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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볼트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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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볼트 글로벌

컴볼트 코리아

✓ 본 사 : Oceanport, New Jersey

✓ 웹사이트 : www.commvault.com

✓ 설립 년도 : 1996년 (AT&T로부터 분사)

✓ 직원 수 :  2,100명 (개발자 600명)

✓ 20,000 여 개 글로벌 고객 보유

✓ 마이크로소프트, 넷앱 등과 파트너 쉽

✓ 연 평균 성장률25 %  [2006 ~ 현재]

✓ 지 사 : 삼성동 아셈타워

✓ 웹사이트 : kr.commvault.com

✓ 설립 년도 : 2008년

✓ 한국 기술 지원 센터 운영

✓ 600 여 개 국내 고객 보유

http://www.commvault.com/
http://www.commvault.com/


㈜이액티브
가장 풍부한 기술력을 보유한 Commvault사의 한국 세일즈 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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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볼트는 2011~19년 8년 연속 엔터프라이즈 어플라이언스 포함, 백업 솔루션으로 컴볼트 제품이 최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가상화 백업과 중복제거 부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ource: Magic Quadrant for Data Center Backup and Recovery Software by Dave Russell, Pushan Rinnen, Robert Rhame ; June 2016

• T

가트너,

• 업계내가장많은하드웨어플랫폼복제와스냅샷지원

• 가상화솔루션에대해광범위하게지원

• 고객반응조사에서가장호의적인제품으로선정

• 타사솔루션에비해가장직관적이며편리한인터페이스제공

• 단순하고직관적인검색과완화된액세스제공

• 기업정보아카이빙’부분리더쿼드런트선정 (2013.12)

✓ 단일 관리 솔루션 제공, 단일 통합 아키텍처

✓ 스토리지 통합연계 복제 및 스냅샷 가장 광범위한 지원

(상위 20개 스토리지 중 19개 지원)

✓ ‘2016 백업 어플라이언스 포함 선정기준 변경에도 부동의 1위

(EMC, SYMANTEC, IBM 어플라이언스 중 )

컴볼트
외부기관 평가



TIER-3 아키텍처

컴볼트는 서버 증가 시에도 유동적 대처가 가능한 3-Tier 구조이며,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의 통합 데이터 관리 솔루션

입니다.

관리서버

미디어서버(백업서버)

클라이언트

TIER-1

TIER-2

TIER-3 오라클, 익스체인지,
SAP 등 고 객 의
어 플 리 케 이 션 이
운영되고 있음
파 일 시 스 템 이 나
어 플 리 케 이 션 의
데이터를 모아서
백업 서버로 전송함

관리콘솔 제공
백업 정책, 스케줄,
작 업 내 역 , 대 상
클라이언트 정보

백업 스토리지 연결
IO 부하 집중
분산 Index 관리

• 미디어 서버 개념 도입

• 기존의 백업 서버를 백업서버와 미디어 서버로 나눠서 부하를 분산함

• 백업 서버는 메타 데이터 (정책, 스케줄, 내역)만 저장하고 관리

• 미디어 서버는 유닉스/리눅스/윈도우에서 작동하며 IO 집중 작업을 담당함

• 미디어 서버만 늘리면서 대용량 스케일(확장성)을 달성할수 있음

• 백업 서버는 1대로 고정하면서 여러대의 미디어 서버로 늘릴수 있음

• 빅 데이터 환경에서 필요한 구조임

6

컴볼트 개요



데이터 통합 보호 관리 구조
컴서브 | 관리서버

컴볼트는 국내 사용자 편의를 위한 한글 GUI 메뉴를 제공하며, 제공되는 모든 기능에 대해 단일 통합 콘솔에서 정책,

스케줄, 운영관리 등의 역할을 합니다.

컴셀 브라우저

컨텐츠 뷰어

작업 컨트롤러

이벤트 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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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통합 보호 관리 구조
미디어 에이전트(Media Agent: 미디어서버)

하드웨어의 복잡성을 블랙박스화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미디어 에이전트 입니다. 미디어 에이전트는 백업 데이터를

받아 콘텐츠 스토어에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업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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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ujitsu.com/


데이터 통합 보호 관리 구조
아이데이터 에이전트(iData Agent : client)

아이데이터 에이전트는 백업 받을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OS와 어플리케이션, 파일 타입 별로 하나

씩 존재하며 백업 대상 서버, 즉 고객의 운영서버에 설치됩니다.

운영 체제

IBM AIX

HP HP-UX

Redhat Linux

Suse Linux

SGI IRIX

Sun Solaris

Microsoft Windows

OpenVMS

NetApp ONTAP

EMC DART

BlueArc

기타

어플리케이션

Oracle

Exchange

MS-SQL

Informix

SAP/R3

Sybase

DB2

기타

데이터 타입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메일

시스템 레지스트리

블록 이미지

기타

미디어 에이전트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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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비교 자료
컴볼트 vs. 시만텍 넷백업 vs. EMC 넷워커

Feature Benefit CommVault® Symantec Net

Backup 7.5

EMC 

NetWorker 7.6

Data & Information Management 

데이터 보호 및 확장을 위한 분
산 카탈로그 구조

백업 CATALOG 및 문제시 신속한 복원 지원과 확장
에 제약이 없는 분산 CATALOG 구조 채용

카탈로그 자동 복구
백업 카탈로그 장애 시 별도의 카탈로그 복구가 필요
없으며, 필요 시 자동 복구 구조

하나의 파일 시스템에 대한 멀
티스트림 백업

별도의 수 작업 없이 단일 파일 시스템을 다중 테이프
로 백업 수행

자동 업데이트 다운로드
Windows update 와 같이 GUI의 설정을 통한 업데이트
자동 다운로드

자동 테이프 검색
테이프 라이브러리에 테이프 추가 시 별도의 작업 없이
자동 테이프 검색

자동 드라이브 구성
드라이브 및 라이브러리 구성 마법사를 통한 자동 라이
브러리 및 드라이브 구성

오라클 RMAN Script 자동 생성
및 RAC 백업 지원

별도의 수작업 없이 RMAN 백업/복구 Script 100% 자동
화 생성 및 RAC 다중 노드 백업 지원

백업 관리 서버 DR 구성
하드웨어 의존적이지 않고 DR 센터에 관리 서버 DR 구
성 지원

통합 하드웨어 및 이기종 어레
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스

냅샷 관리

RTO/RPO 및 운영 서버에서의 부하를 벗어나 백업 처리
를 개선한기 위한 주요 이기종 어레이 전반에 걸쳐 활용
되는 스냅샷 기술

  Yes   Partia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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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객으로는 정부통합전산센터, 인천국제공항, 금융결제원, 외환은행, 삼성전자, LG전자, SK 텔레콤, KT, CJ EnM

등 국내 유명 기업들이 컴볼트의 제품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컴볼트
주요 고객사

http://www.kftc.or.kr/index.jsp
http://www.keb.co.kr/
http://www.amc.seoul.kr/


2. 주요 기능

3. 구축 사례

1. 제품 소개



기능 요약
데이터 관리 솔루션 기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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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상세내용

중복제거(소스/타겟)
백업과 아카이빙에 공통적으로 적용할수있으며, 데이터베이스, NDMP, 이메일, 이미지 레벨 백업등에 모두 적용가능
클라이언트별 선택적으로 소스/타겟중 선택하여 여건에 맞게 중복제거 적용지원

DASH FULL/COPY
DASH Full은중복제거 특성적용 개선된 Synthetic Full 백업이며, DASH COPY는 중복제거 기반 원격복제 지원으로 최상의
백업 윈도우 및인프라자원 사용 대폭 절감하며, 쉽고 빠르게원격지 백업 데이터를 중앙센터로 복제

클라우드 스토리지 중복제거 기반 적용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로 복제/저장하는 하이브리드 데이터 관리 방식을 지원

이미지 레벨 백업 블록단위 백업으로. 전체 디스크 사이즈가 아닌 사용중인 블럭만 이미지백업 및 파일단위 복구 기능 제공

인텔리 스냅 백업
스토리지 또는 가상화플랫폼의 스냅샷 엔진과 통신하여 컴볼트 GUI에서 손쉽게 스냅샷 또는스냅카피를 설정하고 자동화할 수
있음. NetApp, HDS, DELL, IBM, EMC 등 다수 스토리지 지원

가상화 백업
CITRIX XEN, Microsoft Hyper-V, VMWARE vSphere VM 내 파일 단위 복구 및 VM 단위 복구 모두 지원하며, VMWARE의 경우
데이터 스토어 공간이없는 경우 해당 공간의 VM을 제외한 백업 제공 및 사용하지않는 VM에 대한 VM 아카이빙 기능지원.

Virtualize Me
물리적인 서버에 대한빠른 P2V 전환 및 DR 테스트 또는개발 솔루션 사전 적용 테스트 시에동일 하드웨어 없이 가상화
환경에서 검증 할 수 있는 기능 (Hyper-V, VMware 로의 P2V 지원)

정지,재시작 기능 백업/복구 및아카이빙/복원 시 정지, 재시작 기능을 이용하여 유연하게 사용 가능함

오라클 테이블단위 복구 스크립트 자동화 100% GUI 환경에서 백업/복구 지원하며, 오라클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단위 복구

인라인 카피 한번의 백업/아카이빙 세션으로 복수의 백업본 생성 가능

멀티플렉싱 데이터 전송이 느린서버들을 위해서 다수의 작업이 하나의 테이프에 기록될수 있도록 멀티플렉싱 기능 제공

데이터 암호화 및압축 128bit, 256bit 암호화 기능및 압축 기능 제공

네트워크 대역폭 제한 네트워크 대역폭 조절을통한 서비스 네트워크 가용성 보장 및효율적인 인프라 자원 최적화 제공

Aux Copy 추가 라이선스 없이한번 받은 백업본에 대해서 다른 장치나 테이프로손쉽게 복제 가능함 (자동화 된 스케줄기능 제공)

Vault Tracker 정책기반의 미디어 소산및 이력 관리 기능 제공

ONE PASS BIGDATA 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백업 및 데이터 계층적 관리를 위한아카이빙을 통합 제공

Work Flow 단순 반복적인 오류부분 제거 및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 (JAVA 언어지원)

컴볼트 High Availability 여러 대의 미디어 에이전트를 GridStor로사용해 최적의 가용성(Load Balancing, Failover)을확보

관리 서버 이중화 백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Microsoft Cluster(MSCS)를 이용한 관리 서버 이중화 기능 제공

관리 서버 DR 재해 복구 대비하여 원격지에 백업 관리 서버 DR 기능(Automatic Failover, MSSQL Mirroring, Log Shipping) 제공



중복제거
하드웨어 종속적이지 않는 인라인 소스/타겟 중복제거 선택적 지원

컴볼트는 아카이빙 또는 백업 시 중복제거를 통해 백업 용량을 효과적으로 절감시켜 줄 수 있습니다. 중복 제거 수행 위

치에 따라 소스레벨과 타깃 레벨 방식으로 분류가 되며, 컴볼트는 두 가지 방식의 중복 제거를 모두 지원합니다. 또한 가

장 난이도 높은 중복제거 기술인 블록단위 중복제거를 통해 타 솔루션보다 더 높은 중복제거를 달성합니다.

백업 클라이언트 미디어 에이전트 디스크 백업매체

소스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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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방식 타겟 방식

인라인
프로세싱

블록 단위

가변 길이 고정 길이

하드웨어 어플라언스

포스트
프로세싱

파일 단위



중복제거
DASH FULL | 중복제거 가속기

DASH Full 백업은 중복제거의 특성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개선된 Synthetic Full 백업으로써 기존의 Synthetic Full 백업

에 비해 약 10배 이상의 빠른 처리시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Full 백업

• 백업 클라이언트에서
부하 발생

• Full/Incremental 
조합으로 인해
복원시에는 다단계
복구가 필요함

Synthetic Full 백업

• Incremental 만으로 Full 
백업 생성

• 백엔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걸리는 부하 없음

• 일반 Full 백업보다 약
30% 더 오래 걸림

DASH Full 백업

• 중복제거의 특성을
이용한 Synthetic Full 
백업

• Synthetic Full에 비해 약
10배 정도의 빠른 성능

DASH Full

• 중 복 제 거 의 특 성 을 이 용 한
Synthetic Full 백업으로 데이터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Synthetic
Full 과 는 달 리 중 복 제 거 에 서
만들어지는 Hash Value를 이용해
Full 백업을 생성함

• 데이터가 아닌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디스크 IO가 적고
Full 백업본 생성 과정이 매우
빨라짐

Benefits

• 용량이나 파일 개수가 많아서 Full
백 업 이 현 실 적 으 로 어 려 운
사이트에 이상적인 솔루션

• 기 존 의 Synthetic Full 이 갖 던
시간적 한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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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거
DASH COPY | 중복제거 기반 원격지 복제

DASH Copy 기능은 로컬의 백업 데이터를 원격지로 복사하는 기능으로 DR 구성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원격지로

중복제거된 데이터만 전송하기 때문에 시간과 리소스를 절감하고, 또한 원본에 의존적이지 않기 때문에 복사본만으로 완

전한 복구가 가능합니다

• 백업 받은 데이터를 원격지에 복사

• 중복제거를 통해 WAN으로 최소 데이터만 전송

• 자동 스케줄링, 클로스 플랫폼, 자체 보관주기, 암호화

를 지원하며 디스크 타입에 제한 받지 않음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 Storage에 데이터 복제

• DR(Disaster Recovery)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

• 원격지로의 복사에 필요한 시간과 리소스 대폭 감소

“MA 사이에서 단지 변경된 Block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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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디스크 라이브러리 연동
다양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반 중복제거 지원

백업데이터의 경우 클라우드 스토리지 저장 되며, 소스/타겟 기반의 중복제거 백업 및 DASH FULL/COPY 지원으로 유연

한 백업/복제 정책을 지원 합니다.

HTTP/ HTTPS /REST- 클라우드 리소스

DASH COPY (중복제거), 
암호화 전송

대상 시스템

Local Copy
(Object Storage

지원)

DDB-
1

DDB-
2

Cloud Copy

• 데이터 전송은 대부분의 업체가 HTTP 규약에서 만들어진 인터넷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REST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을
사용하며 일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업체는 CIFS, FTP, NFS의 일반 프로토콜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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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위한 REST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APIs 제공

Cloud Storage Product

Amazon S3

AT&T Synaptic Storage

Caringo CAStor

DDN WOS® (DataDirect Networks W
eb Object Scaler)

Dell DX Object Storage Platform

EMC Atmos

Goolge

HDS: Hitachi Content Platform

HGST

Microsoft Azure Storage

OpenStack® Object Storage

Oracle Storage Cloud Service

Rackspace Cloud Files 

Verizon

http://aws.amazon.com/s3
https://www.synaptic.att.com/clouduser/services_storage.htm
http://www.caringo.com/
http://www.ddn.com/products/object-storage-web-object-scaler-wos/
http://www.dell.com/us/business/p/powervault-dx6012s/pd
http://www.emc.com/products/detail/software/atmos.htm
https://cloud.google.com/storage/
http://www.hds.com/products/storage-systems/content-platform/
http://www.hgst.com/
http://www.microsoft.com/azure/windowsazure.mspx
http://www.openstack.org/
https://cloud.oracle.com/storage
http://www.rackspacecloud.com/
https://cloud.verizon.com/


가상화 백업
VM 단위 이미지 백업, 파일단위 복구

컴볼트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 Hyper-V, VMWARE vSphere, CITRIX XEN 가상머신 에 대한 가상화 이미지 백업

및 복구를 지원 합니다.

가상화 머신

서버 가상화

VMware , Hyper-V, Citrix Xen

전체, 증분, 차분, 또는 합성 백업

• SAN 또는 네트워크 백업 지원
(Citrix Xen 네트워크 전용)

• VSA 소규모의 경우 Hot Add 지원

• 버추얼머신 내 MS SQL, SharePoint 등의
어플리케이션 정합성 보장

• 버추얼머신의 온라인 백업 지원 및 정합성
보장

• 파일, 볼륨, 또는 버추얼머신 단위 복구 제공

• 가상화 머신을 자동검색 해주는 디스커버리
기능

• 압축, 암호화, 중복제거 지원

• 버추얼머신 내 파일 필터링 기능 제공

• 전체, 증분, 차분 및 합성 백업 지원

• Vmware vSphere, Virtual Center 지원

• VMware 및 Hyper-V 인텔리 스냅 백업 지원

• VMWARE vSphere 의 경우 CBT (Change 

Block Tracking) 백업/복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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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M 내 에이전트
없이 파일단위 복구 지원



가상화 백업
다양한 가상화 백업 방식

컴볼트 소프트웨어는 Hyper-V 및 VMWARE vSphere 가상머신 에 대한 인텔리 스냅 연동 빠른 백업 및 복구 기능 및 다양

한 백업 방식을 제공합니다. (가상화 백업 3가지 권장안 하단참고)

Writes

VMDK

일반 적인 상태

VMDK

재전송 기록

Swap 
Space

VM 및 스토리지 스냅 상태

스냅 VM

백업 VM OR
스냅 데이터스토어

VMDK

조화

Swap 
space

SW 스냅 삭제

VMDK

기록

일반 적인 상태

백업 완성

인텔리 스냅 + VADP 통합 백업 정기적인 VADP 백업 iDA 사용 백업

• 하루에 여러 개의 복구 지점을 필요

• SQL 및 Exchange VM을 위한 일관된 백업

어플리케이션 필요의 경우.

• 대용량으로 인한 백업 속도 저화로 인한VM 

백업 속도의 개선이 시급한 환경

• 멀티 백업 VM 세트 환경에서 단일 복구 지

점을 사용하는 경우

• CBT 기능 연계 중복제거 기반 DASH FULL 

및 Incremental forever 사용 백업 목표 윈도

우에 적합 한 환경

• RDMs, DirectiSCSI 또는 NFS 등 VM에 저

장장치를 직접 제공했을 경우

• 대용량 RDBMS 또는 VM 내에 수 많은 파일

이 존재하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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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볼트를 이용한 데이터 소산
컴볼트 기본 소산/DR

20

Jo
b

Jo
b

Jo
b

COPY1

Jo
b

Jo
b

Jo
b

Jo
b

Jo
b

Storage Policy
DEDUP

COPY2

운영 서버

CommServe

(관리콘솔서버)

• Backup
• Archive
• Replication
• SRM

Client Agent

개별 보관주기

디스크 백업 데이터
복제를 통한 소산

Jo
b

Jo
b

Jo
b

DEDUP

COPY1

Jo
b

Jo
b

Jo
b

Jo
b

Jo
b

개별 보관주기

COPY3

CommCell DR Copy

• NAS 또는 공유 볼륨 이용

• SQL Transaction Log의
Log Shipping 이용

• 주센터의 관리서버의
SQL과 DR 센터 관리서버
SQL의 미러링

관리서버 DR

카탈
로그

CommServe

(원격지 관리콘솔서버)

WAN

DR Site

• 저장장치 관리
• 데이터 기록
• 백업 데이터 복제

Media Agent
• 저장장치 관리
• 데이터 기록
• 백업 데이터 복제

Media Agent

카탈
로그

카탈
로그

• 복제 대상 데이터
자동/수동 선정
(전체/일부)

• 개별 보관주기 설정

중복제거 된
데이터 전송으로

최소의 대역폭 사용



관리 서버 DR

중앙 백업 관리 서버에 대한 DR 기능이며, 백업 데이터 뿐만 아니라 백업 관리 서버까지 완벽한 DR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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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 DR 센터

Log Shipping

Mirroring

Log Shipping

• 주 센터의 SQL 
Transaction Log 백업
후 DR 센터에 자동 복구

• 일 시간 단위로 수행

Mirroring

• 주 센터의 SQL DB와
DR 센터의 SQL DB를
Mirror

• 데이터 자동 미러링

NAS or 
Shared Volume

CIFS CIFS

WARM Site

• 주 센터 Catalog 백업을
DR 센터의 공유 볼륨에
주기적인 백업

• 일 시간 단위로 수행

컴볼트를 이용한 데이터 소산



2. 주요기능

3. 구축 사례

1. 제품 소개



국내 최대 통합 백업 관리
다양한 백업에 대한 BMS, EMS 연계 백업 운영 관리

컴볼트 백업 통합 1600대 이상 관리

고객 요구 사항 구축 내용 및 개선 사항

• 업무별 개별 백업 장비 운용으로 관리의 어려움.

• 효율적인 데이터 백업 소산 환경.

• 업무 외 시간에 대용량의 데이터 백업의 어려움

•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개선의 어려움

• 하드웨어 독립적인 백업 솔루션 검토.(향후 H/W 증설 및 이관)

• 백업 데이터 관리의 신뢰성 및 안정성 개선

• 수많은 백업 대상 관리 단일화로 운영환경 개선

(BMS,EMS 개발 연계 적용)

• 데이터 량 및 업무 중요도를 고려한 효율적인 백업 정책 수립

• 소산 관련 작업의 자동화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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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연구소 백업 및 아카이빙
백업, 아카이브, 클라우드, 가상화 등 다양한 데이터 통합 데이터 관리

고객 요구 사항 구축 내용 및 개선 사항

• SWIFT Cloud Storage 사용환경 지원. (타사 미 지원)

• 중복제거를 활용한 사용 용량 최적화.

• 3년 이상 된 Netapp 데이터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 Xen 가상화 시스템 백업 방안 제시

• Open-stack SHIFT Cloud Storage (Object Storage) 지원

• 클라우드 환경에서 소스/타겟 중복제거 지원으로 자원 사용의 최적화.

• 3년 이상 된 데이터에 대한 자동화 데이터 추출 및 생명 주기 관리

• Xen 가상화에 대한 Snap 백업 구현 및 파일단위 복구 지원

Windows – SAN 백업

FAS3240 FAS3160 FAS2050

가상화 데이터 – 아카이빙/NDMP 백업 가상화 (70VM)Linux / Windows 네트워크 백업

미디어서버 – SAN백업

기존SAN
백업서버

기존
네트워크
백업서버

아카이빙
/NDMP

백업

VM
OS영역
백업

SAN

VTL PTL

백업디스크
(SWIFT Storage)

백업대상
Layer

미디어서버
Layer

백업저장장치
Layer

데이터 영역
NDMP백업

아카이빙 영역

중복제거 영역

VM 영역

복제 복제

일반 중복제거 백업

NDMP 백업

아카이빙

VM 중복제거 백업

일반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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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클라우드 환경 통합 백업
가상화 클라우드 환경 통합

고객 요구 사항 구축 내용 및 개선 사항

• XenServer 5.6.x 백업방안 제시(타사 미지원)

• 중복제거를 활용한 사용 용량 최적화

• Xen 및 Vmware의 통합 백업 관리

• 1대의 CommServe 및 2대의 Media Agent로 산재한 ip대역을 통합관리

• Cloud Storage 환경에서 소스/타겟 중복제거 지원으로 자원 사용의 최적화.

• Xen 및 Vmware VDI에 대한 VSA 백업 및 VM / 파일단위 복구 지원

SSLIFE

XEN HOST
XEN HOST
Pool Master

VSA

물리
서버

Mgmt1

XEN HOST
XEN HOST
Pool Master

VSA

Mgmt2

XEN HOST
XEN HOST
Pool Master

VSA

Mgmt1

XEN HOST
XEN HOST
Pool Master

VSA

Mgmt2

XEN HOST
XEN HOST
Pool Master

VSA

Mgmt

XEN HOST
XEN HOST

Pool Master
VSA

XEN HOST

Mgmt2

XEN HOST
XEN HOST
Pool Master

VSA

(10.44망

ESX
ESX

vCenter

(75.망)

ESX
ESX

vCenter

CLOUD
(75망)

ESX
ESX

vCenter

CLOUD
(10.45망)

ESX
ESX

vCenter

DSN
(12망)

ESX
ESX

vCenter

(10.44망)

ESX
ESX

vCenter

CLOUD  (10.44망)

ESX
ESX

vCenter 물리 AD

Citrix Xen 백업망 VMware 백업망



국내 최초 오라클 EXADATA 백업
100% GUI 환경 다양한 백업/복구 편의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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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은행 정보계의 Oracle Exadata을 컴볼트로 여러 개의 미디어 에이전트를 이용, 병렬로 데이터를 백업 함으로써 고속의

백업을 구성함으로써 25TB의 Oracle DB를 약 6시간 내에 수행 할 수 있게 한 백업 구축 사례 입니다.

Half
oracle Rack

Backup Media #1

Backup Master

Backup Media #2

Backup Media #3

Backup Media #4

SAN#1

SAN#2

Oracle사의
Exadata 백업 백서

(컴볼트 사용 권장 지침)

Exadata 병렬백업 지원

8G Fiber Channel

40G InfiniBand

40G InfiniBand

Quarter
oracle Rack

Quarter
oracle Rack LTO5 Tape Library

고객 요구 사항 구축 내용 및 개선 사항

• 대용량 Exdata 안정적 백업 구축 방안

• 향후 40TB의 백업 시간 10시간으로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장애 시 빠른 복구 지원

• 오라클 테이블 단위 복구 지원

• 사용자 스크립트 사용 없는 백업/복구 지원.

• Oracle RAC Node와 InfiniBand로 구성된 4대의 미디어 서버로 백업 하며 장애 시

에도 나머지 미디어 서버를 통해 백업 수행 가능

• Multiplexing 방식으로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하여 고속의 백업 수행

• 복구 시 다수의 미디어 에이전트를 사용 하여 단시간에 복구 가능

• FS System 여유 공간 지원 시 테이블 복구 지원



24x7 DBMS 빅데이터 온라인 서비스
EMC VNX 인텔리 스냅 백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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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요구 사항 구축 내용 및 개선 사항

• 대용량 MSSQL DBMS 서버 이며, 24x7 서비스 운영이 되어야 되는 시스템

이며, 스토리지 기반 Snap 백업에 의존

• 기존 백업 시간이 2일 이상 걸리며, 복구 시 최소 3일 이상 소요되는 관계

장애 대처 방안 부재

• 백업 시 운영 서버 부하 최소화

• 스토리지 기반 스냅샷 활용 단기/장기 보관기간 자동화 관리

• 다양한 저장매체를 사용한 중장기 백업 및 복구 구현

• 데이터 정합성 유지 스냅샷 본을 이용한 테이프 미디어 백업 7시간 내 완벽 수행

COMMSERVE and
Media Agent 

(IntelliSnap Proxy)

AIX
Media Agent

STG-SAN

EMC Storage
VNX7500

Netapp Storage
(Backup Disk)

IBM Tape Library
LTOG4 * 12Ea

BICC01 | W2003SP2
(MSSQL)

BICC03

MSSQL
SNAP

BICC02 | W2003SP2
(MSSQL)

BICC03 | W2003SP2
(MSSQL)

BICC04 | W2008R2
(MSSQL)

MSSQL
SNAPSNAP

E: Engine 200 GB

F: DDB Master 200 GB

G: Catalog 1.56 TB

H: Staging 3.9 TB

I: DDB Media 450 GB

? Snap Volume Mount

/emgm001 450 GB

/catapg001 1.6 TB

/DSTG001 10 TB

① Snap 백업 수행하며, 파일에 대한

Catalog 작성작업은 이후 수행.

② Proxy 서 버 에 Snap Volume

Mount 하여 Catalog 작업 수행하

여 백업 데이터에 대한 파일단위

복구 지원.

③ Tape 으로 백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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