vars.yml

동일한 Oracle 호스트에 추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플레이북의 Oracle 부분은 실행 당 Oracle 서버에 단일 Oracle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동일한 서버에
추가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host_vars 변수를 수정합니다.

a. 3단계로 돌아가기 - host_vars에서 host_name.yml 파일을 편집합니다.

b. Oracle SID를 다른 명명 문자열로 변경합니다.

c. 수신기 포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합니다.

d. EM Express를 설치한 경우 EM Express 포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십시오.

e. 수정된 호스트 변수를 복사하여 'host_vars' 아래의 Oracle 호스트 변수 파일에 붙여넣습니다.

2. 위의 에 나와 있는 것처럼 "ORACLE_config" 태그를 사용하여 플레이북을 실행합니다 플레이북을 실행합니다.

Oracle 설치를 검증합니다

ps -ef | grep ora

설치가 예상대로 완료되고 Oracle DB가 시작되면 Oracle 프로세스가 나열됩니다

sqlplus / as sysdba

[oracle@localhost~]$sqlplus/as sysdba

SQL* Plus: 릴리스 19.0.0.0.0 - 5월 6일 목요일 프로덕션 12:52:51 2021년 버전 19.8.0.0.0

Copyright (c) 1982, 2019, Oracle. 모든 권리 보유.

연결 대상: Oracle Database 19c Enterprise Edition 릴리스 19.0.0.0.0 - 프로덕션 버전 19.8.0.0.0

sql> 을 클릭합니다

select name, log_mode from v$database;

sql> v$database에서 이름, log_mode 선택; name log_mode--------- ---------- CDB2 ARCHIVELOG

show pd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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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 PDB 표시

    CON_ID CON_NAME                       OPEN MODE  RESTR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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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DB$SEED                       READ ONLY  NO

         3 CDB2_PDB1                      READ WRITE NO

         4 CDB2_PDB2                      READ WRITE NO

         5 CDB2_PDB3                      READ WRITE NO

col svrname form a30

col dirname form a30

select svrname, dirname, nfsversion from v$dnfs_servers;

sql> col svrname form a30 sql> col dirname form a30 sql> v$dnfs_servers에서 svrname, dirname, nfsversion을
선택합니다.

SVRNAME dirname NFSVERSION------------------------------------------------------------
------------------------------------------------------------ --------------- 172.21.126.200/rhelora03_u02 NFSv3.0
172.21.126.200/rhelora03_uNFSv03 3.0 172.21.126.200/rhelora03_u01 NFSv3.0

This confirms that dNFS is working properly.

sqlplus system@//localhost:1523/cdb2_pdb1.cie.netapp.com

[Oracle@localhost~]$sqlplus system@//localhost:1523/cdb2_pdb1.cie.netapp.com

SQL* Plus: 릴리스 19.0.0.0.0 - 5월 6일 13:19:57 2021년 11월 19일 버전 19.8.0.0.0의 목요일 프로덕션

Copyright (c) 1982, 2019, Oracle. 모든 권리 보유.

비밀번호 입력: 마지막으로 성공한 로그인 시간: 2021년 5월 5일 17:11:11-04:00

연결 대상: Oracle Database 19c Enterprise Edition 릴리스 19.0.0.0.0 - 프로덕션 버전 19.8.0.0.0

sql> show user is "system" sql> show con_name con_name CDB2_PDB1

This confirms that Oracle listener is working properly.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툴킷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에 가입하십시오 "NetApp 솔루션 자동화 커뮤니티는 여유 채널을 지원합니다" 질문
또는 질문을 게시할 수 있는 솔루션 자동화 채널을 찾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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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보호

솔루션 개요

Oracle 데이터베이스용 자동화된 데이터 보호

조직은 효율성을 높이고, 구현을 앞당기고, 수동 작업을 줄이기 위해 환경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Ansible과 같은 구성
관리 툴을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에서는 Ansible을 사용하여
NetApp ONTAP을 통해 Oracle의 데이터 보호를 자동화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스토리지 관리자, 시스템 관리자 및
DBA가 오프사이트 데이터 센터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 복제를 일관되고 신속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설계 복잡성과 인적 오류를 제거하고 반복 가능한 일관된 구축 및 모범 사례를 구현합니다

• 클러스터 간 복제, CVO 인스턴스화 및 Oracle 데이터베이스 복구 구성 시간 단축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시스템 및 스토리지 관리자의 생산성 향상

• DR 시나리오의 테스트를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복구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NetApp은 고객에게 검증된 Ansible 모듈과 역할을 제공하여 Oracle 데이터베이스 환경의 구축, 구성,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가속합니다. 이 솔루션은 다음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 및 Ansible 플레이북 코드를 제공합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온프레미스 복제까지

• 소스와 대상에 대한 인터클러스터 LIF를 만듭니다

• 클러스터 및 SVM 피어링 설정

• Oracle 볼륨의 SnapMirror를 생성하고 초기화합니다

• Oracle 바이너리, 데이터베이스 및 로그용 AWX/Tower를 통해 복제 일정을 생성합니다

• 대상에서 Oracle DB를 복원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온프레미스에서 AWS의 CVO로

• AWS 커넥터를 생성합니다

• AWS에서 CVO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 Cloud Manager에 온프레미스 클러스터 추가

• 소스에 대한 인터클러스터 LIF를 만듭니다

• 클러스터 및 SVM 피어링 설정

• Oracle 볼륨의 SnapMirror를 생성하고 초기화합니다

• Oracle 바이너리, 데이터베이스 및 로그용 AWX/Tower를 통해 복제 일정을 생성합니다

• 대상에서 Oracle DB를 복원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거나 시작하려면 아래의 개요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AWX/타워 배포

• 1부: TBD

137



비디오

• 2부: TBD

비디오

준비가 되면 를 클릭합니다 "여기 에서 솔루션 시작 을 확인하십시오".

시작하기

이 솔루션은 AWX/Tower 환경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WX/타워

AWX/Tower 환경의 경우 ONTAP 클러스터 관리 및 Oracle 서버(IP 및 호스트 이름)의 인벤토리 생성, 자격 증명 생성,
NetApp Automation GitHub에서 Ansible 코드를 가져오는 프로젝트 구성, 자동화를 시작하는 작업 템플릿 등이
있습니다.

1. 이 솔루션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나리오(사내-사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사내-퍼블릭 클라우드 간 Cloud
Volumes ONTAP[CVO])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사용자 환경에 맞는 변수를 입력하고 이를 복사하여 작업 템플릿의 추가 VAR 필드에 붙여 넣습니다.

3. 추가 VAR이 작업 템플릿에 추가되면 자동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자동화는 3단계(설정, Oracle 바이너리, 데이터베이스, 로그 및 로그용 복제 일정)와 DR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하기 위한 4단계로 구성됩니다.

5. CVO 데이터 보호에 필요한 키 및 토큰을 얻기 위한 자세한 지침은 을 참조하십시오 "CVO 및 Connector 구축을
위한 사전 요구 사항을 수집합니다"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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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class="big">온프레미스</strong><strong>|</strong>

방법입니다 요구 사항

* Ansible 환경 * AWX/타워

Ansible v. 2.10 이상

Python 3

Python 라이브러리 - NetApp-lib-xmltodictt-jmespath

* ONTAP * ONTAP 버전 9.8 이상

두 개의 데이터 애그리게이트

NFS VLAN 및 ifgrp가 생성되었습니다

* Oracle 서버 * RHEL 7/8

Oracle Linux 7/8

NFS, 공용 및 선택적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소스의 기존 Oracle 환경과 대상(DR 사이트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동급 Linux
운영 체제

strong class="big">CVO</strong>

방법입니다 요구 사항

* Ansible 환경 * AWX/타워

Ansible v. 2.10 이상

Python 3

Python 라이브러리 - NetApp-lib-xmltodictt-jmespath

* ONTAP * ONTAP 버전 9.8 이상

두 개의 데이터 애그리게이트

NFS VLAN 및 ifgrp가 생성되었습니다

* Oracle 서버 *
RHEL 7/8

Oracle Linux 7/8

NFS, 공용 및 선택적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소스의 기존 Oracle 환경과 대상(DR 사이트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동급 Linux
운영 체제

Oracle EC2 인스턴스에 적절한 스왑 공간을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부 EC2
인스턴스는 0 스왑으로 구축됩니다

* Cloud Manager/AWS * AWS 액세스/비밀 키

NetApp Cloud Manager 계정

NetApp Cloud Manager 업데이트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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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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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class="big">온프레미스</strong><strong>|</strong>

이 자동 배포는 3개의 개별 역할로 구성된 단일 Ansible 플레이북을 통해 설계되었습니다. 역할은 ONTAP, Linux
및 Oracle 구성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표에서는 자동화되고 있는 작업을 설명합니다.

플레이북 작업

* ONTAP_설정 * ONTAP 환경 사전 점검

소스 클러스터에서 Intercluster LIF 생성(선택 사항)

대상 클러스터에 Intercluster LIF 생성(선택 사항)

클러스터 및 SVM 피어링 생성

대상 SnapMirror 생성 및 지정된 Oracle 볼륨의 초기화

* ora_replication_cg * /etc/oratab의 각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백업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Oracle 바이너리 및 데이터베이스 볼륨의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SnapMirror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tc/oratab에서 각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모드를 해제합니다

* ora_replication_log * /etc/oratab에 있는 각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로그를 전환합니다

Oracle Log 볼륨의 스냅숏입니다

SnapMirror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ora_RECOVERY * SnapMirror를 꺾습니다

NFS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타겟에서 Oracle 볼륨에 대한 접합 경로를 생성합니다

DR Oracle 호스트를 구성합니다

Oracle 볼륨을 마운트하고 확인합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 복구 및 시작

strong class="big">CVO</strong>

이 자동 배포는 3개의 개별 역할로 구성된 단일 Ansible 플레이북을 통해 설계되었습니다. 역할은 ONTAP, Linux
및 Oracle 구성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표에서는 자동화되고 있는 작업을 설명합니다.

플레이북 작업

* cvo_setup * 환경 사전 점검

AWS 구성/AWS 액세스 키 ID/비밀 키/기본 지역

AWS 역할 생성

AWS에서 NetApp Cloud Manager Connector 인스턴스 생성

AWS에서 CVO(Cloud Volumes ONTAP) 인스턴스 생성

NetApp Cloud Manager에 온프레미스 소스 ONTAP 클러스터를
추가하십시오

대상 SnapMirror 생성 및 지정된 Oracle 볼륨의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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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북 작업

* ora_replication_cg * /etc/oratab의 각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백업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Oracle 바이너리 및 데이터베이스 볼륨의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SnapMirror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tc/oratab에서 각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모드를 해제합니다

* ora_replication_log * /etc/oratab에 있는 각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로그를 전환합니다

Oracle Log 볼륨의 스냅숏입니다

SnapMirror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ora_RECOVERY * SnapMirror를 꺾습니다

NFS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타겟 CVO에서 Oracle 볼륨의 접합 경로를
생성합니다

DR Oracle 호스트를 구성합니다

Oracle 볼륨을 마운트하고 확인합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 복구 및 시작

기본 매개변수

자동화를 간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Oracle 매개 변수를 기본값으로 사전 설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배포에서 기본 매개 변수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급 사용자는 기본 매개 변수를 주의 깊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 매개 변수는 각 역할 폴더의 defaults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라이센스

GitHub 리포지토리에 설명된 대로 라이센스 정보를 읽어야 합니다. 이 리포지토리의 콘텐츠에 액세스, 다운로드, 설치
또는 사용하면 라이선스 조항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저장소의 컨텐츠에서 파생 저작물을 생성 및/또는 공유하는 데는 특정 제한이 있습니다. 의 약관을 읽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라이센스" 콘텐츠를 사용하기 전에. 모든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 리포지토리에서 콘텐츠를 액세스,
다운로드 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준비가 되면 를 클릭합니다 "자세한 AWX/Tower 절차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단계별 배포 절차

AWX/Tower Oracle 데이터 보호

환경에 대한 인벤토리, 그룹, 호스트 및 자격 증명을 생성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NetApp 자동화 솔루션을 사용하는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 AWX/Ansible 타워에서 인벤토리, 그룹,
호스트, 액세스 자격 증명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 인벤토리를 구성합니다.

a. Resources(리소스) → Inventory(인벤토리) → Add(추가) 로 이동하고 Add Inventory(재고 추가)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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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름 및 조직 세부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을 클릭합니다.

c. 재고 페이지에서 생성된 재고를 클릭합니다.

d. Groups 하위 메뉴로 이동하여 Add를 클릭합니다.

e. 첫 번째 그룹에 대해 Oracle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 을 클릭합니다.

f. DR_ORACLE이라는 두 번째 그룹에 대해 이 프로세스를 반복합니다.

g. 생성된 Oracle 그룹을 선택하고 Hosts 하위 메뉴로 이동한 다음 Add New Host를 클릭합니다.

h. 소스 Oracle 호스트 관리 IP의 IP 주소를 제공하고 Save를 클릭합니다.

i. DR_Oracle 그룹에 대해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고 DR/대상 Oracle 호스트의 관리 IP/호스트 이름을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은 ONTAP 온프레미스 또는 AWS의 CVO에 대한 자격 증명 유형 및 자격 증명을 생성하는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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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1. 자격 증명을 구성합니다.

2. 자격 증명 형식을 만듭니다. ONTAP와 관련된 솔루션의 경우 자격 증명 유형을 사용자 이름 및 암호 항목과
일치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a. Administration → Credential Types로 이동한 후 Add를 클릭합니다.

b.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c. 입력 구성에 다음 내용을 붙여 넣습니다.

fields:

  - id: dst_cluster_username

    type: string

    label: Destination Cluster Username

  - id: dst_cluster_password

    type: string

    label: Destination Cluster Password

    secret: true

  - id: src_cluster_username

    type: string

    label: Source Cluster Username

  - id: src_cluster_password

    type: string

    label: Source Cluster Password

    secret: true

d. Injector Configuration(주입기 구성)에 다음 내용을 붙여넣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extra_vars:

  dst_cluster_username: '{{ dst_cluster_username }}'

  dst_cluster_password: '{{ dst_cluster_password }}'

  src_cluster_username: '{{ src_cluster_username }}'

  src_cluster_password: '{{ src_cluster_password }}'

3. ONTAP에 대한 자격 증명을 생성합니다

a. Resources → Credentials로 이동한 후 Add를 클릭합니다.

b. ONTAP 자격 증명에 대한 이름과 조직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c. 이전 단계에서 만든 자격 증명 유형을 선택합니다.

d. 유형 세부 정보 에서 소스 및 대상 클러스터에 대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

e. 저장 을 클릭합니다

4. Oracle에 대한 자격 증명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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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ources → Credentials로 이동한 후 Add를 클릭합니다.

b. Oracle의 이름 및 조직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c. 시스템 자격 증명 유형을 선택합니다.

d. 유형 세부 정보 에서 Oracle 호스트의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

e. 올바른 권한 에스컬레이션 방법을 선택하고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f. 저장 을 클릭합니다

g. DR_Oracle 호스트에 대해 다른 자격 증명에 대해 필요한 경우 프로세스를 반복합니다.

CVO

1. 자격 증명을 구성합니다.

2. 자격 증명 유형을 만듭니다. ONTAP와 관련된 솔루션의 경우 자격 증명 유형을 사용자 이름 및 암호 항목과
일치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Cloud Central 및 AWS에 대한 항목을 추가합니다.

a. Administration → Credential Types로 이동한 후 Add를 클릭합니다.

b.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c. 입력 구성에 다음 내용을 붙여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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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s:

  - id: dst_cluster_username

    type: string

    label: CVO Username

  - id: dst_cluster_password

    type: string

    label: CVO Password

    secret: true

  - id: cvo_svm_password

    type: string

    label: CVO SVM Password

    secret: true

  - id: src_cluster_username

    type: string

    label: Source Cluster Username

  - id: src_cluster_password

    type: string

    label: Source Cluster Password

    secret: true

  - id: regular_id

    type: string

    label: Cloud Central ID

    secret: true

  - id: email_id

    type: string

    label: Cloud Manager Email

    secret: true

  - id: cm_password

    type: string

    label: Cloud Manager Password

    secret: true

  - id: access_key

    type: string

    label: AWS Access Key

    secret: true

  - id: secret_key

    type: string

    label: AWS Secret Key

    secret: true

  - id: token

    type: string

    label: Cloud Central Refresh Token

    secret: true

d. Injector Configuration(주입기 구성)에 다음 내용을 붙여넣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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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_vars:

  dst_cluster_username: '{{ dst_cluster_username }}'

  dst_cluster_password: '{{ dst_cluster_password }}'

  cvo_svm_password: '{{ cvo_svm_password }}'

  src_cluster_username: '{{ src_cluster_username }}'

  src_cluster_password: '{{ src_cluster_password }}'

  regular_id: '{{ regular_id }}'

  email_id: '{{ email_id }}'

  cm_password: '{{ cm_password }}'

  access_key: '{{ access_key }}'

  secret_key: '{{ secret_key }}'

  token: '{{ token }}'

3. ONTAP/CVO/AWS에 대한 자격 증명을 생성합니다

a. Resources → Credentials로 이동한 후 Add를 클릭합니다.

b. ONTAP 자격 증명에 대한 이름과 조직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c. 이전 단계에서 만든 자격 증명 유형을 선택합니다.

d. 유형 세부 정보 아래에 소스 및 CVO 클러스터, Cloud Central/Manager, AWS 액세스/비밀 키 및 Cloud
Central 업데이트 토큰의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

e. 저장 을 클릭합니다

4. Oracle에 대한 자격 증명 생성(소스)

a. Resources → Credentials로 이동한 후 Add를 클릭합니다.

b. Oracle 호스트의 이름 및 조직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c. 시스템 자격 증명 유형을 선택합니다.

d. 유형 세부 정보 에서 Oracle 호스트의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

e. 올바른 권한 에스컬레이션 방법을 선택하고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f. 저장 을 클릭합니다

5. Oracle Destination에 대한 자격 증명을 생성합니다

a. Resources → Credentials로 이동한 후 Add를 클릭합니다.

b. DR Oracle 호스트의 이름 및 조직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c. 시스템 자격 증명 유형을 선택합니다.

d. 세부 정보 유형 에 사용자 이름(EC2-USER 또는 기본값에서 변경한 경우 해당 입력) 및 SSH 개인 키를
입력합니다

e. 올바른 권한 에스컬레이션 방법(sudo)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f. 저장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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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만듭니다

1. Resources → Projects로 이동하여 Add를 클릭합니다.

a. 이름 및 조직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b. 소스 제어 자격 증명 유형 필드에서 Git 를 선택합니다.

c. 를 입력합니다 <https://[] 소스 제어 URL입니다.

d. 저장 을 클릭합니다.

e. 소스 코드가 변경되면 프로젝트를 가끔 동기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변수를 설정합니다

이 섹션에 정의된 변수는 모든 Oracle 호스트, 데이터베이스 및 ONTAP 클러스터에 적용됩니다.

1. 다음 임베디드 글로벌 변수 또는 VAR 양식에 환경별 매개 변수를 입력합니다.

파란색 항목은 환경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사내

CVO

자동화 플레이북

4개의 개별 플레이북을 실행해야 합니다.

1. 온프레미스 또는 CVO 환경 설정을 위한 플레이북

2. Oracle 바이너리 및 데이터베이스 복제를 위한 일정 계획

3. 일정에 따라 Oracle 로그를 복제하는 데 필요한 Playbook

4. 타겟 호스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하는 플레이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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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AP/CVO 설정

ONTAP 및 CVO 설정

• 작업 템플릿을 구성하고 시작합니다. *

1. 작업 템플릿을 작성합니다.

a. Resources → Templates → Add로 이동하여 Add Job Template을 클릭합니다.

b. ONTAP/CVO 설정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c. 작업 유형을 선택합니다. 실행 은 Playbook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d. Playbook의 해당 인벤토리, 프로젝트, 플레이북 및 자격 증명을 선택합니다.

e. 사내 환경의 경우 ONTAP_setup.yml 플레이북을 선택하고 CVO 인스턴스로 복제할 때
cvo_setup.yml을 선택합니다.

f. 4단계에서 복사한 글로벌 변수를 YAML 탭의 템플릿 변수 필드에 붙여 넣습니다.

g. 저장 을 클릭합니다.

2. 작업 템플릿을 시작합니다.

a. 리소스 → 템플릿 으로 이동합니다.

b. 원하는 템플릿을 클릭한 다음 실행을 클릭합니다.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다른 Playbook에 복사할 것입니다.

바이너리 및 데이터베이스 볼륨의 복제입니다

바이너리 및 데이터베이스 복제 플레이북 예약

• 작업 템플릿을 구성하고 시작합니다. *

1. 이전에 생성한 작업 템플릿을 복사합니다.

a. 리소스 → 템플릿 으로 이동합니다.

b. ONTAP/CVO 설정 템플릿을 찾은 후 Copy Template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c. 복사된 템플릿에서 템플릿 편집 을 클릭하고 이름을 바이너리 및 데이터베이스 복제 플레이북으로
변경합니다.

d. 템플릿에 대해 동일한 재고, 프로젝트, 자격 증명을 유지합니다.

e. 실행할 플레이북으로 ora_replication_cg.yml을 선택합니다.

f. 변수는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CVO 클러스터 IP는 dst_cluster_ip 변수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g. 저장 을 클릭합니다.

2. 작업 템플릿을 예약합니다.

a. 리소스 → 템플릿 으로 이동합니다.

b. 바이너리 및 데이터베이스 복제 플레이북 템플릿을 클릭한 다음, 최상위 옵션 세트에서 일정을
클릭합니다.

c. 추가 를 클릭하고 바이너리 및 데이터베이스 복제에 대한 이름 일정 추가 를 클릭한 다음 시간 시작 시
시작 날짜/시간을 선택하고 로컬 표준 시간대를 선택한 다음 실행 빈도 를 선택합니다. 실행 빈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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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SnapMirror 복제가 업데이트됩니다.

로그 볼륨 복제에 대해 별도의 일정이 생성되므로 보다 빈번한 케이던스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로그 볼륨의 복제입니다

로그 복제 플레이북 예약

• 작업 템플릿을 구성하고 시작합니다. *

1. 이전에 생성한 작업 템플릿을 복사합니다.

a. 리소스 → 템플릿 으로 이동합니다.

b. ONTAP/CVO 설정 템플릿을 찾은 후 Copy Template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c. 복사된 템플릿에서 템플릿 편집 을 클릭하고 이름을 로그 복제 플레이북 으로 변경합니다.

d. 템플릿에 대해 동일한 재고, 프로젝트, 자격 증명을 유지합니다.

e. 실행할 플레이북으로 ora_replication_logs.yml을 선택합니다.

f. 변수는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CVO 클러스터 IP는 dst_cluster_ip 변수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g. 저장 을 클릭합니다.

2. 작업 템플릿을 예약합니다.

a. 리소스 → 템플릿 으로 이동합니다.

b. Log Replication Playbook 템플릿을 클릭한 다음 최상위 옵션 집합에서 Schedules를 클릭합니다.

c. 추가, 로그 복제에 대한 이름 스케줄 추가, 시간 시작 시 시작 날짜/시간 선택, 로컬 시간대 선택 및
실행 빈도 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실행 빈도는 대개 SnapMirror 복제가 업데이트됩니다.

마지막 1시간 단위 업데이트까지 복구할 수 있도록 매 시간마다 업데이트되도록 로그 스케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복원 및 복구

로그 복제 플레이북 예약

• 작업 템플릿을 구성하고 시작합니다. *

1. 이전에 생성한 작업 템플릿을 복사합니다.

a. 리소스 → 템플릿 으로 이동합니다.

b. ONTAP/CVO 설정 템플릿을 찾은 후 Copy Template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c. 복사된 템플릿에서 템플릿 편집 을 클릭하고 이름을 복원 및 복구 Playbook 으로 변경합니다.

d. 템플릿에 대해 동일한 재고, 프로젝트, 자격 증명을 유지합니다.

e. 실행할 플레이북으로 ora_recovery.yml을 선택합니다.

f. 변수는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CVO 클러스터 IP는 dst_cluster_ip 변수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g. 저장 을 클릭합니다.

150



이 플레이북은 원격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할 준비가 될 때까지 실행할 수 없습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 복구 중

1. 사내 운영 Oracle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볼륨은 NetApp SnapMirror 복제를 통해 2차 데이터 센터의 이중 ONTAP
클러스터나 퍼블릭 클라우드의 Cloud Volume ONTAP로 보호됩니다. 완전히 구성된 재해 복구 환경에서는 2차
데이터 센터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복구 컴퓨팅 인스턴스가 대기 상태이며 재해 발생 시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기 컴퓨팅 인스턴스는 OS 커널 패치에서 parellel 업데이트를 실행하거나
잠금 단계에서 업그레이드를 실행하여 온프레미스 인스턴스와 동기화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2. 이 솔루션에서 Oracle 바이너리 볼륨은 타겟 인스턴스에 복제되어 타겟 인스턴스에 마운트하여 Oracle 소프트웨어
스택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racle을 복구하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재해가 발생한 마지막 순간에
Oracle을 새로 설치하는 데 비해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Oracle 설치가 현재 온프레미스 프로덕션
소프트웨어 설치 및 패치 수준 등과 완벽하게 동기화되도록 보장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Oracle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복구 사이트에서 복제된 Oracle 바이너리 볼륨에 대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추가로 부여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동일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담당자에게 잠재적인 Oracle 라이센스 요구 사항을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대상의 대기 Oracle 호스트는 Oracle 필수 구성 요소 구성으로 구성됩니다.

4. SnapMirror가 손상되고 볼륨이 쓰기 가능으로 만들어져 대기 Oracle 호스트에 마운트됩니다.

5. Oracle 복구 모듈은 모든 DB 볼륨이 대기 컴퓨팅 인스턴스에 마운트된 후 복구 사이트에서 Oracle을 복구 및
시작하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a. 제어 파일 동기화: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제어 파일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볼륨에 중복
Oracle 제어 파일을 구축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볼륨에 있고 다른 하나는 로그 볼륨에 있습니다. 데이터 및
로그 볼륨은 서로 다른 빈도로 복제되므로 복구 시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b. Oracle 바이너리 다시 연결: Oracle 바이너리가 새 호스트로 재배치되므로 재링크가 필요합니다.

c. Oracle 데이터베이스 복구: 복구 메커니즘은 Oracle 로그 볼륨에서 마지막으로 사용 가능한 아카이브 로그의
마지막 시스템 변경 번호를 제어 파일에서 검색하고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하여 장애 발생 시 DR
사이트에 복제할 수 있는 모든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복구합니다. 그런 다음 복구 사이트에서 사용자 연결 및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복구 플레이북을 실행하기 전에 /etc/oratab 및 /etc/oraInst.loc을 소스 Oracle 호스트에서 대상
호스트로 복제해야 합니다

TR-4794: NetApp EF-Series 기반의 Oracle 데이터베이스

Mitch Blackburn, NetApp Ebin Kadavy

TR-4794는 스토리지 관리자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NetApp EF-Series 스토리지에 Oracle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TR-4794: NetApp EF-Series 기반의 Oracle 데이터베이스"

Microsoft SQL Server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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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4897: Azure NetApp Files 기반 SQL Server - 실제 배포 보기

Niyaz Mohamed, NetApp

IT 조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Gartner에 따르면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약 75%가 2022년까지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선도적인 RDBMS(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 Microsoft SQL
Server는 ERP(전사적 자원 관리)에서 분석, 콘텐츠 관리에 이르기까지 SQL Server를 사용하는 Windows 플랫폼 설계
응용 프로그램 및 조직에 적합합니다. SQL Server는 기업이 대규모 데이터 집합을 관리하는 방식을 혁신시키고 스키마
및 쿼리 성능 요구를 충족하도록 응용 프로그램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IT 조직은 클라우드 우선 방식을 따릅니다. 전환 단계의 고객은 현재 IT 환경을 평가한 다음 평가 및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합니다. 고객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탄력성/버스트, 데이터 센터 이탈, 데이터 센터 통합, 수명 종료 시나리오, 인수 합병, 인수 합병 등
마이그레이션 이유는 각 조직과 각 조직의 비즈니스 우선 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이동할 때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구현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적절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 사례

SQL Server 자산을 Azure로 이전하고 Azure Data Factory, Azure IoT Hub 및 Azure Machine Learning과 같은
Azure의 광범위한 PaaS(서비스로서의 플랫폼) 기능과 SQL Server를 통합하면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엄청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를 채택하면 각 사업부에서 자본 지출 모델 또는 기존 프라이빗
클라우드 모델을 사용할 때보다 생산성 및 새로운 기능/개선 기능(DevTest 사용 사례)을 더 빠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Azure 가상 시스템을 활용하는 Azure NetApp Files의 AOAG(SQL Server Always On Availability
Group)를 실시간으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Azure NetApp Files는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파일 공유를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유는 SMB 파일 공유에서 SQL Server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요구되며, 컨트롤러
업그레이드 또는 장애와 같은 운영 중단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노드에서 항상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파일 공유를 사용하면 스토리지 노드 간에 데이터를 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Azure NetApp Files은 SMB 3.0 스케일아웃, 영구 핸들 및 투명한 페일오버를 사용하여 다양한 관리 작업을 포함한
계획된 다운타임과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 이벤트에 대한 무중단 운영(NDO)을 지원합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계획할 때는 항상 가장 적합한 사용 방법을 평가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에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쉬운 접근 방식은 재호스팅(리프트 및 변속이라고도 함)입니다. 이 문서에 제공된 예제
시나리오에서는 재호스팅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Azure NetApp Files가 설치된 Azure 가상 시스템의 SQL Server를
사용하면 온프레미스 하드웨어를 관리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에서 전체 버전의 SQL Serv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SQL Server VM(가상 머신)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라이센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개발, 테스트 및
부동산 갱신 시나리오에 대한 탄력성과 버스팅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

VM 성능

공용 클라우드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최적화하려면 올바른 VM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프레미스 서버 환경의 SQL Server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성능 조정 옵션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https://["메모리 최적화"^] SQL Server 워크로드에 가장 적합한 성능을 제공하는 VM 크기입니다. 기존
배포의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여 올바른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동안 RAM 및 CPU 사용률을 식별합니다. 대부분의 배포는
D, E 또는 M 시리즈 중에서 선택합니다.

• 참고: *

• SQL Server 워크로드의 성능을 최적화하려면 메모리에 최적화된 VM 크기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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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App과 Microsoft는 적절한 메모리 대 VCORE 비율을 갖는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하기 전에 스토리지 성능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VM의 스토리지 처리량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네트워크 대역폭을 가진
낮은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VM 중복성

중복성과 고가용성을 높이려면 SQL Server VM이 같아야 합니다 https://["사용 가능 여부 설정"^] 또는 다른
https://["가용성 영역"^]. Azure VM을 생성할 때 가용성 세트 구성과 가용성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Azure
VM은 두 영역에 모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가용성

고가용성을 위해 SQL Server AOAG 또는 FCI(Always On Failover Cluster Instance)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AOAG의 경우 가상 네트워크의 Azure 가상 머신에 있는 SQL Server의 여러 인스턴스가 포함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 고가용성이 필요한 경우 SQL Server 가용성 그룹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리지 구성

Microsoft SQL Server를 SMB 파일 공유와 함께 스토리지 옵션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SQL Server 2012, 시스템
데이터베이스(master, model, msdb 또는 tempdb),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는 SMB(Server Message Block) 파일
서버와 함께 스토리지 옵션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SQL Server 독립 실행형 및 SQL Server FCI 모두에
적용됩니다.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용 파일 공유 스토리지는 지속적인 사용 가능 속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일 공유 데이터에 중단 없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zure NetApp Files는 까다로운 작업 부하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고성능 파일 스토리지를 제공하며 블록 스토리지
솔루션과 비교하여 SQL Server TCO를 줄입니다. 블록 스토리지에서 VM은 디스크 작업에 대해 I/O 및 대역폭에
제한을 가했으며 네트워크 대역폭 제한만 Azure NetApp Files에 적용됩니다. 즉, Azure NetApp Files에는 VM 레벨의
I/O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I/O 제한이 없다면 Azure NetApp Files에 연결된 소규모 VM에서 실행되는 SQL
Server는 물론 훨씬 큰 VM에서 실행되는 SQL Server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zure NetApp Files는 컴퓨팅 및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비용을 줄여 SQL Server 구축 비용을 절감합니다. SQL Server 배포용으로 Azure NetApp
Files를 사용할 때의 비용 분석 및 성능 이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https://["Azure NetApp Files for
SQL Server 구축의 이점"^].

이점

SQL Server용 Azure NetApp Files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Azure NetApp Files를 사용하면 더 작은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컴퓨팅 비용이 절감됩니다.

• 또한 Azure NetApp Files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을 줄여 전체 TCO를 절감합니다.

• 볼륨에 대한 재구성 및 동적 서비스 수준 기능은 안정적인 워크로드 사이징과 오버 프로비저닝을 방지하여 비용을
최적화합니다.

• 참고: *

• 중복성과 고가용성을 높이려면 SQL Server VM이 같아야 합니다 https://["사용 가능 여부 설정"^] 또는 다른
방식으로 https://["가용성 영역"^]. 사용자 정의 데이터 파일이 필요한 경우 파일 경로 요구 사항을 고려합니다. 이
경우 SQL AOAG 대신 SQL FCI를 선택합니다.

• 다음 UNC 경로가 지원됩니다. file://["ANFSMB-b4ca.anf.test\SQLDB 및\\ANFSMB-b4ca.anf.test\SQLDB\"^].

• 루프백 UNC 경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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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징의 경우 사내 환경의 기존 데이터를 사용하십시오. OLTP 워크로드의 경우 디스크 읽기/초 및 디스크 쓰기/초
성능 카운터와 함께 평균 및 최대 사용 시간에 워크로드를 사용하여 성능 요구 사항에 맞는 타겟 IOPS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및 보고 워크로드의 경우 평균 및 최대 시간에 워크로드를 사용하여 목표 처리량과
디스크 읽기 바이트/초 및 디스크 쓰기 바이트/초를 일치시킵니다 평균 값은 볼륨 재구성 기능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유를 생성합니다

Azure Portal 또는 Azure CLI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유를 생성합니다. 포털에서 지속적인 가용성 사용 속성
옵션을 선택합니다. Azure CLI의 경우 '$True’로 설정된 SMB-Continuously-aVL을 사용하여 생성한 az netapfile
volume을 사용하여 공유를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유로 지정합니다. 지속적인 가용성을 지원하는 새 볼륨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https://["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유 생성"^].

• 참고: *

• 다음 이미지와 같이 SMB 볼륨에 대한 지속적인 가용성을 설정합니다.

• 관리자가 아닌 도메인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계정에 필요한 보안 권한이 할당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공유 수준에서 적절한 사용 권한과 적절한 파일 수준 사용 권한을 설정합니다.

• 기존 SMB 볼륨에서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속성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볼륨을 변환하여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유를 사용하려면 NetApp Snapshot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https://["기존
SMB 볼륨을 무중단 가용성을 사용하도록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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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Azure NetApp Files는 Standard(테라바이트당 16MBps), Premium(테라바이트당 64MBps), Ultra(테라바이트당
128MBps)의 세 가지 서비스 수준을 지원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의 성능을 최적화하려면 적절한 볼륨 크기를
프로비저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zure NetApp Files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의 조합을 기반으로 볼륨 성능과 처리량
제한이 있습니다.

• 볼륨이 속한 용량 풀의 서비스 수준입니다

• 볼륨에 할당된 할당량입니다

• 용량 풀의 서비스 품질(QoS) 유형(자동 또는 수동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https://["Azure NetApp Files의 서비스 레벨"^].

성능 검증

다른 구현 기능과 마찬가지로 VM 및 스토리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리지 검증의 경우 HammerDB,
Apploader, 등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https://["SQL Server 저장 벤치마크(SB) 도구"^]또는 적절한 읽기/쓰기 혼합이
있는 사용자 지정 스크립트 또는 FIO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SQL Server 워크로드는 OLTP 워크로드가
많을 때에도 80%–90% 읽기, 10%–20% 쓰기에 더 가깝습니다.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 프리미엄 서비스 수준을 사용하여 볼륨에 대해 빠른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액세스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없이 볼륨 크기가 100GB에서 2TB로 즉석에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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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백서에서 다룬 구축을 위해 HammerDB를 사용하여 실시간 성능 테스트를 수행한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vCPU 8개, 500GB 프리미엄 SSD, 500GB SMB Azure NetApp Files 볼륨이 포함된 작은 인스턴스를
사용했습니다. HammerDB는 80개의 웨어하우스와 8명의 사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차트는 Azure NetApp Files이 비슷한 크기의 볼륨(500GB)을 사용할 때 4배 더 낮은 지연 시간으로 분당 2.6배의
트랜잭션 수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32x vCPU 및 16TB Azure NetApp Files 볼륨으로 더 큰 인스턴스로 크기를 조정하여 추가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1ms 지연 시간의 일관적 으로 분당 트랜잭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HammerDB는 이 테스트를 위해 80개의
웨어하우스와 64명의 사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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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최적화

Azure NetApp Files를 사용하면 투명한 볼륨 크기 조정 및 서비스 수준 변경 기능을 다운타임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최대 메트릭으로 데이터베이스 사이징을 수행할 필요가 없는 동적 비용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고유한 기능입니다. 대신, 안정적인 상태의 워크로드를 사용하여 초기 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볼륨
재구성 및 동적 서비스 수준 변경을 통해 데이터 액세스를 유지하면서 I/O를 일시 중지하지 않고 필요 시 Azure NetApp
Files 볼륨의 대역폭과 서비스 수준을 거의 즉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LogicApp 또는 기능과 같은 Azure PaaS 오퍼링을 사용하면 특정 웹 후크 또는 경고 규칙 트리거를 기반으로 볼륨
크기를 쉽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동적으로 처리하면서 워크로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상태 작업을 위해 250MBps가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400Mbps의 피크 처리량도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정상 상태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Premium
서비스 레벨 내에서 4TB 볼륨을 사용하여 구축을 수행해야 합니다. 최대 사용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해 Azure 기능을
사용할 경우 특정 기간 동안 볼륨 크기를 7TB로 늘리고, 볼륨 크기를 줄여 구축이 비용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스토리지의 오버 프로비저닝이 방지됩니다.

실시간 고수준 참조 디자인

이 섹션에서는 Azure NetApp Files SMB 볼륨을 사용하는 AOAG 구성에서 SQL 데이터베이스 자산의 실시간 구축에
대해 설명합니다.

• 노드 수: 4

• 데이터베이스 수: 21

• 가용성 그룹 수: 4

• 백업 보존: 7일

• 백업 아카이브: 365일

Azure NetApp Files 공유를 통해 Azure 가상 시스템에서 SQL Server와 FCI를 배포하면 데이터의
단일 복사본을 통해 비용 효율적인 모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파일 경로가 보조 복제본과
다를 경우 추가 파일 작업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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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미지는 노드에 분산된 AOAG 내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여 줍니다.

데이터 레이아웃

tempdb와 함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파일(.mdf) 및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로그 파일(.ldf)은 동일한 볼륨에
저장됩니다. 서비스 수준은 울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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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성은 노드 4개와 AGS 4개로 구성됩니다. 21개의 데이터베이스(동적 AX, SharePoint, RDS 연결 브로커 및
인덱싱 서비스의 일부)는 모두 Azure NetApp Files 볼륨에 저장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AOAG 노드 간에 균형을
이루어 노드의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AOAG 구성에 참여하는 4개의 D32 v3 인스턴스가 WSFC에
추가됩니다. 이러한 4개 노드는 Azure 가상 네트워크에 프로비저닝되며 사내의 경우 마이그레이션되지 않습니다.

• 참고: *

• 응용 프로그램 및 실행된 쿼리의 특성에 따라 로그에 더 많은 성능 및 처리량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프리미엄 서비스 수준에 배치하고 로그를 Ultra 서비스 수준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 tempdb 파일이 Azure NetApp Files에 배치된 경우 Azure NetApp Files 볼륨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파일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AOAG의 데이터베이스 파일 배포 예입니다.

• 참고: *

• 스냅샷 복사본 기반 데이터 보호의 이점을 유지하려면 동일한 볼륨에 데이터와 로그 데이터를 결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보조 데이터베이스의 파일 경로가 해당 기본 데이터베이스의 경로와 다른 경우 기본 복제본에 대해 수행되는 추가
파일 작업이 보조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유 경로가 운영 노드와 보조 노드에서 다른
경우(컴퓨터 계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실패로 인해 보조 데이터베이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확장 또는 성능 패턴을 예측할 수 없고 나중에 파일을 추가하는 것이 계획이면 Azure NetApp Files를
사용하는 SQL Server 장애 조치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축 환경에서 Azure NetApp Files은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마이그레이션

온프레미스 SQL Server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Azure 가상 머신의 SQL Server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일 수 있습니다. 선택한 옵션은 SQL Server 버전, 비즈니스
요구 사항 및 조직 내에서 정의된 SLA에 따라 다릅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 중에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려면 AlwaysOn 옵션 또는 트랜잭션 복제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수동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간에 데이터베이스를 이동하는 가장 간단하고 철저한 테스트를 거친 접근 방식은 백업 및 복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백업 후 Azure로 데이터베이스 백업 복사본을 사용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데이터 전송 성능을 얻으려면 압축된 백업 파일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Azure VM으로 마이그레이션합니다. 이 문서에서 참조되는 고급 설계에서는 Azure 파일 동기화를 사용하여
Azure 파일 저장소에 대한 백업 방식을 사용한 다음 Azure NetApp Files로 복원합니다.

Azure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여 SQL Server 워크로드를 검색, 평가,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요구 사항에 따라 연결을 설정합니다.

2. 온-프레미스 파일 공유 위치에 전체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수행합니다.

3. Azure 파일 동기화를 사용하여 Azure 파일 공유에 백업 파일을 복사합니다.

4. 원하는 버전의 SQL Server로 VM을 프로비저닝합니다.

5. 명령 프롬프트에서 "copy" 명령을 사용하여 백업 파일을 VM에 복사합니다.

6.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Azure 가상 머신의 SQL Server로 복구합니다.

21개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하는 데 약 9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이 시나리오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아래 나열된 다른 마이그레이션 기술은 고객의 상황과 요구 사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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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프레미스 SQL Server에서 Azure NetApp Files로 데이터를 이동하는 기타 마이그레이션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데이터와 로그 파일을 분리하고 Azure Blob 저장소에 복사한 다음 URL에서 ANF 파일 공유가 마운트된 Azure
VM의 SQL Server에 연결합니다.

• Always On Availability Group Deployment On-Premises를 사용하는 경우 를 사용합니다 https://["Azure 복제본
추가 마법사"^] 를 눌러 Azure에서 복제본을 생성한 다음 페일오버를 수행합니다.

• SQL Server를 사용합니다 https://["트랜잭션 복제"^] Azure SQL Server 인스턴스를 구독자로 구성하려면 복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사용자를 Azure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로 지정합니다.

• Windows 가져오기/내보내기 서비스를 사용하여 하드 드라이브를 배송합니다.

백업 및 복구

백업 및 복구는 모든 SQL Server 배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AOAG와 같은 고가용성 솔루션과 함께 다양한 데이터
장애 및 손실 시나리오에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정지 도구, Azure 백업(스트리밍) 또는 Commvault와 같은 타사 백업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애플리케이션
정합성이 보장되는 백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zure NetApp Files 스냅샷 기술을 사용하면 성능이나 네트워크 활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의
시점(PiT) 복사본을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을 사용하면 스냅샷 복사본을 새 볼륨으로 복원하거나 복원
볼륨 기능을 사용하여 스냅샷 복사본이 생성된 시점의 상태로 빠르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Azure NetApp Files 스냅샷
프로세스는 매우 빠르고 효율적이므로 Azure 백업에서 제공되는 스트리밍 백업과 달리 매일 여러 번 백업할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에 여러 개의 Snapshot 복사본이 가능하므로 RPO 및 RTO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냅샷 복사본을 생성하기 전에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고 디스크에 적절히 플러시되도록 응용 프로그램 일관성을
추가하려면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정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https://["SCSQLAPI 도구"^]; 이 링크에 액세스하려면
NetApp SSO 로그인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툴은 PowerShell 내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PowerShell은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중지시키고 애플리케이션 정합성이 보장되는 스토리지 Snapshot 복사본을 백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참고: *

• SCSQLAPI 도구는 2016 및 2017 버전의 SQL Server만 지원합니다.

• SCSQLAPI 도구는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작동합니다.

• 파일을 별도의 Azure NetApp Files 볼륨에 배치하여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격리합니다.

SCSQL API의 방대한 제한으로 인해 https://["Azure 백업"^] SLA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데이터 보호에
사용되었습니다. Azure 가상 머신 및 Azure NetApp Files에서 실행되는 SQL Server의 스트림 기반 백업을
제공합니다. Azure Backup은 빈번한 로그 백업 및 최대 1초의 피트 복구를 통해 15분 RPO를 실현합니다.

모니터링

Azure NetApp Files는 Azure Monitor와 통합되어 시계열 데이터를 제공하며, 할당된 스토리지, 실제 스토리지 사용량,
볼륨 IOPS, 처리량, 디스크 읽기 바이트/초, 디스크 쓰기 바이트/초, 디스크 읽기/초 및 디스크 쓰기/초, 관련 지연 시간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경고 병목 현상을 식별하고 상태 점검을 수행하여 SQL Server 배포가 최적의 구성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HLD에서 ScienceLogic은 적절한 서비스 보안 주체를 사용하여 메트릭을 노출하여 Azure NetApp Files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 그림은 Azure NetApp Files 메트릭 옵션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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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클론을 사용한 DevTest

Azure NetApp Files를 사용하면 응용 프로그램 개발 주기 동안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콘텐츠를 사용하여 구현해야
하는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즉각적인 복사본을 만들 수 있으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채울 때 데이터
추출 및 조작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삭제하거나 변경한 데이터를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서는
Azure Blob 컨테이너에서 데이터를 복사할 필요가 없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볼륨이 복원된 후 읽기/쓰기 작업에 사용할
수 있어 검증 및 출시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이 기능은 애플리케이션 일관성을 위해 SCSQLAPI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Azure NetApp Files와 함께 새로운 볼륨으로 복원 옵션을 활용하는 또 다른 연속 비용 최적화
기술을 제공합니다.

• 참고: *

• 새 볼륨 복원 옵션을 사용하여 스냅샷 복사본에서 생성된 볼륨은 용량 풀의 용량을 사용합니다.

• REST 또는 Azure CLI를 사용하여 복제된 볼륨을 삭제하여 추가 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용량 풀을 늘려야 하는
경우).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옵션

SQL Server 가용성 그룹의 모든 노드에 대해 동일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여러 스토리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AOAG의 노드가 Azure NetApp Files SMB 파일 공유에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 노드가 Azure 프리미엄 디스크에 연결되어 있는 Azure NetApp Files에 대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Azure
NetApp Files SMB 공유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복사본을 갖고 있고 프리미엄 디스크가 보조 복사본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참고: *

• 이러한 구축에서 페일오버 문제를 방지하려면 SMB 볼륨에서 지속적인 가용성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속성이 없으므로 스토리지 계층에 백그라운드 유지 관리가 있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복사본을 Azure NetApp Files SMB 파일 공유에 유지합니다.

비즈니스 연속성

재해 복구는 일반적으로 모든 구현에서 나중에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초기
설계 및 구축 단계에서 재해 복구를 해결해야 합니다. Azure NetApp Files를 사용하면 CRR(Cross-Region
Replication) 기능을 사용하여 블록 레벨의 볼륨 데이터를 페어링된 영역으로 복제하여 예기치 않은 지역 운영 중단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CRR 지원 대상 볼륨을 읽기 작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재해 복구 시뮬레이션에 적합합니다. 또한
CRR 대상을 가장 낮은 서비스 수준(예: 표준)으로 할당하여 전체 TCO를 줄일 수 있습니다. 페일오버 발생 시 복제를
깨고 각 볼륨을 읽기/쓰기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적 서비스 수준 기능을 사용하여 재해 복구 비용을 크게
줄여 볼륨의 서비스 수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Azure 내에서 블록 복제를 사용하는 Azure NetApp Files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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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고유한 기능입니다.

장기적인 스냅샷 복사본 아카이브

많은 조직에서는 필수 규정 준수 요구 사항으로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스냅샷 데이터를 장기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HLD에서 사용되지 않지만 를 사용하여 간단한 배치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https://["AzCopy"^] 를 눌러 Azure Blob 컨테이너에 스냅샷 디렉토리를 복사합니다. 예약된 작업을 사용하여 특정
일정에 따라 배치 스크립트를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AzCopy V10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exe 파일이기 때문에 설치할 것이 없습니다.

2. 적절한 권한이 있는 컨테이너 수준에서 SAS 토큰을 사용하여 AzCopy에 권한을 부여합니다.

3. AzCopy가 승인된 후 데이터 전송이 시작됩니다.

◦ 참고: *

◦ 배치 파일에서 SAS 토큰에 나타나는 % 문자를 이스케이프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SAS 토큰 문자열의 기존 %
문자 옆에 % 문자를 추가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를 클릭합니다 https://["보안 전송이 필요합니다"^] 저장소 계정 설정에 따라 저장소 계정에 대한 연결이
TLS(Transport Layer Security)로 보호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설정은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배치 스크립트 예제에서는 스냅샷 복사본 디렉토리에서 지정된 Blob 컨테이너로 데이터를 재귀적으로
복제합니다.

SET source="Z:\~snapshot"

echo %source%

SET

dest="https://testanfacct.blob.core.windows.net/azcoptst?sp=racwdl&st=2020

-10-21T18:41:35Z&se=2021-10-22T18:41:00Z&sv=2019-12

-12&sr=c&sig=ZxRUJwFlLXgHS8As7HzXJOaDXXVJ7PxxIX3ACpx56XY%%3D"

echo %dest%

다음 명령 예는 PowerShell에서 실행됩니다.

 –recur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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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Scanning...

INFO: Any empty folders will not be processed, because source and/or

destination doesn't have full folder support

Job b3731dd8-da61-9441-7281-17a4db09ce30 has started

Log file is located at: C:\Users\niyaz\.azcopy\b3731dd8-da61-9441-7281-

17a4db09ce30.log

0.0 %, 0 Done, 0 Failed, 2 Pending, 0 Skipped, 2 Total,

INFO: azcopy.exe: A newer version 10.10.0 is available to download

0.0 %, 0 Done, 0 Failed, 2 Pending, 0 Skipped, 2 Total,

Job b3731dd8-da61-9441-7281-17a4db09ce30 summary

Elapsed Time (Minutes): 0.0333

Number of File Transfers: 2

Number of Folder Property Transfers: 0

Total Number of Transfers: 2

Number of Transfers Completed: 2

Number of Transfers Failed: 0

Number of Transfers Skipped: 0

TotalBytesTransferred: 5

Final Job Status: Completed

• 참고: *

• Azure NetApp Files에서는 장기 보존을 위한 유사한 백업 기능을 곧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치 스크립트는 모든 영역의 Blob 컨테이너에 데이터를 복사해야 하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최적화

데이터베이스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볼륨 재구성 및 동적 서비스 수준 변경을 통해 Azure NetApp Files은
Azure에서 지속적인 비용 최적화를 지원합니다. 이 HLD에서는 워크로드 폭증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 스토리지의 오버
프로비저닝을 방지하기 위해 이 기능이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Azure 경고 로그와 함께 Azure 기능을 만들어 볼륨 크기를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확장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All-Cloud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타겟팅하는 경우 모두 Azure NetApp Files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데이터 요구사항을 원활하게 구현하여 TCO를 절감하는 동시에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를 구축 및
관리할 수 있는 탁월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Azure NetApp Files를 사용하여 Microsoft SQL Server 배포를 계획, 설계, 최적화 및 확장하는 권장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은 구현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솔루션은 구현의 기술
세부사항과 프로젝트의 원동력이 되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 둘 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점

이 문서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제 Azure NetApp Files를 사용하여 SQL Server 클러스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공유 증인을 호스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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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언제 어디서나 SQL Server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응답 시간을 높이고 99.9999%의
가용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SQL Server 배포 및 지속적인 관리(예: RAID 스트라이핑)의 전반적인 복잡성을 간단하고 즉각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지능형 운영 기능을 사용하면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몇 분 내에 구축하고 개발 주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 Azure 클라우드가 그 목적이라면, Azure NetApp Files는 최적의 구축을 위한 최적의 스토리지 솔루션입니다.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위치

이 문서에 설명된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Azure NetApp Files를 사용하는 솔루션 아키텍처

https://["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azure-netapp-files/azure-netapp-files-solution-
architectures"^]

• Azure NetApp Files for SQL Server 구축의 이점

https://["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azure-netapp-files/solutions-benefits-azure-netapp-files-
sql-server"^]

• Azure NetApp Files를 사용한 Azure 기반 SQL Server 배포 가이드

https://["https://www.netapp.com/pdf.html?item=/media/27154-tr-4888.pdf"^]

• Azure NetApp Files의 내결함성, 고가용성 및 복구 기능

https://["https://cloud.netapp.com/blog/azure-anf-blg-fault-tolerance-high-availability-and-resilience-with-
azure-netapp-files"^]

TR-4923: NetApp ONTAP용 Amazon FSx를 사용하는 AWS EC2의 SQL Server

저자: Pat Sinth두산, Niyaz Mohamed, NetApp

소개

사내 스토리지 시스템 및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 차이로 인해 사내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려는 많은 회사가 이러한 노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로 인해 Microsoft SQL Server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강력한 스냅샷,
스토리지 효율성 기능, 고가용성, 안정성, 일관된 성능 등과 같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고객은 설계 트레이드오프나 forgo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NetApp ONTAP용 FSx를 사용하면 고객은 더 이상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NetApp ONTAP용 FSX는
AWS에서 판매, 지원, 청구 및 완벽하게 관리되는 네이티브 AWS 서비스입니다. NetApp ONTAP의 강력한 기능을
사용하여 NetApp에서 30년 동안 사내에 제공해온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 및 데이터 관리 기능을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EC2 인스턴스에서 SQL Server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환경과 기본 운영 체제에 액세스하고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와 함께 EC2 인스턴스의 SQL Server https://["AWS FSx ONTAP"^]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저장하려면, 블록 레벨 복제를 사용하여 고성능, 데이터 관리 및 간단하고 쉬운 마이그레이션 경로를 설정합니다. 따라서

164



간단한 인양이동 접근 방식, 클릭 수 감소, 스키마 변환 없이 AWS VPC에서 복잡한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Amazon FSx for NetApp ONTAP with SQL Server의 이점

NetApp ONTAP용 Amazon FSx는 AWS의 SQL Server 구축에 이상적인 파일 스토리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짧은 지연 시간과 일관된 고성능 및 높은 처리량

• NVMe 캐시를 이용한 지능형 캐싱으로 성능 향상

• 용량, 처리량, IOP를 즉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유연한 사이징

• 사내-AWS 블록 간 효율적인 복제

•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잘 알려진 프로토콜인 iSCSI를 사용합니다

• 씬 프로비저닝, 설치 공간 제로 클론 복제 등의 스토리지 효율성 기능

• 백업 시간이 몇 시간에서 몇 분으로 단축되어 RTO가 감소합니다

• 직관적인 NetApp SnapCenter UI를 사용하여 SQL 데이터베이스의 세분화된 백업 및 복구

• 실제 마이그레이션 전에 여러 번의 테스트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마이그레이션 중 다운타임 단축 및 파일 레벨 또는 I/O 레벨 사본으로 마이그레이션 문제 해결

• 주요 릴리스 또는 패치 업데이트 후 근본 원인을 찾아 MTTR 감소

iSCSI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FSx ONTAP에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하면 일반적으로 사내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탁월한 성능, 스토리지 효율성 및 데이터 관리 기능을 갖춘 이상적인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환경을 제공합니다.
작업 세트 크기가 5%라고 가정하여 여러 iSCSI 세션을 사용하는 경우 Flash Cache를 fitting 하면 FSx ONTAP
서비스에 100K IOPS 이상이 제공됩니다. 이 구성을 통해 가장 까다로운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ONTAP용 FSx에 연결된 더 작은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SQL Server는 ONTAP용 FSx에 네트워크
대역폭 제한만 적용되므로 훨씬 더 큰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SQL Server와 동일한 성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스턴스 크기를 줄이면 컴퓨팅 비용도 절감되므로 TCO에 최적화된 구축이 가능합니다. ONTAP용 FSx에서
iSCSI를 사용하는 SQL, SMB3.0과 다채널, 지속적인 가용성 공유를 조합하면 SQL 작업 부하에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Amazon FSx for NetApp ONTAP 및 EC2 인스턴스에 SQL Server를 함께 사용하면 가장 까다로운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설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 기술을 모두 최적화하려면
SQL Server I/O 패턴과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잘 설계된 스토리지
레이아웃은 SQL Server의 성능과 SQL Server 인프라의 관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우수한 스토리지 레이아웃을 통해
초기 구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을 원활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필수 구성 요소

이 문서의 단계를 완료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AWS 계정

• ONTAP용 EC2 및 FSx를 프로비저닝하기 위한 적절한 IAM 역할

• EC2의 Windows Active Directory 도메인

• 모든 SQL Server 노드는 서로 통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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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S 확인이 작동하고 호스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호스트 파일 항목을
사용합니다.

• SQL Server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또한 최적의 스토리지 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SQL Server 환경에 대한 NetApp 모범 사례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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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2의 SQL Server 환경에 대한 모범 사례 구성

FSx ONTAP를 사용하면 스토리지를 조달하는 것이 가장 쉬우므로 파일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프로세스를 통해 필요에 따라 동적인 비용 및 성능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으며, SQL
워크로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씬 프로비저닝을 위한 훌륭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FSX ONTAP 씬
프로비저닝은 SQL Server를 실행하는 EC2 인스턴스에 파일 시스템에서 프로비저닝되는 것보다 더 많은 논리적
스토리지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간을 미리 할당하는 대신 데이터가 기록될 때 스토리지 공간이 각 볼륨
또는 LUN에 동적으로 할당됩니다. 대부분의 구성에서는 볼륨 또는 LUN의 데이터가 삭제되고 스냅샷 복사본이
보류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 공간이 다시 해제됩니다. 다음 표에는 스토리지를 동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구성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설정 구성

볼륨 보장 없음(기본값으로 설정)

LUN 예약입니다 활성화됨

fractional_reserve 0%(기본값으로 설정)

snap_reserve 0%

자동 삭제 Volume/OLDEST_FIRST(볼륨/가장 오래된

자동 크기 조정 켜짐

먼저 시도하십시오 자동 확장

볼륨 계층화 정책 스냅샷만

스냅샷 정책 없음

이 구성에서는 볼륨의 총 크기가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실제 스토리지보다 클 수 있습니다. LUN 또는
스냅샷 복사본에 볼륨에서 사용 가능한 공간보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볼륨은 자동으로 확장되므로 포함된
파일 시스템에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자동 확장 기능을 사용하면 FSx ONTAP에서 미리 결정한 최대
크기까지 볼륨 크기를 자동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볼륨의 자동 증가를 지원하려면 포함하는 파일 시스템에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 확장 기능이 설정된 경우 포함된 파일 시스템의 사용 가능한 공간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때 파일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를 설정합니다 https://["공간 할당"^] LUN의 옵션을 Enabled로 설정하면, FSx ONTAP는 볼륨의
공간이 부족하고 볼륨의 LUN이 쓰기를 수락할 수 없을 때 EC2 호스트에 알립니다. 또한 이 옵션을 사용하면 EC2
호스트의 SQL Server가 데이터를 삭제할 때 ONTAP용 FSx가 공간을 자동으로 재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간 할당
옵션은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됩니다.

공간 예약 LUN이 NONE-Guaranteed 볼륨에 생성된 경우 LUN은 공간이 예약되지 않은 LUN과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이는 보장된 볼륨 중 어느 것도 LUN에 할당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볼륨
자체는 이 볼륨에 쓸 때만 공간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성을 사용하면 FSx ONTAP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호스트 측 및 파일 시스템의 LUN에서 사용된 공간을 관리
및 모니터링해야 하는 볼륨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SQL Server 워크로드에 별도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 시스템이 여러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경우 파일 시스템 및 파일 시스템 내의 볼륨 모두의 공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볼륨이 사용 가능한 공간에 대해 경합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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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Clone 볼륨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스냅샷 복사본은 자동 삭제 옵션에 의해 삭제되지
않습니다.

SQL Server와 같은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스토리지 구매의사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관리해야 하며, 운영 중단을 최소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스토리지 소비 추세를
모니터링하여 어느 정도의 구매량(있는 경우)을 허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범 사례

• 최적의 스토리지 성능을 위해 파일 시스템 용량을 총 데이터베이스 사용 크기의 1.35배로 프로비저닝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다운타임을 방지하기 위해 씬 프로비저닝을 사용할 때는 효과적인 작업 계획과 함께 적절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스토리지가 가득 찰 때 사람들이 연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Cloudwatch 및 기타 모니터링 툴
알림을 설정해야 합니다.

SQL Server용 스토리지를 구성하고 백업, 복원 및 클론 작업을 위해 SnapCenter를 구축합니다

SnapCenter를 사용하여 SQL Server 작업을 수행하려면 먼저 SQL Server용 볼륨 및 LUN을 생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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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Server용 볼륨 및 LUN을 생성합니다

SQL Server용 볼륨 및 LUN을 생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에서 Amazon FSx 콘솔을 엽니다 https://[]

2. 생성 방법 아래의 표준 생성 옵션을 사용하여 NetApp ONTAP 파일 시스템에 대한 Amazon FSx를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FSxadmin 및 vsadmin 자격 증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3. fsxadmin의 암호를 지정합니다.

4. SVM에 대한 암호를 지정합니다.

5. 에 나와 있는 단계에 따라 볼륨을 생성합니다 https://["NetApp ONTAP용 FSx에서 볼륨 생성"^].

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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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지 Snapshot 복사본 일정 및 보존 정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대신 NetApp
SnapCenter를 사용하여 SQL Server 데이터 및 로그 볼륨의 스냅샷 복사본을 조정합니다.

• 개별 볼륨의 개별 LUN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여 빠르고 세분화된 복원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데이터 파일(.mdf)은 랜덤 읽기/쓰기 워크로드이므로 별도의 볼륨에 배치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트랜잭션 로그 백업은 데이터베이스 백업보다 더 자주 생성됩니다. 따라서 트랜잭션 로그 파일(.ldf)을
데이터 파일과 별도의 볼륨에 배치하여 각 볼륨에 대해 독립적인 백업 일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분리 방식은 로그 파일의 순차적 쓰기 I/O를 데이터 파일의 랜덤 읽기/쓰기 I/O에서 격리하고 SQL
Server 성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 tempdb는 Microsoft SQL Server가 임시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로, 특히 I/O
집약적인 DBCC CHECKDB 작업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전용 볼륨에 배치합니다.
볼륨 수가 문제가 되는 대규모 환경에서는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한 후 tempdb를 더 적은 볼륨으로
통합하고 동일한 볼륨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SQL Server를 다시 시작할 때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다시 생성되므로 tempdb에 대한 데이터 보호는 높은 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6. 다음 SSH 명령을 사용하여 볼륨을 생성합니다.

Vol create -vserver svm001 -volume vol_awssqlprod01_data -aggregate

aggr1 -size 800GB -state online -tiering-policy snapshot-only

-percent-snapshot-space 0 -autosize-mode grow -snapshot-policy none

-security-style ntfs -aggregate aggr1

volume modify -vserver svm001 -volume vol_awssqlprod01_data

-fractional-reserve 0

volume modify -vserver svm001 -volume vol_awssqlprod01_data -space

-mgmt-try-first vol_grow

volume snapshot autodelete modify -vserver svm001 -volume

vol_awssqlprod01_data -delete-order oldest_first

7. Windows Server에서 상승된 권한을 사용하여 PowerShell로 iSCSI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Start-service -Name msiscsi

Set-Service -Name msiscsi -StartupType Automatic

8. Windows Server에서 상승된 권한을 사용하여 PowerShell로 Multipath-IO를 설치합니다.

 Install-WindowsFeature -name Multipath-IO -Restart

9. Windows Server에서 상승된 권한을 사용하여 PowerShell을 사용하는 Windows 이니시에이터 이름을
찾습니다.

Get-InitiatorPort | select Node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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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utty를 사용하여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에 연결하고 iGroup을 생성합니다.

igroup create -igroup igrp_ws2019sql1 -protocol iscsi -ostype

windows -initiator iqn.1991-05.com.microsoft:ws2019-sql1.contoso.net

11. 다음 SSH 명령을 사용하여 LUN을 생성합니다.

lun create -path /vol/vol_awssqlprod01_data/lun_awssqlprod01_data

-size 700GB -ostype windows_2008 -space-reserve enabled -space

-allocation enabled lun create -path

/vol/vol_awssqlprod01_log/lun_awssqlprod01_log -size 100GB -ostype

windows_2008 -space-reserve enabled -space-allocation enabled

12. OS 파티셔닝 스키마와 입출력 정렬을 달성하려면 Windows_2008을 권장되는 LUN 유형으로 사용합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https://["여기"^]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13. 다음 SSH 명령을 사용하여 방금 생성한 LUN에 igroup을 매핑합니다.

lun show

lun map -path /vol/vol_awssqlprod01_data/lun_awssqlprod01_data

-igroup igrp_awssqlprod01lun map -path

/vol/vol_awssqlprod01_log/lun_awssqlprod01_log -igroup

igrp_awssqlpro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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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Windows 페일오버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공유 디스크의 경우 SSH 명령을 실행하여 Windows 페일오버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모든 서버에 속한 igroup에 동일한 LUN을 매핑합니다.

15. Windows Server를 iSCSI Target을 사용하여 SVM에 연결합니다. AWS Portal에서 타겟 IP 주소를
찾습니다.

16. 서버 관리자 및 도구 메뉴에서 iSCSI 초기자를 선택합니다. 검색 탭을 선택한 다음 포털 검색 을 선택합니다.
이전 단계의 iSCSI IP 주소를 제공하고 고급을 선택합니다. 로컬 어댑터 에서 Microsoft iSCSI 초기자 를
선택합니다. 이니시에이터 IP에서 서버의 IP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확인 을 선택하여 모든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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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VM에서 두 번째 iSCSI IP에 대해 12단계를 반복합니다.

18. Targets * 탭을 선택하고 * Connect * 를 선택한 다음 * Enable Muti-path * 를 선택합니다.

19. 최상의 성능을 얻으려면 세션을 더 추가하고 5개의 iSCSI 세션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성 * > * 세션
추가 * > * 고급 * 을 선택하고 12단계를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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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Portals = ('10.2.1.167', '10.2.2.12')

foreach ($TargetPortal in $TargetPortals) {New-IscsiTargetPortal

-TargetPortalAddress $TargetPortal}

모범 사례

• 최적의 성능을 위해 타겟 인터페이스당 5개의 iSCSI 세션을 구성합니다.

• 최상의 전체 iSCSI 성능을 위해 라운드 로빈 정책을 구성합니다.

• LUN을 포맷할 때 할당 유닛 크기가 파티션의 64K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0. 다음 PowerShell 명령을 실행하여 iSCSI 세션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targets = Get-IscsiTarget

foreach ($target in $targets)

{

Connect-IscsiTarget -IsMultipathEnabled $true -NodeAddress

$target.NodeAddress -IsPersistent $true

}

21. 다음 PowerShell 명령으로 디스크를 초기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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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ks = Get-Disk | where PartitionStyle -eq raw

foreach ($disk in $disks) {Initialize-Disk $disk.Number}

22. PowerShell을 사용하여 Create Partition 및 Format Disk 명령을 실행합니다.

New-Partition -DiskNumber 1 -DriveLetter F -UseMaximumSize

Format-Volume -DriveLetter F -FileSystem NTFS -AllocationUnitSize

65536

New-Partition -DiskNumber 2 -DriveLetter G -UseMaximumSize

Format-Volume -DriveLetter G -FileSystem NTFS -AllocationUnitSize

65536

부록 B의 PowerShell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볼륨 및 LUN 생성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SnapCenter를 사용하여
LUN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볼륨 및 LUN을 정의한 후에는 SnapCenter를 설정하여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SnapCenter 개요

NetApp SnapCenter는 계층 1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차세대 데이터 보호 소프트웨어입니다.
SnapCenter는 단일 창 방식의 관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여러 데이터베이스와 기타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의
백업, 복구 및 클론 복제와 관련된 시간 소모적이고 복잡한 수동 프로세스를 자동화 및 단순화합니다.
SnapCenter는 NetApp Snapshot, NetApp SnapMirror, SnapRestore 및 NetApp FlexClone을 비롯한
NetApp 기술을 활용합니다. 이와 같은 통합을 통해 IT 조직은 스토리지 인프라를 확장하고, 점점 엄격해지는 SLA
규정을 충족하고, 기업 전체에서 관리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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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enter 서버 요구 사항

다음 표에는 Microsoft Windows Server에 SnapCenter Server 및 플러그인을 설치하기 위한 최소 요구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성 요소 요구 사항

최소 CPU 수입니다 코어/vCPU 4개

메모리 최소 8GB 권장: 32GB

저장 공간 최소 설치 공간: 10GB의 리포지토리 최소 공간: 10GB

지원되는 운영 체제 • Windows Server 2012 를 참조하십시오

• Windows Server 2012 R2

• Windows Server 2016

• Windows Server 2019

소프트웨어 패키지 • NET 4.5.2 이상

• WMF(Windows Management Framework) 4.0
이상

• PowerShell 4.0 이상

자세한 내용은 공간 및 사이징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버전 호환성은 를 참조하십시오 https://["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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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레이아웃

다음 그림에서는 SnapCenter를 사용하여 백업할 때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레이아웃을
생성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보여 줍니다.

모범 사례

• 데이터베이스를 I/O 집약적 쿼리로 배치하거나 데이터베이스 크기가 큰(예: 500GB 이상) 데이터베이스를
별도의 볼륨에 배치하여 복구 속도를 높입니다. 이 볼륨은 별도의 작업으로 백업되어야 합니다.

• 중요도가 덜하거나 I/O 요구사항이 적은 중소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단일 볼륨에 통합합니다. 동일한 볼륨에
상주하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면 유지해야 하는 Snapshot 복사본이 줄어듭니다. 또한 Microsoft
SQL Server 인스턴스를 통합하여 동일한 볼륨을 사용하여 생성한 백업 Snapshot 복사본 수를 제어하는
것이 모범 사례입니다.

• 전체 텍스트 관련 파일 및 파일 스트리밍 관련 파일을 저장할 별도의 LUN을 생성합니다.

• Microsoft SQL Server 로그 백업을 저장할 호스트당 별도의 LUN을 할당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서버 메타데이터 구성 및 작업 세부 정보를 저장하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자주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tempdb를 별도의 드라이브 또는 LUN에 배치합니다.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볼륨에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배치하지 마십시오.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백업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백업 빈도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동일하지 않습니다.

• Microsoft SQL Server Availability Group 설정의 경우 복제본의 데이터 및 로그 파일을 모든 노드의 동일한
폴더 구조에 배치합니다.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레이아웃을 서로 다른 볼륨으로 분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능 이점 외에도
데이터베이스가 백업 및 복구에 필요한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데이터 및 로그 파일을 위한 별도의 볼륨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사용자 데이터 파일을 호스팅하는 볼륨에 비해 복원 시간이 크게 향상됩니다. 마찬가지로, I/O
집약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는 백업 시간이 증가하기 쉽습니다. 백업 및 복원 방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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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은 이 문서의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SQL Server 2012(11.x), 시스템 데이터베이스(Master, Model, msdb 및 TempDB)부터
데이터베이스 엔진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는 SMB 파일 서버와 함께 스토리지 옵션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립 실행형 SQL Server 및 SQL Server 장애 조치 클러스터 설치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ONTAP용 FSx를 볼륨 용량, 성능 확장성 및 데이터 보호 기능 등 SQL
Server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성능 및 데이터 관리 기능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사용하는 공유는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속성 집합을 사용하여 구성해야 하며
볼륨은 NTFS 보안 스타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ONTAP용 FSx에서 SMB 공유에 배치된
데이터베이스는 NetApp SnapCenter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SnapCenter를 사용하여 백업을 수행하지 않는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데이터와 로그
파일을 별도의 드라이브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를 동시에 업데이트하고 요청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로그 파일은 쓰기 작업이 많고 데이터 파일(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다름)은 읽기
/쓰기 작업이 많이 사용됩니다. 데이터 검색을 위해 로그 파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체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 파일에서 데이터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데이터와 로그에 대해 별도의 드라이브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후 파일을 이동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Microsoft 권장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드라이브에 데이터 및 로그 파일 배치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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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enter 설치 및 설정

를 따릅니다 https://["SnapCenter 서버를 설치합니다"^] 및 https://["Microsoft SQL Server용 SnapCenter
플러그인 설치"^] SnapCenter를 설치하고 설정합니다.

SnapCenter를 설치한 후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설정합니다.

1. 자격 증명을 설정하려면 * 설정 * > * 새로 만들기 * 를 선택한 다음 자격 증명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스토리지 시스템 >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을 추가하고 에서 ONTAP 스토리지 정보에 대해
적절한 FSx를 제공합니다.

3. 호스트 * > * 추가 * 를 선택하여 호스트를 추가한 다음 호스트 정보를 제공합니다. SnapCenter는 Windows
및 SQL Server 플러그인을 자동으로 설치합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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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플러그인을 설치한 후에는 로그 디렉토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트랜잭션 로그 백업이 상주하는 위치입니다.
호스트를 선택한 다음 로그 디렉토리 구성을 선택하여 로그 디렉토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SnapCenter는 호스트 로그 디렉토리를 사용하여 트랜잭션 로그 백업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호스트 및 인스턴스 레벨에 있습니다. SnapCenter에서 사용하는 각 SQL Server 호스트에는 로그
백업을 수행하도록 구성된 호스트 로그 디렉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SnapCenter에는 데이터베이스
저장소가 있으므로 백업, 복원 또는 클론 복제 작업과 관련된 메타데이터가 중앙 데이터베이스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호스트 로그 디렉토리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호스트 로그 디렉토리의 크기 =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크기 + (최대 DB LDF 크기 × 일일 로그 변경률 % ×
(스냅샷 복사본 보존) ÷ (1 – LUN 오버헤드 공간 %)

호스트 로그 디렉토리 사이징 공식은 다음을 가정합니다.

• tempdb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백업입니다

• 10% LUN 오버헤드 공간 전용 볼륨 또는 LUN에 호스트 로그 디렉토리를 저장합니다. 호스트 로그
디렉토리의 데이터 양은 백업 크기 및 백업 보존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LUN이 이미 용량 할당된 경우 호스트 로그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마운트 지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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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SQL Server에 대한 백업, 복원 및 클론 작업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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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enter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로그 파일을 FSx ONTAP LUN에 배치한 후 SnapCenter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전체 백업을 생성합니다.

모범 사례

• SnapCenter의 경우 RPO를 백업 빈도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손실을 최대 몇 분 이내로
줄이기 위해 백업 스케줄을 얼마나 자주 지정할지 알 수 있습니다. SnapCenter를 사용하면 5분마다 백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트랜잭션 시간 동안 5분 내에 백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지정된 시간 내에
데이터 변화율이 더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체 백업 대신 빈번한 트랜잭션 로그
백업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 RPO 및 RTO를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백업 방식을 대체하는 방법 중 하나는 데이터 및
로그에 대해 서로 다른 간격을 두고 별도의 백업 정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SnapCenter에서
로그 백업을 15분 간격으로 예약하고 데이터 백업을 6시간 간격으로 예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스냅샷 최적화 및 관리할 작업 수를 위한 백업 구성에 리소스 그룹을 사용합니다.

1. Resources * 를 선택한 다음 왼쪽 상단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Microsoft SQL Server * 를 선택합니다.
리소스 새로 고침 * 을 선택합니다.

2. 백업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다음 * Next * (다음 ) 및 (+ *)를 선택하여 정책이 생성되지 않은 경우
추가합니다. 새 SQL Server 백업 정책 * 에 따라 새 정책을 만듭니다.

3. 필요한 경우 검증 서버를 선택합니다. 이 서버는 전체 백업이 생성된 후 SnapCenter가 DBCC CHECKDB를
실행하는 서버입니다. 알림을 보려면 * 다음 * 을 클릭하고 검토하려면 * 요약 * 을 선택합니다. 검토 후 * 마침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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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업을 테스트하려면 * 지금 백업 * 을 클릭합니다. 팝업 창에서 * 백업 * 을 선택합니다.

5. 백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려면 * Monitor *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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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

• SnapCenter에서 트랜잭션 로그 백업을 백업하면 복원 프로세스 중에 SnapCenter가 모든 백업 파일을 읽고
순서대로 자동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 타사 제품을 백업에 사용하는 경우 SnapCenter에서 백업 복사를 선택하여 로그 시퀀스 문제를 방지하고
운영 환경으로 롤링하기 전에 복원 기능을 테스트합니다.

SnapCenter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합니다

EC2에서 FSx ONTAP와 SQL Server를 함께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 중 하나는 각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신속하고 세분화된 복원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napCenter를 사용하여 개별 데이터베이스를 특정 시점 또는 최대 분으로 복원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리소스 를 선택한 다음 복원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2.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해야 하는 백업 이름을 선택한 다음 복원 을 선택합니다.

3.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하려면 * 복원 * 팝업 창을 따르십시오.

4. 복구 프로세스가 성공적인지 확인하려면 * Monitor *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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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작은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사용하는 인스턴스에 대한 고려 사항입니다

SnapCenter는 리소스 그룹 내의 인스턴스 또는 인스턴스 그룹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는 백업 시간의 주요 요인이 아닙니다. 백업 기간은 볼륨당 LUN 수, Microsoft SQL
Server의 로드, 인스턴스당 총 데이터베이스 수, 특히 I/O 대역폭 및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또는 리소스 그룹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도록 정책을 구성하는 동안에는 스냅샷 복사본당 백업된 최대
데이터베이스를 호스트당 100개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 스냅샷 복사본 수가 1,023개 복사본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각 데이터베이스 또는 인스턴스에 대해 여러 작업을 생성하는 대신 데이터베이스 수를 그룹화하여 병렬로
실행 중인 백업 작업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업 기간의 성능을 최적화하려면 백업 작업 수를 한 번에 100개
이하의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수 있는 숫자로 줄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I/O 사용은 백업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백업 프로세스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I/O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일시 중지되도록 대기해야 합니다. I/O 작업이 매우 많은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백업
시간으로 지연되거나 백업할 동일한 리소스 그룹 내의 다른 리소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른 백업 작업과
격리되어야 합니다.

호스트당 4개의 LUN과 생성된 볼륨당 1개의 LUN을 가정하여 인스턴스당 200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호스팅하는
Microsoft SQL Server 호스트가 6개 있는 환경의 경우 스냅샷 복사본당 백업된 최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전체
백업 정책을 100으로 설정합니다. 각 인스턴스에 200개의 데이터베이스가 2개의 LUN에 균등하게 분산되는
200개의 데이터 파일로 배치되고 200개의 로그 파일이 2개의 LUN에 균등하게 배포되며, 이는 볼륨당 100개의
파일입니다.

세 개의 리소스 그룹을 생성하여 세 개의 백업 작업을 예약합니다. 각 그룹은 총 400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두 인스턴스를 그룹화합니다.

세 백업 작업을 모두 병렬로 실행하면 1,200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동시에 백업됩니다. 서버의 로드 및 I/O 사용량에
따라 각 인스턴스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24개의 스냅샷 복사본이 생성됩니다.

전체 백업 외에도 중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트랜잭션 로그 백업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속성이
전체 복구 모델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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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

• 백업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시적이므로 백업에 tempdb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Snapshot
복제본이 생성되지 않는 스토리지 시스템 볼륨에 있는 LUN 또는 SMB 공유에 tempdb를 배치합니다.

• I/O 집약적인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 Microsoft SQL Server 인스턴스를 다른 백업 작업에서 격리하여 다른
리소스에 대한 전체 백업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 동시에 백업할 데이터베이스 집합을 약 100개로 제한하고 나머지 데이터베이스 백업 집합을 스태그하여
동시 프로세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Microsoft SQL Server 인스턴스에서 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마다 SnapCenter에서는 자동으로 새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수 있도록 간주하므로 여러 데이터베이스 대신 리소스 그룹에서 Microsoft SQL
Server 인스턴스 이름을 사용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복구 모델을 전체 복구 모델로 변경하는 등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변경하는 경우 즉시 백업을
수행하여 최신 복원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SnapCenter는 SnapCenter 외부에서 생성된 트랜잭션 로그 백업을 복원할 수 없습니다.

• FlexVol 볼륨을 클론 복제할 때 클론 메타데이터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할 때 볼륨에서 충분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관리하고 백업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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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enter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클론 생성

개발 또는 테스트 환경의 다른 위치로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하거나 비즈니스 분석을 위해 복사본을 생성하기 위해
NetApp 모범 사례는 클론 복제 방법을 활용하여 동일한 인스턴스 또는 대체 인스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복사본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ONTAP 환경의 FSx에서 호스팅되는 iSCSI 디스크에 500GB인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는 데 일반적으로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클론 생성이 완료되면 사용자는 클론 복제된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모든 읽기/쓰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디스크 검사(diskpart)에 사용됩니다. NetApp 클론 복제 절차는
데이터베이스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2분 이내에 완료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클론 생성은 이중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신 백업에서 클론을 생성하거나 보조
인스턴스에서 최신 복사본을 사용할 수 있는 클론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napCenter를 사용하면 필요한 디스크에 클론 복제본을 마운트하여 보조 인스턴스에서 폴더 구조의 형식을
유지하고 백업 작업 스케줄을 계속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인스턴스에서 새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클론 생성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EC2에서 실행되는 동일한 SQL Server 인스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새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1. 리소스를 선택한 다음 클론을 생성해야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2. 클론 복제할 백업 이름을 선택하고 클론 을 선택합니다.

3. 백업 윈도우의 클론 지침에 따라 클론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4. 복제를 완료하려면 Monitor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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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2에서 실행 중인 새 SQL Server 인스턴스로 데이터베이스 클론 생성

다음 단계는 EC2에서 실행되는 새 SQL Server 인스턴스에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1. 동일한 VPC에서 EC2에 새 SQL Server를 생성합니다.

2. iSCSI 프로토콜 및 MPIO를 활성화한 다음 "SQL Server용 볼륨 및 LUN 생성" 섹션의 3단계와 4단계에
따라 ONTAP용 FSx에 대한 iSCSI 연결을 설정합니다.

3. "SnapCenter 설치 및 설정" 섹션의 3단계를 따라 EC2의 새 SQL Server를 SnapCenter에 추가합니다.

4. 리소스 > 인스턴스 보기 를 선택한 다음 리소스 새로 고침 을 선택합니다.

5. 리소스를 선택한 다음 복제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6. 클론 복제할 백업 이름을 선택한 다음 클론 을 선택합니다.

7. EC2 및 인스턴스 이름에 새 SQL Server 인스턴스를 제공하여 Clone from Backup 지침에 따라 클론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8. 복제를 완료하려면 Monitor 를 선택합니다.

이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 https://docs.netapp.com/ko-kr/netapp-solutions/media/SQLonFSxN.mp4 (video)

부록

부록 A: 클라우드 형성 템플릿에 사용할 YAML 파일

다음 .YAML 파일은 AWS 콘솔의 Cloud formation Template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https://["https://github.com/NetApp-Automation/fsxn-iscsisetup-cft"^]

PowerShell을 사용하여 iSCSI LUN 생성 및 NetApp SnapCenter 설치를 자동화하려면 에서 리포를 클론
복제하십시오 https://["이 GitHub 링크를 클릭합니다"^].

188

https://docs.netapp.com/ko-kr/netapp-solutions/media/SQLonFSxN.mp4


부록 B: 볼륨 및 LUN 프로비저닝을 위한 Powershell 스크립트

다음 스크립트는 볼륨 및 LUN을 프로비저닝하는 데 사용되며, 위에 제공된 지침에 따라 iSCSI를 설정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두 개의 PowerShell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 _EnableMPIO.ps1

Function Install_MPIO_ssh {

    $hostname = $env:COMPUTERNAME

    $hostname = $hostname.Replace('-','_')

    #Add schedule action for the next step

    $path = Get-Location

    $path = $path.Path + '\2_CreateDisks.ps1'

    $arg = '-NoProfile -WindowStyle Hidden -File ' +$path

    $schAction = New-ScheduledTaskAction -Execute "Powershell.exe"

-Argument $arg

    $schTrigger = New-ScheduledTaskTrigger -AtStartup

    $schPrincipal = New-ScheduledTaskPrincipal -UserId "NT

AUTHORITY\SYSTEM" -LogonType ServiceAccount -RunLevel Highest

    $return = Register-ScheduledTask -Action $schAction -Trigger

$schTrigger -TaskName "Create Vols and LUNs" -Description "Scheduled

Task to run configuration Script At Startup" -Principal $schPrincipal

    #Install -Module Posh-SSH

    Write-host 'Enable MPIO and SSH for PowerShell' -ForegroundColor

Yellow

    $return = Find-PackageProvider -Name 'Nuget' -ForceBootstrap

-IncludeDependencies

    $return = Find-Module PoSH-SSH | Install-Module -Force

    #Install Multipath-IO with PowerShell using elevated privileges in

Windows Servers

    Write-host 'Enable MPIO' -ForegroundColor Yellow

    $return = Install-WindowsFeature -name Multipath-IO -Restart

}

Install_MPIO_ssh

Remove-Item -Path $MyInvocation.MyCommand.Source

• _CreateDisks.ps1

#Enable MPIO and Start iSCSI Service

Function PrepISCSI {

    $return = Enable-MSDSMAutomaticClaim -BusType iSCSI

    #Start iSCSI service with PowerShell using elevated privileges in

Windows Servers

    $return = Start-service -Name msisc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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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 Set-Service -Name msiscsi -StartupType Automatic

}

Function Create_igroup_vols_luns ($fsxN){

    $hostname = $env:COMPUTERNAME

    $hostname = $hostname.Replace('-','_')

    $volsluns = @()

    for ($i = 1;$i -lt 10;$i++){

        if ($i -eq 9){

            $volsluns

+=(@{volname=('v_'+$hostname+'_log');volsize=$fsxN.logvolsize;lunname=(

'l_'+$hostname+'_log');lunsize=$fsxN.loglunsize})

        } else {

            $volsluns

+=(@{volname=('v_'+$hostname+'_data'+[string]$i);volsize=$fsxN.datavols

ize;lunname=('l_'+$hostname+'_data'+[string]$i);lunsize=$fsxN.datalunsi

ze})

        }

    }

    $secStringPassword = ConvertTo-SecureString $fsxN.password

-AsPlainText -Force

    $credObject = New-Object System.Management.Automation.PSCredential

($fsxN.login, $secStringPassword)

    $igroup = 'igrp_'+$hostname

    #Connect to FSx N filesystem

    $session = New-SSHSession -ComputerName $fsxN.svmip -Credential

$credObject -AcceptKey:$true

    #Create igroup

    Write-host 'Creating igroup' -ForegroundColor Yellow

    #Find Windows initiator Name with PowerShell using elevated

privileges in Windows Servers

    $initport = Get-InitiatorPort | select -ExpandProperty NodeAddress

    $sshcmd = 'igroup create -igroup ' + $igroup + ' -protocol iscsi

-ostype windows -initiator ' + $initport

    $ret = Invoke-SSHCommand -Command $sshcmd -SSHSession $session

    #Create vols

    Write-host 'Creating Volumes' -ForegroundColor Yellow

    foreach ($vollun in $volsluns){

        $sshcmd = 'vol create ' + $vollun.volname + ' -aggregate aggr1

-size ' + $vollun.volsize #+ ' -vserver ' + $vserver

        $return = Invoke-SSHCommand -Command $sshcmd -SSHSession

$session

    }

    #Create LUNs and mapped LUN to igroup

    Write-host 'Creating LUNs and map to igroup' -ForegroundColor

Yellow

    foreach ($vollun in $volsl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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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hcmd = "lun create -path /vol/" + $vollun.volname + "/" +

$vollun.lunname + " -size " + $vollun.lunsize + " -ostype Windows_2008

" #-vserver " +$vserver

        $return = Invoke-SSHCommand -Command $sshcmd -SSHSession

$session

        #map all luns to igroup

        $sshcmd = "lun map -path /vol/" + $vollun.volname + "/" +

$vollun.lunname + " -igroup " + $igroup

        $return = Invoke-SSHCommand -Command $sshcmd -SSHSession

$session

    }

}

Function Connect_iSCSI_to_SVM ($TargetPortals){

    Write-host 'Online, Initialize and format disks' -ForegroundColor

Yellow

    #Connect Windows Server to svm with iSCSI target.

    foreach ($TargetPortal in $TargetPortals) {

        New-IscsiTargetPortal -TargetPortalAddress $TargetPortal

        for ($i = 1; $i -lt 5; $i++){

            $return = Connect-IscsiTarget -IsMultipathEnabled $true

-IsPersistent $true -NodeAddress (Get-iscsiTarget | select

-ExpandProperty NodeAddress)

        }

    }

}

Function Create_Partition_Format_Disks{

    #Create Partion and format disk

    $disks = Get-Disk | where PartitionStyle -eq raw

    foreach ($disk in $disks) {

        $return = Initialize-Disk $disk.Number

        $partition = New-Partition -DiskNumber $disk.Number

-AssignDriveLetter -UseMaximumSize | Format-Volume -FileSystem NTFS

-AllocationUnitSize 65536 -Confirm:$false -Force

        #$return = Format-Volume -DriveLetter $partition.DriveLetter

-FileSystem NTFS -AllocationUnitSize 65536

    }

}

Function UnregisterTask {

    Unregister-ScheduledTask -TaskName "Create Vols and LUNs"

-Confirm:$false

}

Start-Sleep -s 30

$fsxN = @{svmip ='198.19.255.153';login =

'vsadmin';password='net@pp11';datavolsize='10GB';datalunsize='8GB';logv

olsize='8GB';loglunsize='6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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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Portals = ('10.2.1.167', '10.2.2.12')

PrepISCSI

Create_igroup_vols_luns $fsxN

Connect_iSCSI_to_SVM $TargetPortals

Create_Partition_Format_Disks

UnregisterTask

Remove-Item -Path $MyInvocation.MyCommand.Source

파일을 실행합니다 EnableMPIO.ps1 첫 번째 및 두 번째 스크립트는 서버가 재부팅된 후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이러한 PowerShell 스크립트는 SVM에 대한 자격 증명 액세스로 인해 실행된 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위치

• NetApp ONTAP용 Amazon FSx

https://["https://docs.aws.amazon.com/fsx/latest/ONTAPGuide/what-is-fsx-ontap.html"^]

• NetApp ONTAP용 FSx 시작하기

https://["https://docs.aws.amazon.com/fsx/latest/ONTAPGuide/getting-started.html"^]

• SnapCenter 인터페이스의 개요입니다

https://["https://www.youtube.com/watch?v=lVEBF4kV6Ag&t=0s"^]

• SnapCenter 탐색 창 옵션을 둘러봅니다

https://["https://www.youtube.com/watch?v=_lDKt-koySQ"^]

• SQL Server용 SnapCenter 4.0 플러그인을 설치합니다

https://["https://www.youtube.com/watch?v=MopbUFSdHKE"^]

• SnapCenter with SQL Server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백업 및 복원하는 방법

https://["https://www.youtube.com/watch?v=K343qPD5_Ys"^]

• SnapCenter with SQL Server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는 방법

https://["https://www.youtube.com/watch?v=ogEc4DkGv1E"^]

TR-4951: ONTAP용 AWS FSx에서 Microsoft SQL Server용 백업 및 복구

저자: Niyaz Mohammed, Carine Ngwekwe - NetApp 솔루션 엔지니어링

이 문서에서는 ONTAP with SnapCenter용 AWS FSx에서 Microsoft SQL Server에 대한 백업 및 복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NetApp SnapCenter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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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Center 백업 작업

• FCI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백업 작업입니다

• 여러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작업

• 복원 및 복구

SnapCenter 구성

SnapCenter 구성 및 Microsoft SQL Server 리소스 보호를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 각 단계는 다음
섹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 SQL Server 백업 및 복구 사용자에 대한 sysadmin 자격 증명을 구성합니다.

2. 스토리지 설정을 구성합니다. AWS(Amazon Web Services) 관리 자격 증명을 제공하여 SnapCenter에서
SVM(NetApp ONTAP Storage Virtual Machine)용 Amazon FSx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3. SnapCenter에 SQL Server 호스트를 추가합니다. 필요한 SnapCenter 플러그인을 구축 및 설치합니다.

4. 정책을 구성합니다. 백업 작업 유형, 보존 및 선택적 스냅샷 백업 복제를 정의합니다.

5.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보호합니다.

SnapCenter가 새로 설치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SQL Server 백업에 대한 자격 증명을 구성하고 sysadmin 권한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복구합니다.

RBAC(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여 SnapCenter 및 창 호스트의 개별 사용자에게 데이터 보호 및 관리 기능을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를 호스팅하는 SQL Server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호스트의 경우 사용자 이름과 암호는 여러 호스트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SnapCenter에서 필요한 플러그인을 SQL
Server 호스트에 배포하도록 설정하려면 SnapCenter에 대한 도메인 정보를 등록하여 자격 증명 및 호스트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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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섹션을 확장하여 각 단계를 완료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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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증명을 추가합니다

설정 * 으로 이동하여 * 자격 증명 * 을 선택한 다음 (*+ *) 을 클릭합니다.

새 사용자는 SQL Server 호스트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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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를 구성합니다

SnapCenter에서 스토리지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SnapCenter UI에서 * 스토리지 시스템 * 을 선택합니다. 스토리지 유형에는 * ONTAP SVM * 과 * ONTAP
클러스터 * 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토리지 유형은 * ONTAP SVM * 입니다.

2. 스토리지 시스템 정보를 추가하려면 (*+ *)를 클릭합니다.

3. ONTAP 관리 * 엔드포인트용 * FSx를 제공합니다.

4. 이제 SVM이 SnapCenter에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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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enter에 SQL Server 호스트를 추가합니다

SQL Server 호스트를 추가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호스트 탭에서 (*+ *)를 클릭하여 Microsoft SQL Server 호스트를 추가합니다.

2. 원격 호스트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제공합니다.

자격 증명은 기본적으로 채워집니다.

3. Microsoft Windows 및 Microsoft SQL Server에 대한 옵션을 선택한 다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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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Server 패키지가 설치됩니다.

1. 설치가 완료되면 * 리소스 * 탭으로 이동하여 ONTAP iSCSI 볼륨의 모든 FSx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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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디렉터리를 구성합니다

호스트 로그 디렉토리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새 탭이 열립니다.

2. 로그 디렉토리 구성 * 링크를 클릭합니다.

3. 호스트 로그 디렉토리의 드라이브와 FCI 인스턴스 로그 디렉토리를 선택합니다. 저장 * 을 클릭합니다.
클러스터의 두 번째 노드에 대해서도 같은 프로세스를 반복합니다.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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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호스트가 실행 중입니다.

1. 리소스 * 탭에는 모든 서버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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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정책을 구성합니다

백업 정책은 백업을 관리, 예약 및 유지하는 방법을 제어하는 일련의 규칙입니다. 회사의 SLA에 따라 백업 유형 및
빈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섹션을 확장하여 각 단계를 완료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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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I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백업 작업을 구성합니다

FCI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백업 정책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설정 * 으로 이동하여 왼쪽 상단에서 * 정책 * 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 새로 만들기 * 를 클릭합니다.

2. 정책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다음 * 을 클릭합니다.

3. 백업 유형으로 * Full backup *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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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정 빈도를 선택합니다(회사 SLA를 기반으로 함). 다음 * 을 클릭합니다.

5. 백업의 보존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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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제 옵션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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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백업 작업 실행 전후에 실행할 실행 스크립트를 지정합니다(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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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백업 스케줄에 따라 확인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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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약 * 페이지는 백업 정책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오류는 여기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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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보호합니다

1. 백업 정책의 시작 날짜 및 만료 날짜를 설정합니다.

2. 백업 스케줄을 정의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 *)를 클릭하여 일정을 구성합니다. 시작 날짜 * 와 * 만료 날짜 * 를
입력합니다. 회사의 SLA에 따라 시간을 설정합니다.

3. 검증 서버를 구성합니다. 드롭다운 메뉴에서 서버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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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여 구성된 일정을 확인하고 확인합니다.

5. 이메일 알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 * 을 클릭합니다.

이제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백업 정책의 요약이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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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enter 백업 작업

필요 시 SQL Server 백업을 생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리소스 * 보기에서 리소스를 선택하고 * 지금 백업 * 을 선택합니다.

2. 백업 * 대화 상자에서 * 백업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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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예 * 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백업 작업을 모니터링합니다

1. Monitor* 탭에서 작업을 클릭하고 오른쪽에서 * Details*를 선택하여 작업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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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이 완료되면 Topology(토폴로지) 보기에 새 항목이 표시됩니다.

여러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작업

여러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백업 정책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리소스 그룹 정책을 생성합니다.

1. View* 메뉴의 * Resources* 탭에서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리소스 그룹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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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 리소스 그룹을 보려면 (+)를 클릭합니다.

3. 이름과 태그를 입력합니다. 다음 * 을 클릭합니다.

214



4. 리소스 그룹에 리소스 추가:

◦ * 호스트. * 데이터베이스를 호스팅하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서버를 선택합니다.

◦ * 리소스 유형. * 드롭다운 메뉴에서 * 데이터베이스 * 를 선택합니다.

◦ * SQL Server 인스턴스 * 서버를 선택합니다.

옵션 * Auto는 동일한 스토리지 볼륨의 모든 리소스 선택 * 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선택
취소하고 리소스 그룹에 추가해야 하는 데이터베이스만 선택하고 화살표를 클릭하여 추가한 후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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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에서 (*+ *)를 클릭합니다.

6. 리소스 그룹 정책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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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의 SLA에 따라 * 전체 백업 * 과 일정 빈도를 선택합니다.

8. 보존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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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복제 옵션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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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백업을 수행하기 전에 실행할 스크립트를 구성합니다. 다음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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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백업 스케줄에 대한 확인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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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요약 * 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 마침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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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보호합니다

1. (*+ *) 기호를 클릭하여 시작 날짜와 만료 날짜를 구성합니다.

2. 시간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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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증 * 탭에서 서버를 선택하고 스케줄을 구성한 후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4. 이메일을 보내도록 알림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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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러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도록 정책이 구성되었습니다.

여러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주문형 백업을 트리거합니다

1. 리소스 * 탭에서 보기를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메뉴에서 * 리소스 그룹 *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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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 그룹 이름을 선택합니다.

3. 오른쪽 상단에서 * Backup Now * 를 클릭합니다.

4. 새 창이 열립니다. Verify after backup * 확인란을 클릭한 다음 backup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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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 메시지가 재생됩니다. 예 * 를 클릭합니다.

여러 데이터베이스 백업 작업을 모니터링합니다

왼쪽 탐색 모음에서 * Monitor * 를 클릭하고 백업 작업을 선택한 다음 * Details * 를 클릭하여 작업 진행률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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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 탭을 클릭하여 백업이 완료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여러 데이터베이스 백업에 대한 트랜잭션 로그 백업

SnapCenter는 전체, 불룩한 로그 및 단순 복구 모델을 지원합니다. 단순 복구 모드는 트랜잭션 로그 백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트랜잭션 로그 백업을 수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리소스 * 탭에서 보기 메뉴를 * 데이터베이스 * 에서 * 리소스 그룹 * 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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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성된 리소스 그룹 백업 정책을 선택합니다.

3. 오른쪽 상단에서 * Modify Resource Group * (리소스 그룹 수정)을 선택합니다.

4. Name * 섹션은 기본적으로 백업 정책 이름 및 태그로 설정됩니다. 다음 * 을 클릭합니다.

Resources * 탭은 트랜잭션 백업 정책을 구성할 기준을 강조 표시합니다.

229



5. 정책 이름을 입력합니다.

6. SQL Server 백업 옵션을 선택합니다.

7. 로그 백업을 선택합니다.

8. 회사의 RTO에 따라 일정 주기를 설정합니다. 다음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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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로그 백업 보존 설정을 구성합니다. 다음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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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택 사항) 복제 옵션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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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택 사항) 백업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실행할 스크립트를 구성합니다.

12. (선택 사항) 백업 확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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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약 * 페이지에서 * 마침 * 을 클릭합니다.

여러 MS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보호합니다

1. 새로 생성된 트랜잭션 로그 백업 정책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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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작 날짜 * 및 * 만료 날짜 * 를 설정합니다.

3. SLA, RTP 및 RPO에 따라 로그 백업 정책의 빈도를 입력합니다. 확인 을 클릭합니다.

4. 두 정책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다음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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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증 서버를 구성합니다.

6. 이메일 알림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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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 * 페이지에서 * 마침 * 을 클릭합니다.

여러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필요 시 트랜잭션 로그 백업을 트리거합니다

여러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트랜잭션 로그의 필요 시 백업을 트리거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1. 새로 생성된 정책 페이지의 오른쪽 위에 있는 * 지금 백업 *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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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licy * 탭의 팝업에서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하고 백업 정책을 선택한 다음 트랜잭션 로그 백업을 구성합니다.

3. 백업 * 을 클릭합니다. 새 창이 표시됩니다.

4. Yes * 를 클릭하여 백업 정책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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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Monitoring * 탭으로 이동하고 백업 작업의 진행률을 모니터링합니다.

복원 및 복구

SnapCenter에서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다음 필수 구성 요소를 참조하십시오.

• 복구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타겟 인스턴스가 온라인 상태이고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 원격 관리 또는 원격 검증 서버에서 예약된 작업을 포함하여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실행되도록 예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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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enter 작업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 사용자 지정 로그 디렉토리 백업을 대체 호스트로 복원하는 경우 SnapCenter 서버와 플러그인 호스트에 동일한
SnapCenter 버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대체 호스트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 SnapCenter는 SQL Server 클러스터 그룹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Windows 클러스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의 삭제된 테이블을 특정 시점으로 복원합니다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특정 시점으로 복원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1. 다음 스크린샷은 삭제된 테이블 앞에 있는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상태를 보여 줍니다.

스크린샷은 표에서 20개의 행이 삭제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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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apCenter 서버에 로그인합니다. Resources * 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3. 가장 최근 백업을 선택합니다.

4. 오른쪽에서 * Restore *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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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 창이 표시됩니다. Restore * 옵션을 선택합니다.

6. 백업을 생성한 동일한 호스트에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합니다. 다음 * 을 클릭합니다.

7. 복구 유형 * 에 대해 * 모든 로그 백업 * 을 선택합니다. 다음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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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복원 옵션: *

8. 복원 중에 동일한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덮어쓰기 * 옵션을 선택합니다. 다음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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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원 후 옵션: *

9. Operational(작동) 옵션을 선택합니다. 단, 추가 트랜잭션 로그 복원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10. 이메일 설정을 제공합니다. 다음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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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약 * 페이지에서 * 마침 * 을 클릭합니다.

복구 진행률을 모니터링합니다

1. Monitoring* 탭에서 복원 작업 세부 정보를 클릭하여 복원 작업의 진행률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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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 세부 정보를 복원합니다.

3. SQL Server 호스트 > 데이터베이스 > 테이블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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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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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TR-4714: NetApp SnapCenter를 사용하여 Microsoft SQL Server에 대한 모범 사례 가이드"^]

https://["https://www.netapp.com/pdf.html?item=/media/12400-tr4714pdf.pdf"^]

• https://["데이터베이스 복원 요구 사항"^]

https://["https://docs.netapp.com/us-en/snapcenter-45/protect-
scsql/concept_requirements_for_restoring_a_database.html"^]

• 복제된 데이터베이스 수명주기에 대한 이해

https://["https://library.netapp.com/ecmdocs/ECMP1217281/html/GUID-4631AFF4-64FE-4190-931E-
690FCADA5963.html"^]

TR-4467: Windows 기반 Microsoft SQL Server 기반 SAP - NetApp clustered Data
ONTAP 및 SnapCenter 사용 모범 사례

Marco Schoen, NetApp을 참조하십시오

TR-4467은 고객과 파트너에게 Windows 환경의 Microsoft SQL Server에서 실행되는 SAP Business Suite 솔루션을
지원하기 위해 clustered NetApp Data ONTAP을 구축하는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TR-4467: Windows 기반 Microsoft SQL Server 기반 SAP - NetApp clustered Data ONTAP 및 SnapCenter 사용
모범 사례"

Microsoft SQL Server 환경의 현대화

사내 또는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최적화하고 데이터의 파워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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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SQL Server 환경의 현대화"

TR-4764: NetApp EF-Series를 통한 Microsoft SQL Server의 모범 사례

Mitch Blackburn, Pat Sinth두산, NetApp

이 모범 사례 가이드는 스토리지 관리자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NetApp EF-Series 스토리지에 Microsoft SQL
Server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TR-4764: NetApp EF-Series를 통한 Microsoft SQL Server의 모범 사례"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TR-4956: AWS FSx/EC2에서 자동화된 PostgreSQL 고가용성 구축 및 재해 복구

Allen Cao, Niyaz Mohamed, NetApp

목적

PostgreSQL은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 10개 중 4위에 해당하는 널리 사용되는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DB-엔진". 반면 PostgreSQL은 라이선스 없는 오픈 소스 모델에서 고급 기능을 계속 사용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반면, 오픈 소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용성 및 재해 복구(HA/DR) 영역,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 수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핫 스탠바이 및 웜
스탠바이, 스트리밍 복제 등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PostgreSQL HA/DR 시스템을 설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기
사이트를 프로모션한 다음 운영 사이트로 다시 전환하여 HA/DR 환경을 테스트하는 경우 운영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읽기 워크로드가 스트리밍 핫 스탠바이에 배포되면 운영 환경에 잘 문서화된 성능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PostgreSQL 스트리밍 HA/DR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스토리지 레벨 복제를
사용하여 AWS FSx ONTAP 스토리지 및 EC2 컴퓨팅 인스턴스를 기반으로 PostgreSQL HA/DR 솔루션을 구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솔루션은 기존의 PostgreSQL 애플리케이션 레벨 스트리밍 복제(HA/DR)와 비교할 수 있는 보다
간편하고 유사한 시스템을 생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은 PostgreSQL HA/DR을 위한 AWS 네이티브 FSX ONTAP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검증된
고급 NetApp SnapMirror 스토리지 레벨 복제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NetApp 솔루션 팀이 제공하는 자동화
툴킷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스트리밍
기반 HA/DR 솔루션을 통해 운영 사이트의 복잡성과 성능 저하를 방지합니다. 액티브 운영 사이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솔루션을 쉽게 구축 및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사용 사례를 해결합니다.

• 퍼블릭 AWS 클라우드에서 PostgreSQL을 위한 운영 등급 HA/DR 구축

• 퍼블릭 AWS 클라우드에서 PostgreSQL 워크로드 테스트 및 검증

• NetApp SnapMirror 복제 기술을 기반으로 PostgreSQL HA/DR 전략 테스트 및 검증

대상

이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퍼블릭 AWS 클라우드에 HA/DR로 PostgreSQL을 구축하려는 DBA

• 퍼블릭 AWS 클라우드에서 PostgreSQL 워크로드를 테스트하는 데 관심이 있는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설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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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FSx 스토리지에 배포된 PostgreSQL 인스턴스를 배포 및 관리하는 데 관심이 있는 스토리지 관리자

• AWS FSx/EC2에서 PostgreSQL 환경을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는 애플리케이션 소유자입니다.

솔루션 테스트 및 검증 환경

이 솔루션의 테스트 및 검증은 최종 구축 환경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AWS FSx 및 EC2 환경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Key Factors for Deployment Consideration].

있습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 하드웨어 *

FSX ONTAP 저장소 현재 버전 동일한 VPC에 2개의 FSx HA 쌍,
운영 및 대기 HA 클러스터와 가용성
존

컴퓨팅용 EC2 인스턴스 T2.xLarge/4vCPU/16G 2개의 EC2 T2 xLarge를 운영 및 대기
컴퓨팅 인스턴스로 설정합니다

Ansible 컨트롤러 온프레미스 CentOS VM/4vCPU/8G Ansible 자동화 컨트롤러를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에서
호스팅하기 위한 VM

* 소프트웨어 *

RedHat Linux RHEL-8.6.0_HVM-20220503-
x86_64-2-Hourly2-GP2

테스트를 위해 RedHat
서브스크립션을 배포했습니다

CentOS Linux CentOS Linux 릴리스 8.2.2004(
코어)

온프레미스 랩에 구축된 Ansible
컨트롤러를 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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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greSQL 버전 14.5 Automation은 PostgreSQL.ora yum
repo에서 사용 가능한 최신 버전의
PostgreSQL을 가져옵니다

Ansible 버전 2.10.3 요구 사항 플레이북과 함께 설치된
필수 컬렉션 및 라이브러리에 대한
사전 요구 사항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 *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 백업, 복원 및 복구. *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는 pg_dump를 사용한 논리적 백업,
pg_basebackup 또는 하위 수준의 OS 백업 명령을 사용한 물리적 온라인 백업, 스토리지 레벨 정합성 보장
스냅샷과 같은 다양한 백업 방법을 지원합니다. 이 솔루션은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에 NetApp 정합성
보장 그룹 스냅샷을 사용하고 대기 사이트에서 Wal 볼륨 백업, 복원 및 복구를 수행합니다. NetApp 정합성 보장
그룹 볼륨 스냅샷은 스토리지에 쓰일 때 입출력을 순차적으로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파일의 무결성을
보호합니다.

• * EC2 컴퓨팅 인스턴스 * 이러한 테스트 및 검증에서는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 컴퓨팅 인스턴스에 대해 AWS
EC2 T2.xLarge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배치 시
PostgreSQL용 컴퓨팅 인스턴스로 M5 유형 EC2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 컴퓨팅 인스턴스는
항상 FSx HA 클러스터용으로 구축된 패시브(대기) 파일 시스템과 동일한 존에 배포되어야 합니다.

• * FSx 스토리지 HA 클러스터 단일 또는 다중 영역 배포. * 이러한 테스트 및 검증에서는 단일 AWS 가용성 영역에
FSx HA 클러스터를 구축했습니다. 프로덕션 배포를 위해 FSx HA 쌍을 두 가지 가용성 영역에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 및 대기 간에 특정 거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에서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재해 복구 대기 HA
쌍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FSx HA 클러스터는 스토리지 레벨 이중화를 제공하기 위해 액티브-패시브 파일 시스템
쌍으로 미러링되는 HA 쌍으로 프로비저닝됩니다.

• * PostgreSQL 데이터 및 로그 배치 * 일반적인 PostgreSQL 배포는 데이터 및 로그 파일에 대해 동일한 루트
디렉토리 또는 볼륨을 공유합니다. 테스트 및 검증에서 PostgreSQL 데이터를 분리하고 성능을 위해 두 개의 개별
볼륨에 로그인합니다. 데이터 디렉토리에서 PostgreSQL Wal 로그 및 보관된 Wal 로그를 호스팅하는 로그
디렉토리 또는 볼륨을 가리키는 소프트 링크가 사용됩니다.

• * PostgreSQL 서비스 시작 지연 타이머 * 이 솔루션은 NFS 마운트 볼륨을 사용하여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
파일과 Wal 로그 파일을 저장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호스트를 재부팅하는 동안 볼륨이 마운트되지 않은 상태에서
PostgreSQL 서비스가 시작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시작 오류가 발생합니다.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를 올바르게 시작하려면 10 ~ 15초의 타이머 지연이 필요합니다.

•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 RPO/RTO. * DR을 위해 기본에서 대기로의 FSx 데이터 복제는 비동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RPO는 Snapshot 백업 및 SnapMirror 복제 빈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냅샷 복사본 및 SnapMirror
복제 빈도가 높아지면 RPO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재해 발생 시 잠재적인 데이터 손실과 스토리지 비용 증가 간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RPO에 대해 스냅샷 복사본과 SnapMirror 복제를 최소 5분 간격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PostgreSQL은 일반적으로 RTO에 대한 1분 이내에 DR 대기 사이트에서 복구할 수 있습니다.

• * 데이터베이스 백업. *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거나 On-Premrs 데이터 센터에서 AWS FSx
스토리지로 마이그레이션된 후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FSx HA 쌍에서 자동 동기화됩니다. 재해 발생 시 복제된
대기 사이트로 데이터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장기 백업 보존 또는 데이터 보호를 위해 내장된
PostgreSQL pg_basebackup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S3 Blob 스토리지로 포팅할 수 있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솔루션 구축

이 솔루션 배포는 아래에 설명된 자세한 지침을 따라 NetApp Ansible 기반 자동화 툴킷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1. 자동화 도구 키트 readme.md의 지침을 읽으십시오 "NA_PostgreSQL_AWS_Deploy_H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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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비디오 단계별 안내 를 시청하십시오.

► https://docs.netapp.com/ko-kr/netapp-solutions/media/aws_postgres_fsx_ec2_deploy_hadr.mp4 (video)

3. 필요한 매개 변수 파일을 구성합니다 (hosts, host_vars/host_name.yml, fsx_vars.yml)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복사 버튼을 사용하여 Ansible 컨트롤러 호스트에 파일을 복사합니다.

자동 배포를 위한 사전 요구 사항

배포에는 다음과 같은 사전 요구 사항이 필요합니다.

1. AWS 계정이 설정되었으며 AWS 계정 내에 필요한 VPC 및 네트워크 세그먼트가 생성되었습니다.

2. AWS EC2 콘솔에서 2개의 EC2 Linux 인스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하나는 운영 사이트에, 다른 하나는 대기 DR
사이트에 운영 PostgreSQL DB 서버로 배포해야 합니다. 운영 및 대기 DR 사이트에서 컴퓨팅 이중화를 위해 2개의
추가 EC2 Linux 인스턴스를 대기 PostgreSQL DB 서버로 구축합니다. 환경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섹션의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를 검토합니다 "Linux 인스턴스에 대한 사용자 가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3. AWS EC2 콘솔에서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 볼륨을 호스팅하기 위해 두 개의 FSx ONTAP 스토리지 HA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FSx 저장소 배포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ONTAP 파일 시스템용
FSx 생성" 을 참조하십시오.

4. Ansible 컨트롤러를 호스팅할 CentOS Linux VM을 구축합니다. Ansible 컨트롤러는 사내 또는 AWS 클라우드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 있는 경우 VPC, EC2 Linux 인스턴스 및 FSx 스토리지 클러스터에 SSH를 연결해야
합니다.

5. 리소스의 "RHEL/CentOS에서 CLI 배포를 위한 Ansible Control Node 설정" 섹션에 설명된 대로 Ansible
컨트롤러를 설정합니다 "NetApp 솔루션 자동화 시작하기".

6. 공용 NetApp GitHub 사이트에서 자동화 툴킷 복사본을 복제합니다.

git clone https://github.com/NetApp-

Automation/na_postgresql_aws_deploy_hadr.git

7. 툴킷 루트 디렉토리에서 필수 구성 요소 플레이북을 실행하여 Ansible 컨트롤러용 필수 컬렉션 및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ansible-playbook -i hosts requirements.yml

ansible-galaxy collection install -r collections/requirements.yml

--force --force-with-deps

8. DB 호스트 변수 파일에 필요한 EC2 FSx 인스턴스 매개 변수를 검색합니다 host_vars/* 글로벌 변수 파일을

엽니다 fsx_vars.yml 구성.

호스트 파일을 구성합니다

운영 FSx ONTAP 클러스터 관리 IP 및 EC2 인스턴스 호스트 이름을 HOSTS 파일에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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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 FSx cluster management IP address

[fsx_ontap]

172.30.15.33

# Primary PostgreSQL DB server at primary site where database is

initialized at deployment time

[postgresql]

psql_01p ansible_ssh_private_key_file=psql_01p.pem

# Primary PostgreSQL DB server at standby site where postgresql service is

installed but disabled at deployment

# Standby DB server at primary site, to setup this server comment out

other servers in [dr_postgresql]

# Standby DB server at standby site, to setup this server comment out

other servers in [dr_postgresql]

[dr_postgresql] --

psql_01s ansible_ssh_private_key_file=psql_01s.pem

#psql_01ps ansible_ssh_private_key_file=psql_01ps.pem

#psql_01ss ansible_ssh_private_key_file=psql_01ss.pem

host_name.yml 파일을 host_vars 폴더에 구성합니다

밑줄이 그어진 파란색 필드에 시스템에 적절한 매개 변수를 입력한 다음 항목을 복사하여 에 붙여 넣습니다

host_name.yml 파일을 Ansible 컨트롤러에 저장합니다 host_vars 폴더.

VAR 폴더에서 글로벌 FSX_VAR.yml 파일을 구성합니다

밑줄이 그어진 파란색 필드에 시스템에 적절한 매개 변수를 입력한 다음 항목을 복사하여 에 붙여 넣습니다

fsx_vars.yml 파일을 Ansible 컨트롤러 호스트에 저장합니다.

PostgreSQL 배포 및 HA/DR 설정

다음 작업은 PostgreSQL DB 서버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 EC2 DB 서버 호스트의 운영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합니다. 그런 다음 대기 운영 EC2 DB 서버 호스트가 대기 사이트에 설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 복구를 위해
운영 사이트 FSx 클러스터에서 대기 사이트 FSx 클러스터로 DB 볼륨 복제가 설정됩니다.

1. 운영 FSx 클러스터에 DB 볼륨을 생성하고 운영 EC2 인스턴스 호스트에서 PostgreSQL을 설정합니다.

ansible-playbook -i hosts postgresql_deploy.yml -u ec2-user --private

-key psql_01p.pem -e @vars/fsx_vars.yml

2. 대기 DR EC2 인스턴스 호스트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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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ible-playbook -i hosts postgresql_standby_setup.yml -u ec2-user

--private-key psql_01s.pem -e @vars/fsx_vars.yml

3. FSx ONTAP 클러스터 피어링 및 데이터베이스 볼륨 복제를 설정합니다.

ansible-playbook -i hosts fsx_replication_setup.yml -e

@vars/fsx_vars.yml

4. 이전 단계를 단일 단계의 PostgreSQL 배포 및 HA/DR 설정에 통합합니다.

ansible-playbook -i hosts postgresql_hadr_setup.yml -u ec2-user -e

@vars/fsx_vars.yml

5. 기본 또는 대기 사이트에서 대기 PostgreSQL DB 호스트를 설정하려면 hosts file [DR_PostgreSQL] 섹션의 다른
모든 서버를 주석으로 추가한 다음 각 타겟 호스트(예: psql_01ps 또는 운영 사이트의 대기 EC2 컴퓨팅 인스턴스
)와 함께 PostgreSQL_standby_setup.yml 플레이북을 실행합니다. 과 같은 호스트 매개 변수 파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psql_01ps.yml 가 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host_vars 디렉토리.

[dr_postgresql] --

#psql_01s ansible_ssh_private_key_file=psql_01s.pem

psql_01ps ansible_ssh_private_key_file=psql_01ps.pem

#psql_01ss ansible_ssh_private_key_file=psql_01ss.pem

ansible-playbook -i hosts postgresql_standby_setup.yml -u ec2-user

--private-key psql_01ps.pem -e @vars/fsx_vars.yml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 스냅샷 백업 및 대기 사이트로의 복제

대기 사이트에 대한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 스냅샷 백업 및 복제는 사용자 정의 간격으로 Ansible 컨트롤러에서
제어 및 실행될 수 있습니다. 간격이 5분 정도일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영 사이트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예약된 다음 스냅샷 백업 바로 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5분 내에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15 * * * * /home/admin/na_postgresql_aws_deploy_hadr/data_log_snap.sh

DR을 위해 대기 사이트로 페일오버

PostgreSQL HA/DR 시스템을 DR 실습으로 테스트하려면 다음 플레이북을 실행하여 대기 사이트의 운영 스탠바이
EC2 DB 인스턴스에서 페일오버 및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 복구를 실행합니다. 실제 DR 시나리오에서는 실제로
DR 사이트로 페일오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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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ible-playbook -i hosts postgresql_failover.yml -u ec2-user --private

-key psql_01s.pem -e @vars/fsx_vars.yml

장애 조치 테스트 후 복제된 DB 볼륨을 다시 동기화합니다

페일오버 테스트 후 재동기화를 실행하여 데이터베이스 볼륨 SnapMirror 복제를 다시 설정합니다.

ansible-playbook -i hosts postgresql_standby_resync.yml -u ec2-user

--private-key psql_01s.pem -e @vars/fsx_vars.yml

EC2 컴퓨팅 인스턴스 장애로 인해 운영 EC2 DB 서버에서 대기 EC2 DB 서버로 페일오버

NetApp은 수동 페일오버 실행 또는 라이센스가 필요할 수 있는 잘 구축된 OS 클러스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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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tApp ONTAP용 Amazon FSx

"https://aws.amazon.com/fsx/netapp-ontap/"

• Amazon EC2

https://aws.amazon.com/pm/ec2/?trk=36c6da98-7b20-48fa-8225-
4784bced9843&sc_channel=ps&s_kwcid=AL!4422!3!467723097970!e!!g!!aws%20ec2&ef_id=Cj0KCQiA54
KfBhCKARIsAJzSrdqwQrghn6I71jiWzSeaT9Uh1-vY-VfhJixF-
xnv5rWwn2S7RqZOTQ0aAh7eEALw_wcB:G:s&s_kwcid=AL!4422!3!467723097970!e!!g!!aws%20ec2

• NetApp 솔루션 자동화

"https://docs.netapp.com/us-en/netapp-solutions/automation/automation_introduction.html"

데이터베이스용 SnapCenter

TR-4964: SnapCenter 서비스를 사용하여 Oracle 데이터베이스 백업, 복원 및 클론 복제

Allen Cao, Niyaz Mohamed, NetApp

목적

SnapCenter 서비스는 NetApp BlueXP 클라우드 관리 콘솔을 통해 제공되는 기존 SnapCenter 데이터베이스 관리 UI
툴의 SaaS 버전입니다. NetApp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실행되는 Oracle 및 HANA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NetApp 클라우드 백업 및 데이터 보호 솔루션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SaaS 기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Windows
도메인 환경에서 작동하는 Windows 서버가 필요한 기존의 SnapCenter 독립 실행형 서버 배포를 간소화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ONTAP 스토리지와 EC2 컴퓨팅 인스턴스를 위해 Amazon FSx에 구축된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백업,

254

https://aws.amazon.com/fsx/netapp-ontap/
https://aws.amazon.com/pm/ec2/?trk=36c6da98-7b20-48fa-8225-4784bced9843&sc_channel=ps&s_kwcid=AL!4422!3!467723097970!e!!g!!aws%20ec2&ef_id=Cj0KCQiA54KfBhCKARIsAJzSrdqwQrghn6I71jiWzSeaT9Uh1-vY-VfhJixF-xnv5rWwn2S7RqZOTQ0aAh7eEALw_wcB:G:s&s_kwcid=AL!4422!3!467723097970!e!!g!!aws%20ec2
https://aws.amazon.com/pm/ec2/?trk=36c6da98-7b20-48fa-8225-4784bced9843&sc_channel=ps&s_kwcid=AL!4422!3!467723097970!e!!g!!aws%20ec2&ef_id=Cj0KCQiA54KfBhCKARIsAJzSrdqwQrghn6I71jiWzSeaT9Uh1-vY-VfhJixF-xnv5rWwn2S7RqZOTQ0aAh7eEALw_wcB:G:s&s_kwcid=AL!4422!3!467723097970!e!!g!!aws%20ec2
https://aws.amazon.com/pm/ec2/?trk=36c6da98-7b20-48fa-8225-4784bced9843&sc_channel=ps&s_kwcid=AL!4422!3!467723097970!e!!g!!aws%20ec2&ef_id=Cj0KCQiA54KfBhCKARIsAJzSrdqwQrghn6I71jiWzSeaT9Uh1-vY-VfhJixF-xnv5rWwn2S7RqZOTQ0aAh7eEALw_wcB:G:s&s_kwcid=AL!4422!3!467723097970!e!!g!!aws%20ec2
https://aws.amazon.com/pm/ec2/?trk=36c6da98-7b20-48fa-8225-4784bced9843&sc_channel=ps&s_kwcid=AL!4422!3!467723097970!e!!g!!aws%20ec2&ef_id=Cj0KCQiA54KfBhCKARIsAJzSrdqwQrghn6I71jiWzSeaT9Uh1-vY-VfhJixF-xnv5rWwn2S7RqZOTQ0aAh7eEALw_wcB:G:s&s_kwcid=AL!4422!3!467723097970!e!!g!!aws%20ec2
https://docs.netapp.com/us-en/netapp-solutions/automation/automation_introduction.html


복원 및 클론 복제하도록 SnapCenter 서비스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SnapCenter 서비스는 설정 및 사용이
훨씬 간편하지만 레거시 SnapCenter UI 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사용 사례를 해결합니다.

• Amazon FSx for ONTAP에서 호스팅되는 Oracle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스냅샷을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백업

• 장애 발생 시 Oracle 데이터베이스 복구

• 개발/테스트 환경 또는 기타 사용 사례에서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클로닝

대상

이 솔루션은 다음 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ONTAP 스토리지용 Amazon FSx에서 실행되는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DBA

• 퍼블릭 AWS 클라우드에서 Oracle 데이터베이스 백업, 복원 및 클론 테스트에 관심이 있는 솔루션 설계자

• ONTAP 스토리지용 Amazon FSx를 지원 및 관리하는 스토리지 관리자

• ONTAP 스토리지용 Amazon FSx에 구축된 애플리케이션을 소유한 애플리케이션 소유자입니다

솔루션 테스트 및 검증 환경

이 솔루션의 테스트 및 검증은 최종 구축 환경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AWS FSx 및 EC2 환경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Key Factors for Deployment Consideration].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UI, 커넥터 및 관리 리소스를 포함하여 BlueXP 콘솔 내의 Cloud Backup for Application에 대한 자세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 하드웨어 *

FSX ONTAP 저장소 AWS에서 제공하는 현재 버전입니다 동일한 VPC 및 가용성 존에 FSx HA
클러스터 1개

컴퓨팅용 EC2 인스턴스 T2.xLarge/4vCPU/16G EC2 T2 xLarge EC2 인스턴스 2개,
하나는 운영 DB 서버로, 다른 하나는
클론 DB 서버로

* 소프트웨어 *

RedHat Linux RHEL-8.6.0_HVM-20220503-
x86_64-2-Hourly2-GP2

테스트를 위해 RedHat
서브스크립션을 배포했습니다

Oracle Grid Infrastructure 버전 19.18 RU 패치
p34762026_190000_Linux-x86-
64.zip 를 적용했습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 버전 19.18 RU 패치
p34765931_190000_Linux-x86-
64.zip 를 적용했습니다

255



Oracle OPatch 버전 12.2.0.1.36 최신 패치 p6880880_190000_Linux-
x86-64.zip

SnapCenter 서비스 버전 v2.3.1.2324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 * Connector는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VPC에 구축되고 FSx. * 가능하면 커넥터를 동일한 AWS VPC에 구축하여
FSx 스토리지와 EC2 컴퓨팅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SnapCenter 커넥터용으로 생성된 AWS IAM 정책 * JSON 형식의 정책은 자세한 SnapCenter 서비스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ueXP 콘솔을 사용하여 커넥터 배포를 시작하면 필수 구성 요소를 설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정책은 커넥터를 소유한 AWS 사용자 계정에 할당해야 합니다.

• * AWS 계정에서 생성된 AWS 계정 액세스 키 및 SSH 키 쌍 * 커넥터 호스트에 로그인한 다음 EC2 DB 서버
호스트에 데이터베이스 플러그인을 구축하기 위해 SSH 키 쌍이 EC2 사용자에게 할당됩니다. 액세스 키는 필요한
커넥터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 BlueXP 콘솔 설정에 추가된 자격 증명입니다. * ONTAP용 Amazon FSx를 BlueXP 작업 환경에 추가하려면
BlueXP 콘솔에서 ONTAP용 Amazon FSx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자격 증명이 BlueXP 콘솔
설정에서 설정됩니다.

• * EC2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호스트에 구축된 SnapCenter 플러그인 * SnapCenter 서비스는 EC2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호스트의 SnapCenter 플러그인에서 실행되는 API 호출을 수행합니다. 서비스를 설정하기 전에 배포해야
합니다.

솔루션 구축

광범위한 NetApp 설명서를 통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목표는
ONTAP용 Amazon FSx 및 EC2 컴퓨팅 인스턴스에 구축된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해 BlueXP 콘솔과
SnapCenter 서비스 구축을 다루는 단계별 절차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보다 일반적인 지침에서 누락되었을 수
있는 특정 세부 정보를 작성합니다.

시작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 일반 지침을 읽으십시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보호" Oracle 및 ONTAP용 Amazon FSx 관련
섹션도 제공됩니다.

• 다음 비디오 연습을 시청하십시오.

► https://docs.netapp.com/ko-kr/netapp-solutions/media/oracle-aws-fsx-part4c-bkup-re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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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trsvc_callout.mp4 (video)

SnapCenter 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전 요구 사항

배포에는 다음과 같은 사전 요구 사항이 필요합니다.

1. Oracle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구축 및 실행되고 있는 EC2 인스턴스의 운영 Oracle 데이터베이스 서버

2. 위의 데이터베이스를 호스팅하는 AWS에 구축된 ONTAP용 Amazon FSx 클러스터입니다.

3. 개발/테스트 워크로드 또는 운영 Oracle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데이터 세트가 필요한 사용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Oracle 데이터베이스의 클론 복제를 대체 호스트에 테스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EC2 인스턴스의
선택적 데이터베이스 서버입니다.

4. ONTAP 및 EC2 컴퓨팅 인스턴스용 Amazon FSx에서 Oracle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위의 필수 조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을 참조하십시오 "iSCSI/ASM이 포함된 AWS FSx/EC2에서 Oracle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호".

BlueXP 준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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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링크를 사용하십시오 "NetApp BlueXP" BlueXP 콘솔 액세스를 등록하려면

2. ONTAP용 Amazon FSx와 같은 AWS 클라우드 리소스를 관리하도록 BlueXP를 설정하려면 이미 AWS
계정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AWS 계정에 로그인하여 커넥터 구축에 사용할 AWS 계정에
SnapCenter 서비스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IAM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커넥터 프로비저닝을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JSON 문자열로 구성해야 하며, IAM 정책이
생성되어 커넥터 배포에 사용되는 AWS 계정에 부여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 또한 AWS VPC, AWS 계정의 키와 기밀 정보, EC2 액세스를 위한 SSH 키, 보안 그룹 등을 커넥터
프로비저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SnapCenter 서비스용 커넥터를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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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lueXP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공유 계정의 경우 * 계정 * > * 계정 관리 * > * Workspace * 를 클릭하여 새
작업 영역을 추가하여 개별 작업 영역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2. 커넥터 추가 * 를 클릭하여 커넥터 프로비저닝 워크플로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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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라우드 공급자를 선택하십시오(이 경우 * Amazon Web Services *).

4. 이미 AWS 계정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 * 권한 *, * 인증 * 및 * 네트워킹 * 단계를 건너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계속하기 전에 이러한 구성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전 섹션에서 참조하는 AWS 정책에 대한 사용
권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BlueXP 준비 과정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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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WS 계정 인증 액세스 키 및 암호 키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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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커넥터 인스턴스의 이름을 지정하고 * Details * 에서 * Create Role * 을 선택합니다.

7. EC2 액세스를 위한 적절한 VPC, 서브넷 및 SSH 키 쌍을 사용하여 네트워킹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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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커넥터의 보안 그룹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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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약 페이지를 검토하고 커넥터 생성을 시작하려면 * 추가 * 를 클릭합니다. 일반적으로 배포를 완료하는 데 약
10분이 소요됩니다. 완료되면 커넥터 인스턴스가 AWS EC2 대시보드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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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커넥터를 구축한 후 다음 지침에 따라 커넥터 EC2 호스트에 SSH 키를 사용하여 EC2 사용자로 로그인하여
SnapCenter 플러그인을 설치합니다.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플러그인을 배포하고 수동 옵션을 사용하여
UI에서 호스트를 추가합니다".

SnapCenter 서비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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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터를 배치한 상태에서 이제 다음 절차에 따라 SnapCenter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내 작업 환경 * 에서 * 작업 환경 추가 * 를 클릭하여 AWS에 배포된 FSx를 검색합니다.

2. 해당 위치로 * Amazon Web Services * 를 선택합니다.

3. ONTAP * 용 * 아마존 FSx 옆에 있는 * 기존 * 검색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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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NTAP용 FSx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BlueXP에 제공하는 자격 증명을 선택합니다. 자격 증명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 BlueXP 콘솔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 설정 * 메뉴에서 자격 증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Amazon FSx for ONTAP가 구축된 AWS 영역을 선택하고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호스팅하는 FSx
클러스터를 선택하고 추가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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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제 검색된 ONTAP용 Amazon FSx 인스턴스가 작업 환경에 나타납니다.

7. fsxadmin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FSx 클러스터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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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ONTAP용 Amazon FSx에 로그인한 후 데이터베이스 저장소 정보(예: 데이터베이스 볼륨)를 검토합니다.

9. 콘솔의 왼쪽 사이드바에서 보호 아이콘 위로 마우스를 가져간 다음 * 보호 * > * 응용 프로그램 * 을 클릭하여
응용 프로그램 시작 페이지를 엽니다. 응용 프로그램 검색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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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애플리케이션 소스 유형으로 * Cloud Native * 를 선택합니다.

11.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대해 * Oracle *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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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호스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Oracle EC2 인스턴스 호스트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커넥터를 프로비저닝한 후
플러그인을 배포하므로 호스트에 Oracle용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13. Oracle EC2 호스트를 검색하여 * Applications * 에 추가하면 호스트의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검색되어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데이터베이스 * 보호 상태 * 가 * 보호되지 않음 * 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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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Oracle용 SnapCenter 서비스의 초기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문서의 다음 세 섹션에서는 Oracle
데이터베이스 백업, 복원 및 클론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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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베이스 * 보호 상태 * 옆에 있는 세 개의 점을 클릭한 다음 * 정책 * 을 클릭하여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사전 로드된 데이터베이스 보호 정책을 확인합니다.

2. 사용자 지정된 백업 빈도와 백업 데이터 보존 기간을 사용하여 고유한 정책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3. 정책 구성에 만족하면 원하는 정책을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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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베이스에 할당할 정책을 선택합니다.

5. 정책이 적용되면 데이터베이스 보호 상태가 녹색 확인 표시와 함께 * Protected * 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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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이터베이스 백업은 미리 정의된 일정에 따라 실행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일회성 주문형 백업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7. 데이터베이스 백업 세부 정보는 메뉴 목록에서 * 세부 정보 보기 * 를 클릭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백업
이름, 백업 유형, SCN 및 백업 날짜가 포함됩니다. 백업 세트는 데이터 볼륨과 로그 볼륨 모두에 대한 스냅샷을
포함합니다. 로그 볼륨 스냅숏은 데이터베이스 볼륨 스냅숏 바로 다음에 수행됩니다. 긴 목록에서 특정 백업을
찾는 경우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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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데이터베이스 복원 및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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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베이스 복원의 경우 SCN 또는 백업 시간으로 올바른 백업을 선택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백업에서 점 3개를 클릭한 다음 * 복원 * 을 클릭하여 데이터베이스 복원 및 복구를 시작합니다.

2. 복원 설정을 선택합니다. 백업 후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에서 변경된 내용이 없는 경우(예: 데이터 파일
또는 디스크 그룹 추가) 일반적으로 더 빠른 * Force in Place restore *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확인란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3. 데이터베이스 복원 및 복구를 검토하고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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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ob Monitoring* 탭에서 실행 중인 복원 작업의 상태 및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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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데이터베이스 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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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려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백업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클론 워크플로우를 실행합니다.

1. 올바른 데이터베이스 백업 복사본을 선택하고 세 개의 점을 클릭하여 메뉴를 표시한 다음 * Clone * 옵션을
선택합니다.

2. 복제된 데이터베이스 매개 변수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면 * Basic * 옵션을 선택합니다.

3. 또는 * Specification file * 을 선택하여 현재 init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변경한 다음 다시 작업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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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을 검토하고 시작합니다.

5. Job Monitoring* 탭에서 클론 생성 작업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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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C2 인스턴스 호스트에서 클론 복제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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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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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XP 설정 및 관리

"https://docs.netapp.com/us-en/cloud-manager-setup-admin/index.html"

• Cloud Backup 설명서

"https://docs.netapp.com/us-en/cloud-manager-backup-restore/index.html"

• NetApp ONTAP용 Amazon FSx

"https://aws.amazon.com/fsx/netapp-ontap/"

• Amazon EC2

https://aws.amazon.com/pm/ec2/?trk=36c6da98-7b20-48fa-8225-
4784bced9843&sc_channel=ps&s_kwcid=AL!4422!3!467723097970!e!!g!!aws%20ec2&ef_id=Cj0KCQiA54
KfBhCKARIsAJzSrdqwQrghn6I71jiWzSeaT9Uh1-vY-VfhJixF-
xnv5rWwn2S7RqZOTQ0aAh7eEALw_wcB:G:s&s_kwcid=AL!4422!3!467723097970!e!!g!!aws%20ec2

SnapCenter을 사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TR-4908: SnapCenter를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개요

NetApp의 Felix Melligan, Alan Cao

이 솔루션은 NetApp 현장 및 고객에게 NetApp SnapCenter GUI 기반 툴과 퍼블릭 클라우드의
NetApp 스토리지 서비스 CVO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성,
운영 및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필요한 지침과 사용 사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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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베이스 개발/테스트 작업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베이스 재해 복구

오늘날 많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는 성능, 보안 및/또는 기타 이유로 여전히 프라이빗 기업 데이터 센터에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사용하여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동시에 개발/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운영뿐 아니라 재해 복구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라이센스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Oracle, SQL Server, SAP HANA 등 많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 높은 라이센스 및 운영 비용 수행 많은 고객은
개발, 테스트, 운영 또는 재해 복구에 코어를 사용하는지에 관계없이 데이터베이스 환경의 컴퓨팅 코어 수를 기준으로
1회 라이센스 비용 및 연간 지원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러한 환경 중 대부분은 애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 동안 완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고객이 개발, 테스트 또는 재해 복구 전용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클라우드로 이동하여 라이센스 대상 코어
수를 잠재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확장, 이중화, 고가용성, 소비 기반 청구 모델을
활용하면 애플리케이션 사용성이나 가용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라이센스 및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NetApp의 용량 기반 CVO 라이센스 모델은 잠재적인 데이터베이스 라이센스 비용 절감 외에도, 고객이 경쟁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효율성을 통해 GB당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 차트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 가능한 주요 스토리지 서비스의 스토리지 비용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SnapCenter GUI 기반 소프트웨어 툴과 NetApp SnapMirror 기술을 사용하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쉽게 설정, 구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SnapCenter의 실제 작동 방법을 보여줍니다.

• https://["SnapCenter를 사용하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Oracle 데이터베이스 백업"^]

• https://["SnapCenter - Oracle 데이터베이스용 AWS 클라우드에 개발/테스트 클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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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그림에서는 CVO를 퍼블릭 클라우드의 타겟 스토리지 인스턴스로 보여 주지만, 이 솔루션은 AWS용 FSx
ONTAP 스토리지 엔진의 새로운 릴리즈에서 완벽하게 검증되었습니다.

솔루션 및 사용 사례를 직접 테스트하기 위해 TL_AWS_004 HCoD:AWS-NW, SnapCenter(OnPrem)에서 NetApp
Lab-On-Demand SL10680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솔루션 아키텍처입니다."

솔루션 아키텍처

"이전: 소개."

다음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은 개발/테스트 및 재해 복구 작업을 위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구축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보여 줍니다.

정상적인 비즈니스 작업에서는 클라우드에 동기화된 데이터베이스 볼륨을 클론 복제하여 개발/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또는 테스트에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 클라우드에서 동기화된
데이터베이스 볼륨을 재해 복구를 위해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솔루션 요구 사항입니다."

SnapCenter 요구 사항

"이전: 솔루션 아키텍처."

이 솔루션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설정에서 개발/테스트 및 재해 복구 작업에 널리 사용되는 모든
퍼블릭 클라우드에 버스트가 가능한 온프레미스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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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솔루션은 현재 SnapCenter에서 지원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지만 Oracle 및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베어 메탈 워크로드도 지원되지만 가상화된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에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ONTAP 스토리지 클러스터에서 DB 호스트에 제공된 DB 볼륨이 있는 운영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사내에서
호스팅된다고 가정합니다. SnapCenter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클라우드 데이터 복제를 위해 사내에
설치됩니다. Ansible 컨트롤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지만, 퍼블릭 클라우드의 개발/테스트 인스턴스 또는 대기 DR
인스턴스와 동기화되는 데이터베이스 배포 자동화 또는 OS 커널 및 DB 구성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구 사항

방법입니다 요구 사항

* 사내 * SnapCenter에서 지원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및 버전

SnapCenter v4.4 이상

Ansible v2.09 이상

ONTAP 클러스터 9.x

인터클러스터 LIF가 구성되었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VPC로 연결(VPN, 상호 연결 등)

네트워킹 포트 open-ssh 22-tcp 8145, 8146, 10000, 11104, 11105

* 클라우드-AWS * https://["Cloud Manager 커넥터"^]

https://["Cloud Volumes ONTAP"^]

DB OS EC2 인스턴스를 온프레미스에 일치시킵니다

* 클라우드 - Azure * https://["Cloud Manager 커넥터"^]

https://["Cloud Volumes ONTAP"^]

DB OS Azure 가상 시스템을 온프레미스에 일치시킵니다

* Cloud-GCP * https://["Cloud Manager 커넥터"^]

https://["Cloud Volumes ONTAP"^]

DB OS Google Compute Engine 인스턴스를 온프레미스에 일치시킵니다

"다음: 사전 요구 사항 구성."

사전 요구 사항 구성

"이전: 솔루션 요구 사항."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를 실행하기 전에 사내와 클라우드 모두에서 특정
사전 요구사항을 구성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프로세스에 대한 개략적인 요약을
제공하고 다음 링크를 통해 필요한 시스템 구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온프레미스

• SnapCenter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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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서버 스토리지 구성

• 라이센스 요구 사항

• 네트워킹 및 보안

• 자동화

퍼블릭 클라우드

• NetApp Cloud Central 로그인

• 웹 브라우저에서 여러 엔드포인트로 네트워크 액세스

• 커넥터의 네트워크 위치입니다

• 클라우드 공급자 권한

• 개별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킹

중요 고려 사항:

1. Cloud Manager Connector는 어디에 구축합니까?

2. Cloud Volume ONTAP 사이징 및 아키텍처

3. 단일 노드 또는 고가용성?

다음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다음: 온프레미스 필수 구성 요소."

사전 요구 사항 온-프레미스

"이전: 사전 요구 사항 구성."

SnapCenter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
온프레미스에서 다음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SnapCenter 설치 및 구성

워크그룹 배포도 가능하긴 하지만, NetApp SnapCenter 툴은 Windows 도메인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실행되는
Windows 기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작업 부하를 위해 중앙 집중식 관리 서버(SnapCenter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호스트의 SnapCenter 플러그인을 포함하는 다중 계층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합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 * 단일 인스턴스 또는 HA 배포. * HA 배포는 단일 SnapCenter 인스턴스 서버 장애 시 중복성을 제공합니다.

• * 이름 확인. * 정방향 및 역방향 조회를 위해 모든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와 스토리지 SVM을 확인하도록
SnapCenter 서버에서 DNS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정방향 및 역방향 조회를 위해 SnapCenter 서버와 스토리지
SVM을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도 DNS를 구성해야 합니다.

• *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RBAC) 구성. * 혼합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의 경우 RBAC를 사용하여 Or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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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의 관리자 또는 SQL Server의 관리자와 같은 서로 다른 DB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DB 관리자 사용자에게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 정책 기반 백업 전략을 활성화합니다. * 백업 일관성 및 안정성을 적용합니다.

• * 방화벽에서 필요한 네트워크 포트를 엽니다. * 온프레미스 SnapCenter 서버가 클라우드 DB 호스트에 설치된
에이전트와 통신합니다.

• * 사내 및 퍼블릭 클라우드 간 SnapMirror 트래픽이 가능하도록 포트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 SnapCenter 서버는
ONTAP SnapMirror를 기반으로 온사이트 Snapshot 백업을 클라우드 CVO 스토리지 SVM으로 복제합니다.

신중하게 사전 설치 계획 및 고려했으면 이 항목을 클릭합니다 "SnapCenter 설치 워크플로우" SnapCenter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서버 스토리지 구성

스토리지 성능은 데이터베이스 및 애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성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 설계된 스토리지
레이아웃은 DB 성능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크기, 데이터베이스의 예상 데이터 변경율, 백업을 수행하는 빈도 등 스토리지 레이아웃을 정의할 때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상화된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를 위해 NFS 또는 iSCSI를 통해 스토리지 LUN을 게스트 VM에 직접 연결하면
일반적으로 VMDK를 통해 할당된 스토리지보다 성능이 향상됩니다. 다음 그림에 표시된 LUN의 대규모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스토리지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그림은 LUN의 중소 규모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NetApp 권장 스토리지 레이아웃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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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디렉토리는 SnapCenter 전용으로 데이터베이스 복구를 위한 트랜잭션 로그 롤업을 수행합니다.
초대형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성능 향상을 위해 여러 LUN을 볼륨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의 경우 SnapCenter는 호스트에 물리적 또는 가상 디바이스로 마운트된 ONTAP
스토리지가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지원합니다. 환경의 중요도에 따라 단일 또는 여러 스토리지 장치에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은 전용 스토리지의 데이터 파일을 제어 파일, 재실행 파일 및
아카이브 로그 파일과 같은 다른 모든 파일에서 격리합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Snapshot 기술을 사용하여 (ONTAP 단일
파일 SnapRestore)를 신속하게 복원하거나 (페타바이트 규모)의 대규모 중요 데이터베이스를 몇 초에서 몇 분 이내에
클론 복제할 수 있습니다.

지연 시간에 민감한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의 경우, 최적의 지연 시간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Oracle 파일에
전용 스토리지 볼륨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볼륨당 여러 개의 LUN(최대 8개 권장)을 데이터
파일에 할당해야 합니다.

소규모 Oracle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SnapCenter는 여러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를 동일한 스토리지
볼륨 또는 LUN에 호스팅할 수 있는 공유 스토리지 레이아웃을 지원합니다. 이 레이아웃의 예로는 + data ASM 디스크
그룹 또는 볼륨 그룹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파일을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파일(재실행, 아카이브
로그 및 제어 파일)은 다른 전용 디스크 그룹 또는 볼륨 그룹(LVM)에서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축 시나리오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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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데이터베이스 재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반 백업 정책에 포함된 별도의 LUN에 Oracle 바이너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 서버 호스트로 데이터베이스를 재배치할 경우 동기화 해제된 Oracle 바이너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없이 Oracle 스택을 복구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요구 사항

SnapCenter은 NetApp의 라이센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내 ONTAP 라이센스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할 경우, SnapCenter용 클라우드 라이센스를 통해 SnapCenter에 CVO를 타겟 데이터
복제 대상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napCenter 표준 용량 기반 라이센스에 대한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SnapCenter 표준 용량 기반 라이센스"

네트워킹 및 보안

개발/테스트 및 재해 복구를 위해 클라우드로 안전하게 전환하는 온프레미스 운영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하이브리드
데이터베이스 작업에서는 환경을 설정하고 사내 데이터 센터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연결할 때 네트워킹 및 보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일반적으로 VPC(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 내에서 서로 다른
사용자를 격리합니다. 개별 VPC 내에서 보안은 VPC 잠금에 대한 사용자 요구에 따라 구성할 수 있는 보안 그룹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제어됩니다.

VPN 터널을 통해 사내 데이터 센터에서 VPC로의 연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VPN 게이트웨이에서 NAT 및 방화벽
규칙을 사용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인터넷에 있는 호스트로부터 회사 데이터 센터 내의 호스트로의
네트워크 연결을 설정하는 시도를 차단합니다.

네트워킹 및 보안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선택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관련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CVO 규칙을
검토하십시오.

• "CVO-AWS의 보안 그룹 규칙"

• "CVO-Azure의 보안 그룹 규칙"

• "CVO-GCP의 방화벽 규칙"

Ansible 자동화를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간 DB 인스턴스를 동기화하십시오(선택 사항)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환경의 관리를 단순화하기 위해, NetApp은 산연 인스턴스를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에 동기화하는 등 일부 관리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 Ansible 컨트롤러를 구축할 것을 적극 권장하지만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특히 중요합니다. 클라우드의 비동기 컴퓨팅 인스턴스는 커널 패키지 및 기타 문제가 누락되어
복구된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sible 컨트롤러의 자동화 기능도 SnapMirror 인스턴스를 확장하여 운영 시 DR 데이터 복사본을 활성화하는 등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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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SnapCenter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침에 따라 RedHat 또는 CentOS 시스템에 대한 Ansible 제어 노드를 설정합니다. "RedHat/CentOS Ansible
컨트롤러 설치". 다음 지침에 따라 Ubuntu 또는 Debian 시스템용 Ansible 제어 노드를 설정합니다. "Ubuntu/Debian
Ansible 컨트롤러 설치".

"다음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전 요구사항

"이전: 사전 요구 사항 온-프레미스."

Cloud Manager 커넥터와 Cloud Volumes ONTAP를 설치하고 SnapMirror를 구성하기 전에
먼저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몇 가지 준비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수행해야 하는
작업과 Cloud Volumes ONTAP를 구축할 때의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Cloud Manager 및 Cloud Volumes ONTAP 구축 사전 요구 사항 체크리스트

• NetApp Cloud Central 로그인

• 웹 브라우저에서 여러 엔드포인트로 네트워크 액세스

• 커넥터의 네트워크 위치입니다

• 클라우드 공급자 권한

• 개별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킹

시작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https://["클라우드 문서"^].

고려 사항

Cloud Manager 커넥터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Cloud Central 계정 관리자는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에 커넥터를 배포해야 합니다.
Connector를 사용하면 Cloud Manager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내의 리소스 및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커넥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https://["클라우드 문서"^].

2.Cloud Volumes ONTAP 사이징 및 아키텍처

Cloud Volumes ONTAP를 배포할 때 미리 정의된 패키지 또는 사용자 고유의 구성 생성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값 중 대부분은 중단 없이 변경할 수 있지만, 클라우드에 구축할 워크로드를 기반으로 구축하기 전에 결정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각 클라우드 공급자마다 구축 옵션이 다르며, 워크로드에 따라 저마다 고유한 속성이 있습니다. NetApp에는 이
있습니다 https://["CVO 사이징 툴"^] 따라서 용량과 성능을 기준으로 구축 환경을 올바르게 사이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 개념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필요한 용량

• 클라우드 가상 머신의 네트워크 기능

•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성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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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현재의 용량 및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을 내다보는 구성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용량 여유 공간 및 성능 여유 공간 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에 대한 계획에 대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설치하고"^], https://["Azure를 지원합니다"^],
및 https://["GCP"^].

3.단일 노드 또는 고가용성?

모든 클라우드에서 CVO를 단일 노드 또는 2개의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 고가용성 쌍에 구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사용 사례에 따라 비용 절감을 위해 단일 노드를 구축하거나 추가 가용성과 이중화를 제공하기 위해 HA 쌍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DR 사용 사례 또는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한 임시 스토리지 회전 시 갑작스러운 조널 또는 인프라 중단의 영향이 더 낮기
때문에 단일 노드가 일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운영 사용 사례에서 데이터가 단일 위치에만 있거나 데이터
세트에 더 많은 이중화 및 가용성이 필요할 경우 고가용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클라우드 버전의 고가용성 아키텍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설치하고"^],
https://["Azure를 지원합니다"^] 및 https://["GCP"^].

"다음: 시작하기 개요"

시작 개요

"이전: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전 요구 사항"

이 섹션에서는 이전 섹션에서 설명한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완료해야 하는 작업을
요약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사내 및 퍼블릭 클라우드 운영에 모두 필요한 개략적인 작업 목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프로세스와 절차는 관련 링크를 클릭하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 SnapCenter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사용자를 설정합니다

• SnapCenter 플러그인 설치 필수 구성 요소

• SnapCenter 호스트 플러그인 설치

• DB 리소스 검색

• 스토리지 클러스터 피어링 및 DB 볼륨 복제를 설정합니다

• SnapCenter에 CVO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SVM 추가

• SnapCenter에서 데이터베이스 백업 정책을 설정합니다

• 백업 정책을 구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합니다

• 백업을 검증합니다

설치하고

• 사전 항공편 확인

• AWS에서 Cloud Manager 및 Cloud Volumes ONTAP를 구축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를 위한 EC2 컴퓨팅 인스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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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 AWS"

온프레미스에서 시작합니다

"이전: 시작하기 개요"

온프레미스

SnapCenter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설정

NetApp SnapCenter 툴은 RBAC(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여 사용자 리소스 액세스 및 권한 부여를 관리하고
SnapCenter 설치를 통해 미리 채워진 역할을 생성합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자 지정 역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백업, 복원 및/또는 재해 복구를 위해 SnapCenter에서 지원하는 각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에 대해 전용
관리 사용자 ID를 갖는 것이 적합합니다. 단일 ID를 사용하여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사례
및 데모에서는 Oracle과 SQL Server 모두에 대해 각각 전용 관리 사용자를 생성했습니다.

특정 SnapCenter 리소스는 SnapCenter 관리자 역할만 사용하여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액세스를 위해
리소스를 다른 사용자 ID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설치 및 구성된 사내 SnapCenter 환경에서는 다음 작업이 이미 완료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1. Windows Active Directory에 관리자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2. SnapCenter CenterAdmin 역할로 부여된 ID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설정 및 사용자 아래의 액세스 탭으로 이동하고 추가 를 클릭하여 새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새 사용자 ID는
1단계에서 Windows Active Directory에서 만든 관리자 사용자에게 연결됩니다. . 필요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절한
역할을 할당합니다. 필요에 따라 admin 사용자에게 리소스를 할당합니다.

2.SnapCenter 플러그인 설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SnapCenter는 DB 호스트에서 실행 중인 플러그인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백업, 복구, 클론 및 기타 기능을 수행합니다.
플러그인 설치 및 기타 관리 기능을 위해 설정 및 자격 증명 탭에서 구성된 자격 증명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호스트 및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합니다. Linux 또는 Windows와 같은 타겟 호스트 유형과 데이터베이스 유형에 따른 특정 권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SnapCenter 플러그인 설치 전에 DB 호스트 자격 증명을 구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플러그인 설치를 위한 호스트
연결 자격 증명으로 DB 호스트의 관리자 사용자 계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OS 기반 인증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액세스에 동일한 사용자 ID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DB 관리 액세스를 위해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I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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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인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OS 기반 인증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OS 관리자 사용자 ID에
DB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Windows 도메인 기반 SQL Server 설치의 경우 도메인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여
도메인 내의 모든 SQL Server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SQL Server용 Windows 호스트:

1. 인증에 Windows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경우 플러그인을 설치하기 전에 자격 증명을 설정해야 합니다.

2. 인증에 SQL Server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경우 플러그인을 설치한 후 자격 증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3. 자격 증명을 설정하는 동안 SQL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검색된 인스턴스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빨간색 잠금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잠금 아이콘이 나타나면 인스턴스 또는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지정하여 인스턴스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리소스 그룹에 성공적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4.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sysadmin 액세스 없이 RBAC 사용자에게 자격 증명을 할당해야 합니다.

◦ 자격 증명이 SQL 인스턴스에 할당됩니다.

◦ SQL 인스턴스 또는 호스트는 RBAC 사용자에게 할당됩니다.

◦ RBAC DB 관리자 사용자에게는 리소스 그룹과 백업 권한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Oracle용 UNIX 호스트:

1. sshd.conf를 편집하고 sshd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여 루트 또는 루트 이외의 사용자에 대해 암호 기반 SSH 연결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AWS 인스턴스의 암호 기반 SSH 인증은 기본적으로 해제되어 있습니다.

2. 비루트 사용자에 대한 sudo 권한을 구성하여 플러그인 프로세스를 설치 및 시작합니다.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프로세스가 효과적인 루트 사용자로 실행됩니다.

3. 설치 사용자에 대한 Linux 인증 모드를 사용하여 자격 증명을 생성합니다.

4. Linux 호스트에 Java 1.8.x(64비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5. Oracle 데이터베이스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Unix용 SnapCenter 플러그인도 설치됩니다.

3.SnapCenter 호스트 플러그인 설치

클라우드 DB 서버 인스턴스에 SnapCenter 플러그인을 설치하기 전에 컴퓨팅 인스턴스 구축을 위한
관련 클라우드 섹션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구성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SnapCenter 플러그인이 호스트에 설치되어 있는 동안 데이터베이스 호스트를 SnapCenter에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이 절차는 사내 호스트와 클라우드 호스트를 모두 추가하는 데 적용됩니다. 다음
데모에서는 AWS에 상주하는 Windows 또는 Linux 호스트를 추가합니다.

SnapCenter VMware 글로벌 설정을 구성합니다

설정 > 전역 설정 으로 이동합니다. 하이퍼바이저 설정 에서 "VM에 모든 호스트에 대한 iSCSI 직접 연결 디스크 또는
NFS가 있음"을 선택하고 업데이트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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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에 Windows 호스트 및 플러그인 설치를 추가합니다

1. SnapCenter에 SnapCenterAdmin 권한으로 사용자 ID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2. 왼쪽 메뉴에서 호스트 탭을 클릭한 다음 추가를 클릭하여 호스트 추가 워크플로우를 엽니다.

3. 호스트 유형에 Windows를 선택합니다. 호스트 이름은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일 수 있습니다. 호스트 이름은
SnapCenter 호스트에서 올바른 호스트 IP 주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2단계에서 생성한 호스트 자격 증명을
선택합니다. 설치할 플러그인 패키지로 Microsoft Windows 및 Microsoft SQL Server를 선택합니다.

4. Windows 호스트에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전체 상태가 "Configure log directory"로 표시됩니다.

5. 호스트 이름을 클릭하여 SQL Server 로그 디렉토리 구성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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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그 디렉토리 구성"을 클릭하여 "SQL Server용 플러그인 구성"을 엽니다.

7. 찾아보기 를 클릭하여 로그 디렉토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NetApp 스토리지를 검색합니다. SnapCenter는 이 로그
디렉토리를 사용하여 SQL Server 트랜잭션 로그 파일을 롤업합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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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호스트에 프로비저닝된 NetApp 스토리지의 경우 CVO의 6단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SnapCenter에 스토리지(온프레미스 또는 CVO)를 추가해야 합니다.

8. 로그 디렉토리가 구성된 후 Windows 호스트 플러그인 전체 상태가 실행 중 으로 변경됩니다.

9.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용자 ID에 호스트를 할당하려면 설정 및 사용자 아래의 액세스 탭으로 이동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용자 ID(호스트를 할당해야 하는 sqlldba인 경우)를 클릭한 다음 저장 을 클릭하여 호스트
리소스 할당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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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x 호스트를 추가하고 호스트에 플러그인을 설치합니다

1. SnapCenter에 SnapCenterAdmin 권한으로 사용자 ID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2. 왼쪽 메뉴에서 호스트 탭을 클릭하고 추가 를 클릭하여 호스트 추가 워크플로우를 엽니다.

3. 호스트 유형으로 Linux를 선택합니다. 호스트 이름은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SnapCenter
호스트에서 호스트 IP 주소를 수정하려면 호스트 이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 만든 호스트 자격 증명을
선택합니다. 호스트 자격 증명에는 sudo 권한이 필요합니다. Oracle Database를 설치할 플러그인으로 선택하여
Oracle 및 Linux 호스트 플러그인을 모두 설치합니다.

4. 기타 옵션 을 클릭하고 "설치 전 검사 건너뛰기"를 선택합니다. 사전 설치 검사를 건너뛰는 것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예 를 클릭한 다음 저장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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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 을 클릭하여 플러그인 설치를 시작합니다. 아래와 같이 지문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6. SnapCenter는 호스트 검증 및 등록을 수행한 다음 Linux 호스트에 플러그인을 설치합니다. 상태가 플러그인 설치
에서 실행 중 으로 변경됩니다.

7. 새로 추가된 호스트를 적절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용자 ID(여기서는 oradba)에 할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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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데이터베이스 리소스 검색

플러그인 설치가 완료되면 호스트의 데이터베이스 리소스를 즉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리소스 탭을
클릭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유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그룹 등과 같은 다양한 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의 리소스가 검색되지 않고 표시되지 않으면 리소스 새로 고침 탭을 클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처음 검색되면 전체 상태가 "보호되지 않음"으로 표시됩니다. 이전 스크린샷은 아직 백업 정책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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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지 않은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보여 줍니다.

백업 구성 또는 정책을 설정하고 백업을 실행한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상태는 백업 상태를 "Backup Succeeded"로
표시하고 마지막 백업의 타임스탬프를 표시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SQL Server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상태를
보여 줍니다.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자격 증명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빨간색 잠금 단추가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Windows 자격 증명에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대한 sysadmin 액세스 권한이 없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다시 구성하여 빨간색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Windows 수준 또는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 적절한 자격 증명이 구성되면 빨간색 잠금이 사라지고 SQL Server 유형
정보가 수집 및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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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클러스터 피어링 및 DB 볼륨 복제를 설정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타겟 대상으로 사용하여 사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NetApp SnapMirror 기술을
사용하여 사내 ONTAP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 볼륨을 클라우드의 CVO에 복제합니다. 그런 다음 복제된 타겟 볼륨을
개발/OPS 또는 재해 복구를 위해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 피어링을 설정하고 DB 볼륨 복제를 설정하는
상위 단계입니다.

1. 온프레미스 클러스터와 CVO 클러스터 인스턴스 모두에서 클러스터 피어링을 위해 인터클러스터 LIF를
구성합니다. 이 단계는 ONTAP 시스템 관리자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 CVO 배포에는 클러스터 간 LIF가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사내 클러스터:

타겟 CVO 클러스터:

2. 인터클러스터 LIF가 구성된 경우 NetApp Cloud Manager의 끌어서 놓기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피어링을 설정하고
볼륨 복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시작하기 - AWS 퍼블릭 클라우드" 를 참조하십시오.

또는 ONTAP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 피어링을 수행하고 DB 볼륨 복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ONTAP 시스템 관리자에 로그인합니다. 클러스터 > 설정 으로 이동하고 피어 클러스터 를 클릭하여 클라우드의
CVO 인스턴스로 클러스터 피어링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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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볼륨 탭으로 이동합니다. 복제할 데이터베이스 볼륨을 선택하고 보호 를 클릭합니다.

5. 보호 정책을 Asynchronous로 설정합니다. 대상 클러스터와 스토리지 SVM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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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볼륨이 소스와 타겟 간에 동기화되고 복제 관계가 정상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CVO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SVM을 SnapCenter에 추가합니다

1. SnapCenter에 SnapCenterAdmin 권한으로 사용자 ID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2. 메뉴에서 스토리지 시스템 탭을 클릭한 다음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복제된 타겟 데이터베이스 볼륨을
SnapCenter에 호스팅하는 CVO 스토리지 SVM을 추가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 필드에 클러스터 관리 IP를
입력하고 적절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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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옵션을 클릭하여 추가 스토리지 구성 옵션을 엽니다. 플랫폼 필드에서 Cloud Volumes ONTAP 를 선택하고
보조 를 선택한 다음 저장 을 클릭합니다.

4. 에 나와 있는 대로 스토리지 시스템을 SnapCenter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용자 ID에 할당합니다 3.SnapCenter
호스트 플러그인 설치.

SnapCenter에서 데이터베이스 백업 정책을 설정합니다

다음 절차에서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또는 로그 파일 백업 정책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그런 다음 이 정책을
구현하여 데이터베이스 리소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RPO(복구 지점 목표) 또는 RTO(복구 시간 목표)는 데이터베이스
및/또는 로그 백업의 빈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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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에 대한 전체 데이터베이스 백업 정책을 생성합니다

1. SnapCenter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용자 ID로 로그인하고 설정을 클릭한 다음 정책을 클릭합니다.

2. New(새로 만들기) 를 클릭하여 새 백업 정책 생성 워크플로우를 시작하거나 수정할 기존 정책을 선택합니다.

3. 백업 유형 및 스케줄 빈도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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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업 보존 설정을 지정합니다. 이 경우 보관할 전체 데이터베이스 백업 복사본 수가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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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클라우드의 2차 위치에 복제할 로컬 기본 스냅샷 백업을 푸시할 2차 복제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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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백업 실행 전후에 실행할 선택적 스크립트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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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요한 경우 백업 검증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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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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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로그 백업 정책을 생성합니다

1.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용자 ID를 사용하여 SnapCenter에 로그인하고 설정을 클릭한 다음 정책을 클릭합니다.

2. 새로 만들기 를 클릭하여 새 백업 정책 생성 워크플로우를 시작하거나 수정할 기존 정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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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업 유형 및 스케줄 빈도를 선택합니다.

313



4. 로그 보존 기간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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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퍼블릭 클라우드의 2차 위치에 복제

315



6. 로그 백업 전후에 실행할 선택적 스크립트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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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백업 검증 스크립트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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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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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에 대한 전체 데이터베이스 백업 정책을 생성합니다

1.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용자 ID를 사용하여 SnapCenter에 로그인하고 설정을 클릭한 다음 정책을 클릭합니다.

2. 새로 만들기 를 클릭하여 새 백업 정책 생성 워크플로우를 시작하거나 수정할 기존 정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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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업 옵션 및 예약 빈도를 정의합니다. 가용성 그룹으로 구성된 SQL Server의 경우 기본 백업 복제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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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업 보존 기간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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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클라우드의 2차 위치에 백업 복사본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322



6. 백업 작업 전후에 실행할 선택적 스크립트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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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백업 확인을 실행할 옵션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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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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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로그 백업 정책을 생성합니다.

1.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용자 ID를 사용하여 SnapCenter에 로그인하고 설정 > 정책 을 클릭한 다음 새로 만들기 를
클릭하여 새 정책 생성 워크플로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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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 백업 옵션 및 스케줄 빈도를 정의합니다. 가용성 그룹으로 구성된 SQL Server의 경우 기본 백업 복제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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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QL Server 데이터 백업 정책은 로그 백업 보존을 정의합니다. 여기서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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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클라우드의 2차 사이트에 로그 백업 복제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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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백업 작업 전후에 실행할 선택적 스크립트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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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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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해 백업 정책을 구현합니다

SnapCenter는 리소스 그룹을 사용하여 서버에서 호스팅되는 여러 데이터베이스, 동일한 스토리지 볼륨을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여러 데이터베이스 등 데이터베이스 리소스의 논리적 그룹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면 고유한 리소스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절차에서는
Oracle 및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해 섹션 7에서 만든 백업 정책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Oracle의 전체 백업을 위한 리소스 그룹을 생성합니다

1.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용자 ID를 사용하여 SnapCenter에 로그인하고 리소스 탭으로 이동합니다. 보기 드롭다운
목록에서 데이터베이스 또는 리소스 그룹을 선택하여 리소스 그룹 만들기 워크플로를 시작합니다.

2. 리소스 그룹의 이름과 태그를 입력합니다. 스냅샷 복사본의 명명 형식을 정의하고 구성된 경우 중복 아카이브 로그
대상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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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소스 그룹에 데이터베이스 리소스를 추가합니다.

4. 드롭다운 목록에서 섹션 7에 생성된 전체 백업 정책을 선택합니다.

5. (+) 기호를 클릭하여 원하는 백업 일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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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oad Locators(로케이터 로드) 를 클릭하여 소스 및 대상 볼륨을 로드합니다.

7. 필요한 경우 이메일 알림에 사용할 SMTP 서버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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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약.

Oracle의 로그 백업을 위한 리소스 그룹을 생성합니다

1.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용자 ID를 사용하여 SnapCenter에 로그인하고 리소스 탭으로 이동합니다. 보기 드롭다운
목록에서 데이터베이스 또는 리소스 그룹을 선택하여 리소스 그룹 만들기 워크플로를 시작합니다.

2. 리소스 그룹의 이름과 태그를 입력합니다. 스냅샷 복사본의 명명 형식을 정의하고 구성된 경우 중복 아카이브 로그
대상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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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소스 그룹에 데이터베이스 리소스를 추가합니다.

4. 드롭다운 목록에서 섹션 7에 생성된 로그 백업 정책을 선택합니다.

5. (+) 기호를 클릭하여 원하는 백업 일정을 구성합니다.

336



6. 백업 검증이 구성된 경우 여기에 표시됩니다.

7. 필요한 경우 e-메일 알림을 위한 SMTP 서버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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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약.

SQL Server의 전체 백업을 위한 리소스 그룹을 생성합니다

1.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용자 ID를 사용하여 SnapCenter에 로그인하고 리소스 탭으로 이동합니다. 보기 드롭다운
목록에서 데이터베이스 또는 리소스 그룹을 선택하여 리소스 그룹 만들기 워크플로를 시작합니다. 리소스 그룹의
이름과 태그를 입력합니다. 스냅샷 복사본의 명명 형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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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업할 데이터베이스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3. 섹션 7에서 생성한 전체 SQL 백업 정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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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업 빈도와 정확한 백업 시간을 추가합니다.

5. 백업 확인을 수행할 경우 보조 백업에 대한 검증 서버를 선택합니다. Load Locator를 클릭하여 보조 스토리지
위치를 채웁니다.

6. 필요한 경우 이메일 알림에 사용할 SMTP 서버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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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

SQL Server의 로그 백업을 위한 리소스 그룹을 생성합니다

1.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용자 ID를 사용하여 SnapCenter에 로그인하고 리소스 탭으로 이동합니다. 보기 드롭다운
목록에서 데이터베이스 또는 리소스 그룹을 선택하여 리소스 그룹 만들기 워크플로를 시작합니다. 리소스 그룹의
이름과 태그를 입력합니다. 스냅샷 복사본의 명명 형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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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업할 데이터베이스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3. 섹션 7에서 생성한 SQL 로그 백업 정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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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업 빈도와 정확한 백업 시간을 추가합니다.

5. 백업 확인을 수행할 경우 보조 백업에 대한 검증 서버를 선택합니다. Load Locator를 클릭하여 보조 스토리지
위치를 채웁니다.

6. 필요한 경우 이메일 알림에 사용할 SMTP 서버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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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

9.백업 검증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보호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백업 리소스 그룹을 생성한 후에는 미리 정의된 일정에 따라 백업
작업이 실행됩니다. Monitor 탭에서 작업 실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리소스 탭으로 이동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클릭하여 데이터베이스 백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로컬 복사본과
미러 복사본 간에 전환하여 스냅샷 백업이 퍼블릭 클라우드의 2차 위치에 복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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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운영 장애가 발생할 경우 클라우드의 데이터베이스 백업 복사본을 클론 복제하여 개발/테스트 프로세스를
실행하거나 재해 복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AWS 퍼블릭 클라우드 시작하기"

AWS 퍼블릭 클라우드 시작하기

"이전: 온-프레미스 시작."

설치하고

그 결과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AWS에 구축된 이 문서를 토대로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세스는 Azure 및 GCP와 매우 유사합니다.

비행 전 점검

배포 전에 다음 단계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설치하 고 있습니다

• 선택한 지역에서 VP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용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는 서브넷입니다

• AWS 계정에 IAM 역할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

• AWS 사용자를 위한 비밀 키 및 액세스 키입니다

2.AWS에서 Cloud Manager 및 Cloud Volumes ONTAP를 구축하는 단계

Cloud Manager와 Cloud Volumes ONTAP를 구축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많은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이 AWS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을 참조하십시오
https://["NetApp 클라우드 문서"^].

Cloud Manager 커넥터를 배포합니다

1. 로 이동합니다 https://["NetApp Cloud Central에서"^] 로그인 또는 가입

345



2. 로그인한 후 Canvas로 옮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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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 환경 추가"를 클릭하고 AWS에서 Cloud Volumes ONTAP를 선택합니다. 단일 노드 시스템을 배포할지
고가용성 쌍을 구축할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고가용성 쌍을 구축하기로 선택했습니다.

4. 커넥터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커넥터를 작성하라는 팝업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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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작 을 클릭한 다음 AWS 를 선택합니다.

6. 암호 키와 액세스 키를 입력합니다. 사용자에게 에 설명된 올바른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https://["NetApp 정책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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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커넥터에 이름을 지정하고 에 설명된 대로 미리 정의된 역할을 사용합니다 https://["NetApp 정책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또는 Cloud Manager에게 역할을 맡도록 요청하십시오.

8. 커넥터를 배포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킹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아웃바운드 인터넷 액세스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a. 커넥터에 공용 IP 주소를 제공합니다

b. 커넥터를 통해 작업할 프록시를 제공합니다

c.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 공용 인터넷에 연결되는 경로를 커넥터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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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안 그룹을 제공하거나 새 보안 그룹을 생성하여 SSH, HTTP 및 HTTPS를 통해 커넥터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에서만 커넥터에 대한 액세스를 활성화했습니다.

10. 요약 페이지의 정보를 검토하고 추가 를 클릭하여 커넥터를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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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제 커넥터는 클라우드 형성 스택을 사용하여 전개됩니다. Cloud Manager에서 또는 AWS를 통해 진행률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12. 배포가 완료되면 성공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Cloud Volumes ONTAP 구축

1. 요구사항에 따라 AWS 및 구축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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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독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PAYGO를 사용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자격 증명 편집 을 선택합니다.

3. 구독 추가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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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입하려는 계약 유형을 선택합니다. 나는 선불 종량제 를 선택했습니다.

5. AWS로 리디렉션됩니다. 구독으로 계속 을 선택합니다.

6. 구독하면 NetApp Cloud Central로 리디렉션됩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고 리디렉션되지 않는 경우 "여기를 클릭"
링크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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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독의 이름을 지정하고 Cloud Central 계정에 할당해야 하는 Cloud Central로 리디렉션됩니다.

8. 성공하면 확인 표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Cloud Manager 탭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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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제 Cloud Central에 구독이 나타납니다. 계속하려면 적용을 클릭하십시오.

10. 다음과 같은 작업 환경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a. 클러스터 이름입니다

b. 클러스터 암호입니다

c. AWS 태그(선택 사항)

11. 구축할 추가 서비스를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https://["NetApp Cloud
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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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러 가용성 영역(각각 다른 AZ에 있는 3개의 서브넷이 필요함) 또는 단일 가용성 영역에 구축할지 선택합니다.
여러 개의 AZs를 선택했습니다.

13. 구축할 클러스터의 지역, VPC 및 보안 그룹을 선택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노드별(및 중재자) 가용성 영역과 해당
영역이 차지하는 서브넷도 할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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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노드 및 중재자의 연결 방법을 선택합니다.

중재자가 AWS API와 통신해야 합니다. 중재자 EC2 인스턴스를 구축한 후 API에 연결할 수 있으면
공용 IP 주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부동 IP 주소는 클러스터 관리 및 데이터 서비스 IP를 포함하여 Cloud Volumes ONTAP가 사용하는 다양한 IP
주소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주소는 네트워크 내에서 아직 라우팅할 수 없는 주소여야
하며 AWS 환경의 라우팅 테이블에 추가됩니다. 이러한 주소는 페일오버 중에 HA 쌍의 일관된 IP 주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합니다. 부동 IP 주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NetApp 클라우드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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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 IP 주소를 추가할 라우팅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라우팅 테이블은 클라이언트가 Cloud Volumes
ONTAP와 통신하는 데 사용됩니다.

3. ONTAP 루트, 부팅 및 데이터 디스크를 암호화하기 위해 AWS 관리 암호화를 사용할지 AWS KMS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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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이센스 모델을 선택합니다. 선택할 항목을 모르는 경우 NetApp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5. 사용 사례에 가장 적합한 구성을 선택하십시오. 이는 사전 요구 사항 페이지에서 다룬 크기 조정 고려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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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요에 따라 볼륨을 생성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SnapMirror를 사용하고, 이로 인해 볼륨이 생성되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7. 선택 사항을 검토하고 상자를 선택하여 Cloud Manager가 AWS 환경에 리소스를 구축함을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준비가 되면 이동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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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제 Cloud Volumes ONTAP가 배포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Cloud Manager는 AWS API 및 클라우드 형성
스택을 사용하여 Cloud Volumes ONTAP를 구축합니다. 그런 다음 시스템을 사양에 맞게 구성하여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즉시 사용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세스의 타이밍은 선택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9. 타임라인으로 이동하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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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타임라인은 Cloud Manager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에 대한 감사 역할을 합니다. AWS와 ONTAP 클러스터 모두에
설정하는 동안 Cloud Manager에서 수행하는 모든 API 호출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능을 사용하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1. 구축이 완료되면 CVO 클러스터가 현재 용량인 Canvas에 표시됩니다. 현재 상태의 ONTAP 클러스터는 즉시 사용
가능한 진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완전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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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클라우드까지 SnapMirror를 구성합니다

소스 ONTAP 시스템과 타겟 ONTAP 시스템을 구축했으므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포함된 볼륨을 클라우드에
복제할 수 있습니다.

SnapMirror용 호환 ONTAP 버전에 대한 지침은 를 참조하십시오 https://["SnapMirror 호환성 매트릭스"^].

1. 소스 ONTAP 시스템(온-프레미스)을 클릭하고 대상을 끌어다 놓고 복제 > 활성화 를 선택하거나 복제 > 메뉴 > 복제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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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선택합니다.

또는 옵션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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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2. 끌어서 놓기를 하지 않은 경우 복제할 대상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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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제할 볼륨을 선택합니다. 데이터와 모든 로그 볼륨을 복제했습니다.

4. 대상 디스크 유형 및 계층화 정책을 선택합니다. 재해 복구를 위해 디스크 유형으로 SSD를 사용하고 데이터
계층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계층화는 미러링된 데이터를 저비용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계층화하여
로컬 디스크의 비용을 절감합니다. 관계를 끊거나 볼륨을 클론하면 데이터에 빠른 로컬 스토리지가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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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 볼륨 이름 선택: '[source_volume_name]_dr’을 선택했습니다.

6. 복제에 대한 최대 전송 속도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VPN과 같이 클라우드에 대역폭이 낮은 경우 대역폭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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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제 정책을 정의합니다. 우리는 미러를 선택했습니다. 이 미러는 최신 데이터 세트를 가져와 타겟 볼륨에
복제합니다. 요구 사항에 따라 다른 정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8. 복제를 트리거할 스케줄을 선택합니다. 요구사항에 따라 변경할 수 있지만 데이터 볼륨에 대한 "일별" 스케줄과 로그
볼륨에 대한 "시간별" 스케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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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력한 정보를 검토하고 이동을 클릭하여 클러스터 피어와 SVM 피어를 트리거한 다음(두 클러스터 간에 처음
복제하는 경우) SnapMirror 관계를 구축하고 초기화합니다.

10. 데이터 볼륨 및 로그 볼륨에 대해 이 프로세스를 계속합니다.

11. 모든 관계를 확인하려면 Cloud Manager 내의 Replication 탭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관계를 관리하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모든 볼륨이 복제된 후에는 안정적 상태가 되며 재해 복구 및 개발/테스트 워크플로우로 이동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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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에 EC2 컴퓨팅 인스턴스를 구축합니다

AWS는 다양한 워크로드를 위해 EC2 컴퓨팅 인스턴스를 사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스턴스 유형 선택에 따라 CPU
코어 수, 메모리 용량, 스토리지 유형 및 용량, 네트워크 성능이 결정됩니다. 사용 사례의 경우, OS 파티션을 제외하고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를 실행할 기본 스토리지가 CVO 또는 FSx ONTAP 스토리지 엔진에서 할당됩니다. 따라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CPU 코어, 메모리 및 네트워크 성능 수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AWS EC2 인스턴스
유형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EC2 인스턴스 유형"].

컴퓨팅 인스턴스 사이징

1. 필요한 워크로드를 기준으로 적합한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지원할 비즈니스 트랜잭션
수, 동시 사용자 수, 데이터 세트 사이징 등이 포함됩니다.

2. EC2 대시보드에서 EC2 인스턴스 구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배포 절차는 이 솔루션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https://["Amazon EC2"] 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워크로드를 위한 Linux 인스턴스 구성

이 섹션에는 EC2 Linux 인스턴스를 배포한 이후의 추가 구성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SnapCenter 관리 도메인 내에서 이름 확인을 위해 DNS 서버에 Oracle 대기 인스턴스를 추가합니다.

2. 암호 없이 sudo 권한을 가진 SnapCenter OS 자격 증명으로 Linux 관리 사용자 ID를 추가합니다. EC2
인스턴스에서 SSH 암호 인증을 사용하여 ID를 활성화합니다. (기본적으로 EC2 인스턴스에서는 SSH 암호 인증 및
암호 없는 sudo가 해제되어 있습니다.)

3. OS 패치, Oracle 버전 및 패치 등과 같은 온프레미스 Oracle 설치와 일치하도록 Oracle 설치를 구성합니다.

4. NetApp Ansible DB 자동화 역할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개발/테스트 및 재해 복구 사용 사례에 맞게 EC2
인스턴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코드는 NetApp 퍼블릭 GitHub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Oracle 19c 자동화된 구축"^]. 목표는 사내 OS 및 데이터베이스 구성과 일치하도록 EC2 인스턴스에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스택을 설치 및 구성하는 것입니다.

SQL Server 작업 부하에 대한 Windows 인스턴스 구성

이 섹션에는 EC2 Windows 인스턴스를 처음 구축한 이후의 추가 구성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1. RDP를 통해 인스턴스에 로그인하려면 Windows 관리자 암호를 검색합니다.

2. Windows 방화벽을 비활성화하고, 호스트를 Windows SnapCenter 도메인에 연결하고, DNS 서버에 인스턴스를
추가하여 이름을 확인합니다.

3. SnapCenter 로그 볼륨을 프로비저닝하여 SQL Server 로그 파일을 저장합니다.

4. Windows 호스트에서 iSCSI를 구성하여 볼륨을 마운트하고 디스크 드라이브를 포맷합니다.

5. SQL Server용 NetApp 자동화 솔루션을 사용하면 이전 작업 중 많은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 게시된
역할 및 솔루션은 NetApp 자동화 퍼블릭 GitHub 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NetApp 자동화"^].

"다음: 개발/테스트 환경의 클라우드 용량 증가를 위한 워크플로우"

개발/테스트 급증에 대비하여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워크플로우

"이전:AWS 퍼블릭 클라우드 시작하기"

퍼블릭 클라우드의 민첩성, 가치 창출 시간, 비용 절감은 모두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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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테스트 노력을 위한 퍼블릭 클라우드를 채택하는 기업에게 의미 있는 가치 제안입니다.
SnapCenter보다 더 나은 도구는 없습니다. SnapCenter은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사내에서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스토리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또는 코드 테스트용 복사본을 신속하게 클론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도구를 사용하는 단계별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복제된 스냅샷 백업에서 개발/테스트용 Oracle 데이터베이스의 클론을 생성합니다

1. Oracle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용자 ID를 사용하여 SnapCenter에 로그인합니다. 리소스 탭으로 이동하여
SnapCenter에서 보호 중인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표시합니다.

2. 백업 토폴로지와 세부 정보에 대해 원하는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클릭합니다. 보조 복제 위치가 설정된
경우 연결된 미러 백업이 표시됩니다.

3. 미러링된 백업을 클릭하여 미러링된 백업 보기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2차 미러 백업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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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제할 미러링된 보조 데이터베이스 백업 복제본을 선택하고 시간 및 시스템 변경 번호 또는 SCN에 의해 복구
지점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복구 지점은 전체 데이터베이스 백업 시간 또는 SCN을 지나 클론을 생성해야
합니다. 복구 지점을 결정한 후에는 복구에 필요한 로그 파일 백업을 마운트해야 합니다. 로그 파일 백업은 클론
데이터베이스를 호스팅할 대상 DB 서버에 마운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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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잘라내기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복구 지점이 마지막 로그 잘라내기 이후에 확장된 경우 여러
아카이브 로그 백업을 마운트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클론 복제할 전체 데이터베이스 백업 복사본을 강조 표시한 다음 클론 버튼을 클릭하여 DB 클론 워크플로우를
시작합니다.

6. 전체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 또는 CDB 클론에 대해 적절한 클론 DB SID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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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클라우드에서 타겟 클론 호스트를 선택하고 데이터 파일, 제어 파일 및 재실행 로그 디렉토리는 클론 워크플로우에
의해 생성됩니다.

374



8. 없음 자격 증명 이름은 OS 기반 인증에 사용되며 데이터베이스 포트를 상관 없이 만듭니다. 타겟 클론 DB 서버에
구성된 적절한 Oracle Home, Oracle OS User 및 Oracle OS Group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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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클론 작업 전에 실행할 스크립트를 지정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매개 변수를
조정하거나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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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날짜 및 시간 또는 SCN을 기준으로 복구 지점을 지정합니다. 취소 전까지 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가능한 아카이브
로그까지 복구합니다. 아카이브 로그 볼륨이 마운트된 타겟 호스트에서 외부 아카이브 로그 위치를 지정합니다.
대상 서버 Oracle 소유자가 온-프레미스 운영 서버와 다른 경우 대상 서버 Oracle 소유자가 아카이브 로그
디렉터리를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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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필요한 경우 이메일 알림에 사용할 SMTP 서버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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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클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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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클론 생성 후 검증하여 클론 복제된 데이터베이스가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너를 시작하거나 DB 로그
아카이브 모드를 해제하는 등의 일부 추가 작업은 개발/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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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된 Snapshot 백업에서 개발/테스트용 SQL 데이터베이스의 클론을 생성합니다

1. SQL Server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용자 ID를 사용하여 SnapCenter에 로그인합니다. 리소스 탭으로 이동합니다.
이 탭에는 SnapCenter로 보호되는 SQL Sever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타겟 대기 SQL
인스턴스가 표시됩니다.

2. 백업 토폴로지 및 상세 보기에 사용할 온-프레미스 SQL Server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클릭합니다. 보조 복제
위치가 설정된 경우 연결된 미러 백업이 표시됩니다.

3. 미러링된 백업을 클릭하여 미러링된 백업 보기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보조 미러 백업이 표시됩니다. SnapCenter는
복구를 위해 전용 드라이브에 SQL Server 트랜잭션 로그를 백업하므로 전체 데이터베이스 백업만 여기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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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업 복사본을 선택한 다음 클론 버튼을 클릭하여 백업에서 클론 복제를 시작합니다.

5. 클라우드 서버를 타겟 클론 서버, 클론 인스턴스 이름 및 클론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선택합니다. 자동 할당 마운트
지점 또는 사용자 정의 마운트 지점 경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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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그 백업 시간 또는 특정 날짜 및 시간으로 복구 지점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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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클론 생성 작업 전후에 실행할 선택적 스크립트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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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메일 알림이 필요한 경우 SMTP 서버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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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클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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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작업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원하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가 클라우드 클론 서버의 대상 SQL 인스턴스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후 클론 구성

1. 온프레미스 Oracle 운영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로그 아카이브 모드에서 실행됩니다. 이 모드는 개발 또는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로그 아카이브 모드를 끄려면 Oracle DB에 sysdba로 로그인하고 로그
모드 변경 명령을 실행한 다음 액세스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합니다.

2. Oracle 수신기를 구성하거나 새로 복제된 DB를 사용자 액세스를 위해 기존 수신기에 등록합니다.

3. SQL Server의 경우 로그 볼륨을 채울 때 SQL Server 개발/테스트 로그 파일을 쉽게 축소할 수 있도록 로그 모드를
Full에서 Easy로 변경합니다.

387



클론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고칩니다

1. 복제된 데이터베이스를 떨어뜨리거나 클라우드 DB 서버 환경을 정리합니다. 그런 다음 이전 절차에 따라 새 DB를
새 데이터로 복제합니다. 새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는 데는 몇 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2. 클론 데이터베이스를 종료하고 CLI를 사용하여 클론 새로 고침 명령을 실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SnapCenter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클론을 새로 고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이 솔루션 및 사용 사례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에 가입하십시오 "NetApp Solution Automation 커뮤니티는 Slack
채널을 지원합니다" 질문 또는 질문을 게시할 수 있는 솔루션 자동화 채널을 찾아보십시오.

"다음: 재해 복구 워크플로."

재해 복구 워크플로우

"이전: 개발/테스트 환경의 클라우드 용량 증가를 위한 워크플로우"

기업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재해 복구를 위한 실행 가능한 리소스와 대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SnapCenter는 이 프로세스를 가능한 한 원활하게 만듭니다. 이 재해 복구 워크플로우는 클론
워크플로우와 매우 유사하지만, 가능한 모든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복구하기 위해 클라우드에
복제한 마지막 가용 로그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복구가 실행됩니다. 그러나 재해 복구와 관련된
추가적인 사전 구성 및 사후 구성 단계가 있습니다.

DR을 위해 사내 Oracle 운영 DB를 클라우드에 클론 복제합니다

1. 마지막으로 사용 가능한 로그를 통해 클론 복구가 실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은 테스트 테이블을 만들고 행을
삽입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마지막 사용 가능한 로그로 전체 복구 후 복구됩니다.

2. SnapCenter에 Oracle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용자 ID로 로그인합니다. 리소스 탭으로 이동하여 SnapCenter에서
보호 중인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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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racle 로그 리소스 그룹을 선택하고 지금 백업 을 클릭하여 Oracle 로그 백업을 수동으로 실행하여 최신
트랜잭션을 클라우드의 대상으로 플러시합니다. 실제 DR 시나리오에서 복구할 수 있는 마지막 트랜잭션은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로그 볼륨 복제 빈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 빈도는 회사의 RTO 또는 RPO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동기식 SnapMirror는 재해 복구 시나리오에서 데이터베이스 로그 백업 간격의 클라우드 대상으로
하지 않은 데이터를 손실합니다.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그 백업을 더 자주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한 로그 백업 빈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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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 미러 백업에서 마지막 로그 백업을 선택하고 로그 백업을 마운트합니다.

5. 마지막 전체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선택하고 클론 을 클릭하여 클론 워크플로우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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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호스트에서 고유한 클론 DB ID를 선택합니다.

7. 로그 볼륨을 프로비저닝하고 Oracle 플래시 복구 영역 및 온라인 로그에 대해 타겟 DR 서버에 마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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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클론 절차에서는 복제 전에 DR 서버에 프로비저닝해야 하는 로그 볼륨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8. 타겟 클론 호스트 및 위치를 선택하여 데이터 파일, 제어 파일 및 재실행 로그를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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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클론의 자격 증명을 선택합니다. 대상 서버의 Oracle 홈 구성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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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클론 생성 전에 실행할 스크립트를 지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데이터베이스 매개 변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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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용 가능한 모든 아카이브 로그를 통해 복구를 실행하여 보조 클라우드 위치로 복제된 마지막 트랜잭션을
회복하려면 복구 옵션으로 취소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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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필요한 경우 e-메일 알림을 위해 SMTP 서버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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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DR 클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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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클론 생성된 DB는 클론 생성 완료 후 즉시 SnapCenter에 등록되고 백업 보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Oracle에 대한 DR 클론 생성 후 검증 및 구성

1. 클라우드의 DR 위치에서 플러시, 복제 및 복구된 마지막 테스트 트랜잭션을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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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래시 복구 영역을 구성합니다.

3. 사용자 액세스를 위해 Oracle 수신기를 구성합니다.

4. 복제된 볼륨을 복제된 소스 볼륨에서 분리합니다.

5. 클라우드에서 사내로 역방향 복제를 수행하고 실패한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재구성합니다.

클론 분할 시 일반 작업보다 훨씬 높은 임시 스토리지 공간 사용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프레미스 DB 서버를 재구축한 후에는 추가 공간을 릴리즈할 수 있습니다.

DR을 위해 사내 SQL 운영 DB를 클라우드에 클론 복제합니다

1. 마찬가지로, SQL 클론 복구가 마지막 사용 가능한 로그를 통해 실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은 테스트 테이블을
만들고 행을 삽입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사용 가능한 마지막 로그로 전체 복구 후 복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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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QL Server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용자 ID를 사용하여 SnapCenter에 로그인합니다. SQL Server 보호 리소스
그룹을 보여 주는 리소스 탭으로 이동합니다.

3. 로그 백업을 수동으로 실행하여 퍼블릭 클라우드의 보조 스토리지에 복제할 마지막 트랜잭션을 플러시합니다.

4. 클론에 대한 마지막 전체 SQL Server 백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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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클론 서버, 클론 인스턴스, 클론 이름 및 마운트 옵션과 같은 클론 설정을 지정합니다. 클론 생성이 수행되는 보조
스토리지 위치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6. 적용할 모든 로그 백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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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클론 생성 전후에 실행할 선택적 스크립트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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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메일 알림을 원할 경우 SMTP 서버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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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R 클론 요약 클론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는 SnapCenter에 즉시 등록되며 백업 보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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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에 대한 DR 클론 생성 후 검증 및 구성

1. 클론 작업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2. 모든 로그 파일 클론 및 복구를 사용하여 마지막 트랜잭션이 복제 및 복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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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QL Server 로그 백업을 위해 DR 서버에 새 SnapCenter 로그 디렉토리를 구성합니다.

4. 복제된 볼륨을 복제된 소스 볼륨에서 분리합니다.

5. 클라우드에서 사내로 역방향 복제를 수행하고 실패한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재구성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이 솔루션 및 사용 사례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에 가입하십시오 "NetApp Solution Automation 커뮤니티는 Slack
채널을 지원합니다" 질문 또는 질문을 게시할 수 있는 솔루션 자동화 채널을 찾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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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 데이터 손실, 이익 손실, 영업 중단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직접 및 간접 손해, 우발적 손해, 특별 손해, 징벌적 손해, 결과적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그 발생 이유, 책임론, 계약
여부, 엄격한 책임, 불법 행위(과실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관계없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와 같은 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NetApp은 본 문서에 설명된 제품을 언제든지 예고 없이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NetApp은 NetApp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문서에 설명된 제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제품의 사용 또는 구매의 경우 NetApp에서는 어떠한 특허권, 상표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이 적용되는 라이센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설명서에 설명된 제품은 하나 이상의 미국 특허, 해외 특허 또는 출원 중인 특허로 보호됩니다.

제한적 권리 표시: 정부에 의한 사용, 복제 또는 공개에는 DFARS 252.227-7013(2014년 2월) 및 FAR 52.227-
19(2007년 12월)의 기술 데이터-비상업적 품목에 대한 권리(Rights in Technical Data -Noncommercial Items)
조항의 하위 조항 (b)(3)에 설명된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포함된 데이터는 상업용 제품 및/또는 상업용 서비스(FAR 2.101에 정의)에 해당하며 NetApp, Inc.의 독점
자산입니다.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NetApp 기술 데이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본질적으로 상업용이며 개인
비용만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데이터가 제공된 미국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계약을 지원하는 데에만 데이터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비독점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취소 불가능한 라이센스를 제한적으로
가집니다. 여기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NetApp, Inc.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이 데이터를 사용, 공개, 재생산, 수정,
수행 또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대한 정부 라이센스는 DFARS 조항 252.227-7015(b)(2014년 2월)에
명시된 권한으로 제한됩니다.

상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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