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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파일 수십억 개를 백업하라”
대용량 스토리지 시스템의 극한 도전
국내 대형 공기업인 K사는 스토리지 시스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2~3KB 크기의 파일 수천만 개를 저장, 백업해야 하
는데, 파일 수를 조회하는 데만 1주일, 파일 데이터 전체를 백업하는 데 81일이 소요됐다. 혹시라도 장애가 발생하면, 원하는 시
점으로 복구하기 힘든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다. K사의 사례는 오늘날 대용량 스토리지 시스템 관리의 새로운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대용량이란 작은 크기의 파일이 무수히 많은 것을 가리킨다. 전통적인 스토리지와 백업 시스템에서는 상상조
차 할 수 없던 극한 상황이다. 현대적인 데이터 보호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비정형 데이터의 폭증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스토
리지와 백업 시스템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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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대형 공기업인 K사는 스토리지 시스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업무 특성상 2~3KB 크기의 파일 수천만 개를 저장, 백업해야 하는데,

파일 수를 조회하는 데만 1주일 이상 걸렸다. 일부 시스템에 저장된 2,100만 개
파일 데이터 전체를 백업하는 데 무려 81일이 소요됐다. 혹시라도 장애가 발생하
면, 원하는 시점으로 복구하기 힘든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다.
K사의 사례는 오늘날 대용량 스토리지 시스템 관리의 새로운 어려움을 단적
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대용량이란 파일 크기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다. 작은 크
기의 파일이 무수히 많은 것을 가리킨다. K사는 지리 정보 관련 작은 비정형 파
일을 무수히 생성하는 업무가 있고, 기존에 관리하는 파일 총 개수가 이미 4,000
만 개를 넘어섰다. 현재도 계속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법적 규제 때
문에 아무리 사소한 파일도 삭제할 수 없다. 전통적인 스토리지와 백업 시스템에
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극한 상황인 셈이다.

기업 데이터 보호의 극한 도전
넓게 보면 이런 어려움은 비단 K사에 국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규모 생
산 설비를 가진 제조업체는 불량 원인 규명 등 품질 관리를 위해 작게는 몇 바이
트, 크게는 몇 KB에 불과한 생산 로그 파일을 장기간 보관한다. 이들 기업이 센
서용 PC 수천 대를 운영하며 수집하는 로그 파일이 많게는 수백억 개에 달한다.
이 밖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제품 정보 이미지와 추천 제품 섬네일 등 무수
히 많은 작은 이미지 파일이 매일 방대한 규모로 만들어진다. 문서 중앙화 시스
템을 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역시 셀 수 없이 많은 문서 파일을 저장,
관리해야 한다. 이런 파일은 대부분 비정형 데이터여서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으로는 저장, 백업하기 힘들다.
실제로 파일 수와 백업 시간의 상관관계는 극적이다. K사에서 디렉터리 볼륨
하나를 테스트한 결과, 77TB 규모 총 38만 개 파일을 전체 백업하는 데 5일이
걸렸다. 반면 10TB, 2,100만 개 파일이 있는 디렉터리를 전체 백업하는 데는 앞
서 살펴본 것처럼 81일이 소요됐다. 데이터 크기가 1/8에 불과했지만, 파일 수가
많아 결국 전체 백업 시간이 16배나 늘어났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4~5년 지나 스토리지를 업그레이드
할 때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안 그래도 성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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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상황에서 새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이관

대용량 파일 시스템 백업의 문제

하면서 실제 업무용으로도 써야 하므로, 사용자
Network 백업

가 느끼는 체감 성능이 더 떨어질 것이 명약관화
다. 야간에 조금씩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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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데이터 규모에 따라 길게는 6개월 이상 걸
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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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러한 극한 상황은 앞으로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IBM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정
보의 80%가 비정형 데이터이고, 비정형 데이터
의 증가율은 정형 데이터의 15배에 이른다. 이제
기업이 새로운 스토리지와 백업 시스템을 구축한
다면, 작은 파일 수십억 개를 저장, 백업하는 시
나리오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최신 데이터 보호 트렌드를 읽은 키워드 5가지
문제는 작은 파일 수십억 개를 다루는 것이 현
대적인 데이터 보호의 요건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오늘날 기업 데이터 시스템은 격변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이런 변
화를 이해하려면 비용과 성능,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사이버 복원력, 비즈
니스 유연성 등 핵심 키워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기업이 기존과 차별
화된 새로운 데이터 보호 방안을 찾는 것도 이 때문이다.
먼저, 비용은 기업용 시스템을 선택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 중 하나다. 오늘날
기업 시스템 관리의 최종 목표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높은 효율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많은 기업이 솔루션과 제품을 구매하는 비용인 CAPEX와 운영관리 비
용인 OPEX 측면에서 더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 둘째는 성능이다. 현
대적인 데이터 보호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신속한 백업 시간과 즉각적인 복구는
데이터 보호 솔루션의 근본 가치이기도 하다.
셋째는 클라우드, 정확히 말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다. 오늘날 클라우드
는 사실상 기업 데이터 인프라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의 94%가 클라우드 도입에 수긍했고, 67%는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를 사용
하는 멀티 클라우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를 이용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리소스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다.
클라우드와 관련해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가상화에서 컨테이너로의 무게중심
이동이다. 기존 가상화 환경에서는 운영체제나 애플리케이션을 별도로 구성해
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에 앱만 배치하면 라이브러리 같
은 파일은 컨테이너화해 함께 배포하면 된다. 가상화보다 가볍고 효율적이면서
인프라 리소스에 구속되지 않아 원하는 환경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다. 이런 혜
택은 이미 기업의 상식이 됐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컨테이너 확산 속도는 가상
화보다 66% 더 빠르다.

2 ◀◀◀

IDG Summary│대용량 스토리지 시스템의 극한 도전

사이버 복원력은 랜섬웨어와 같은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
적이지 않은 데이터 활동 패턴을 감지해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이중인
증 같은 더 강화된 보안 방식을 데이터 보호에 접목하는 추세다. 마지막 비즈니
스 유연성은 데이터의 재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데브옵스와 애널리틱스 등
데이터 재사용에 유리한 조직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고, 동시에 데이터 재사용 거
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결국 오늘날 기업은 이러한 5가지 현대적인 데이터 보호의 흐름과 비정형 데
이터의 폭증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스토리지와 백업 시스템을 고민
해야 한다.			

차세대 대용량 백업 솔루션의 핵심 기능 4가지
그렇다면 현대적인 데이터 보호 트렌드에 부합하면서도 작은 파일 수십억 개
를 저장, 백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비교해야 할까.
이러한 대용량 스토리지 백업 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크게 4가지다.
먼저 파일 시스템 솔루션과 백업 솔루션 간 일원화된 라이브러리 사용이다. 일
반적인 파일 스토리지 백업 과정을 보면, 개별 파일의 정보를 스캔한 후 실제 백
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백업 파일에 대한 정보를 백업 솔루션에 업데이트하는 과
정을 거친다. 이처럼 백업 버전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색인 정보를 ‘백업 카탈로
그’라고 하는데, NAS 환경에서 파일 수와 용량이 커질수록 백업이 점점 느려지
는 것도 이 카탈로그 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NDMP(Network
Data Management Protocol) 기술이 대표적인데, 네트워크 연결 저장 장치와
백업 장치 간에 직접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이다. 중간에 백업 서버를 두
고 이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으므로, 속도가 향상되고 백업 서버의 부하
를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데이터 크기가 TB를 넘어 PB, ZB까지 늘어나고, 파일 수가 수천만 개,
수십억 개를 넘어서면서 NDMP를 이용해 백업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한계
Mmbackup 명령을 이용한 고속 스캔과 백업

Spectrum Protect
backup archive client
typically installed on
serveral cluster nodes

Spectrum Scale
mmbackup tool
coordinates processing

backup (mmbackup)

Spectrum Scale Cluster

restore (GUI or CLI)

Spectrum Protect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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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다르고 있다. 앞서 K사가 겪은 어려움도 이런 기술적 제약 때문에 백업 목
표 시간을 충족할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파일 스토리지와 백
업 솔루션 간 일원화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카탈로그 업
데이트 과정을 최소화해 백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둘째는 파일 시스템 솔루션의 고속 파일 스캔 기능이다. 파일 스토리지와 백업
솔루션이 일원화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API로 두 시스템을 자동 연동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파일 시스템 솔루션이 가진 색인 정보를 백
업 솔루션으로 바로 가져와, 파일을 검색하고 스캔하는 과정을 크게 줄이거나 아
예 없앨 수 있다. 이른바 ‘제로 스캔’이다. 이때 두 시스템은 네이티브로 연동되
므로 NDMP 기술을 이용한 백업보다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차세대 대용량 스토리지 백업 시스템이 지원해야 할 기능 셋째는 멀티노드를
통한 분산 고속 백업이다. 스케일 아웃 방식을 지원하는 파일 공유 스토리지는
대부분 노드 분산 파일 읽기/쓰기를 지원한다. 이런 로드 밸런싱 기능을 백업에
적용하면 성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백업을 진행할 때 A~D 노드
별로 설정해 단순히 직접 연동해 읽어오는 대신 A~D간에 적절하게 분산해 데
이터를 병렬로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노드를 선
형적으로 늘리는 만큼 백업 역시 선형적으로 성능이 향상하는 고속 백업 시스템
이 된다.
마지막은 영구 증분 백업을 이용한 풀 백업본 완성 기능이다. 백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풀, 합성(Synthetic), 변동(Differential), 점진적 증분(Progressive incremental), 영구 증분(Incremental Forever) 등이다. 작은 파일이 무
수히 많은 환경이라면 이 중에서도 영구 증분 백업이 이상적이다. 합성 백업 등
은 백업된 시점에 순차적으로 전체 백업본을 만든 후 복구하는 과정을 거치는 반
면, 영구 증분 백업은 증분 백업만으로 전체본을 복구한다. 백그라운드에서 전체
본을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 없다.

완성형 대용량 스토리지 솔루션, ‘IBM Spectrum Scale+Protect’
IBM은 비용부터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까지 최신 데이터 보호 트렌드를
고려하면서도 대용량 스토리지 백업 솔루션의 핵심 기능을 충실하게 지원하는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바로 고성능 파일 시스템인 IBM Spectrum Scale
과 백업 솔루션인 IBM Spectrum Protect다.
IBM Spectrum Scale은 병목현상 없이 성능과 용량을 확장하도록 설계돼 데
이터, 메타데이터, 플래시 등에 최적화된 강력한 확장성을 제공한다. 플래시와
디스크, 테이프에 이르는 자동 계층 정책과 지능형 아카이빙으로 스토리지 비용
을 최대 90% 절감한다. 전 세계에 분산 저장된 클라우드 데이터에 짧은 시간에
접근하는 것은 물론, 디스크 캐싱 기술을 이용해 더 효율적인 파일 관리를 지원
한다. IBM Spectrum Protect는 서버당 수십억 개의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엔터
프라이즈급 데이터 보호 솔루션으로, 백업 워크로드가 증가해도 복잡도와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배치 단계를 자동화하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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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해 작업 시간도 줄인다.
오늘날 기업이 겪는 대용량 백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IBM Spectrum Scale과 IBM Spectrum Protect의 조합이다. 두
제품을 함께 사용하면 앞서 살펴본 대용량 파일 시스템 백업을 위한 핵심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제품 모두 IBM이 개발해 공급하므로, 파일
시스템 솔루션과 백업 솔루션이 일원화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파일 시스템
솔루션의 고속 파일 스캔 기능은 IBM Spectrum Scale이 제공하고, 멀티노드를
통한 분산 고속 백업은 두 제품이 함께 지원한다. 영구 증분 백업을 이용한 풀 백
업본 완성 기능은 IBM Spectrum Protect의 장점 중 하나다.
가장 큰 변화는 제로 스캔과 영구 증분 백업이다. IBM Spectrum Scale과
IBM Spectrum Protect를 함께 사용하면, IBM Spectrum Protect가 IBM
Spectrum Scale이 이미 확보한 메타 정보를 전용 명령어를 통해 API로 연동
해 가지고 온다. 전통적인 스캔 방식이 아닌 문자 그대로 ‘제로 스캔’이다. IBM
Spectrum Scale과 IBM Spectrum Protect가 모두 IBM 제품이기 때문에 가능
한 것으로, 여러 업체의 솔루션을 혼용하면 기대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기능 결
합이다.
IBM Spectrum Scale과 IBM Spectrum Protect를 사용했을 때 또 다른 차
별화된 기능은 영구 증분 백업이다. 현재 증분 백업을 지원하는 제품 대부분은
합성 백업 방식이다. 변경된 데이터만 백업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원하는 시점
으로 복구하기 위해 백그라운드에서 끊임없이 논리적인 풀 백업본을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인프라 자원을 점유하는 것은 물론 스토리지 공간도 더 쓰게 된다.
이런 방식의 가장 큰 약점은 원하는 시기의 데이터로 복구하지 못할 가능성
이다. 합성 백업을 하면 변경된 데이터와 본래 데이터를 합치는 시간이 필요한
IBM Spectrum Scale+Protect의 지능형 영구 증분 백업 원리와 효과

Legacy Incremental Backup – 기존 전통적인 증분 백업
Older

Last

Volume full: 10 TB
Daily change: 1%

Full and
incremental

Retention: 73 TB
Versions to recover: 36
Highest periodical
volume: Full

6개월 : 6개의 월 전체백업 + 월별 30개의 일일 증분
Progressive incremental backup - 점진적 증분 백업
Last

Older

Retention: 28 TB
Versions to recover: 180
Highest periodical
volume: Incremental

Progressive
incremental
6개월 : 초기 전체 백업 1개 + 180개 일일 증분

총 저장량 감소

복구 버전 증가

정기적인 백업 용량 감소

(Reduction in backup storage)

(Every day full recovery)

(Incremental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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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데이터양이 커지고 파일 수가 증가할수록 데이터를 검색, 조합해 풀 백업본
을 만드는 시간이 늘어난다. 당장 하루 전 풀 백업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풀 백
업을 만드는 데 24시간 이상 걸린다면, 장애 상황을 대비한 백업 인프라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된다.
반면 IBM의 영구 증분 백업은 증분 백업만 갖고 있어도 원하는 시점의 풀 백
업본으로 복구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풀 백업본을 만드는 백그라운드 작업이 없
고 이렇게 만든 풀 백업본을 저장할 추가 공간도 필요 없다. 그 결과 일반적인 데
이터 보호 환경에서 저장 용량은 62% 절감하면서도, 복구 가능한 풀 백업 버전
은 5배 더 많이 확보한다.

풀 백업 시간을 81일에서 2.6일로 줄인 비결
IBM Spectrum Scale과 IBM Spectrum Protect를 함께 활용하면 크기가 작
은 비정형 파일이 무수히 생성되는 오늘날 기업 데이터 보호 문제의 해법을 찾
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살펴본 K사다. 현재 상태로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5년 이내에 파일 수가 8,000만 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기업의
선택은 최종적으로 IBM Spectrum Scale과 IBM Spectrum Protect였다. 먼저
IBM Spectrum Scale을 도입해 파일 시스템을 변경하자, 7일 걸렸던 스캔 작업
이 불과 5분 만에 완료됐다.
K사에서 IBM Spectrum Scale+Protect를 테스트한 결과
 기존 환경 : 일반 NAS 스토리지

파일 현황

갯수(2,100만 개), 용량(7.4TB), 종류(txt, hwp, pdf, jpg 등)

파일 크기

3.5KB미만(94.8%), 1MB미만(3,6%), 3MB이상(1.5%)

디렉터리 구조

디렉터리 갯수(66만 개) : 3Depth미만(7.5%),
5 Depth미만(15.8%), 5Depth이상(76.6%)

 테스트 결과

구분

컨트롤러

디스크 타입

Existing NAS(집중형)

2

NL-SAS 4TB
7200RPM * 12EA

Spectrum Scale with
Spectrum Protect(분산형)

2

NL-SAS 4TB
7200RPM * 10EA

700

파일집중형
분산형

600
500
400

 2,100만 개 파일

전체 백업 시 81일
(약 2,000시간)에서 2일
6시간(약 54시간)으로
백업 시간 획기적으로
단축

300
200
10
0

파일수
조회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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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파일
조건검색

파일이동
(00개)

삭제
(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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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Spectrum Protect를 이용해 2,100만 개 파일을 전체 백업하는 작업은
더 인상적이었다. 기존 시스템에서 81일 걸리던 작업이 2.6일로 줄어들었다.
IBM Spectrum Scale의 메타 정보를 직접 가져오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영
구 증분 백업 방식을 사용하므로, 앞으로는 긴급한 상황에서 원하는 시점으로 빠
르게 복구할 수 있게 됐다. 백업에 81일씩 걸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
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졌다.
시스템 개선의 효과는 곧바로 확인됐다. 새 시스템을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
아 관리자가 실수로 데이터 파일을 삭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형적인 휴먼 에
러였다. 기존 시스템이었다면 제대로 백업된 데이터가 없어 대응하기 쉽지 않았
을 것이다. 그러나 영구 증분 백업을 이용해 원하는 시점으로 복구할 수 있었다.

어떤 데이터 환경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백업 시스템
데이터 관리와 보호는 모든 시기, 모든 기업의 공통된 고민이었다. 그러나 오
늘날 기업이 처한 어려움은 그 대상이 단순히 큰 데이터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비정형 파일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고민과 질적으로 다르다. 새롭게 데이터 보호
인프라를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비용과 성능, 클라우드 같은 요건은 물론 작은 비
정형 데이터 파일을 수억 개, 수십억 개까지 저장, 백업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백업은 기본적으로 보험이다. 달라진 데이터 환경에 맞춰 안심할 수 있는 시스
템이어야 한다. 예기치 못한 장애나 사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 그 백업 시
스템은 기본적으로 무용지물이다.
결국 최상의 대안은 무수히 많은 작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일 시스템과 이처
럼 작은 파일을 가능한 한 빠르게 스캔해 보호하는 백업 시스템을 함께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IBM Spectrum Scale과 IBM Spectrum Protect처럼 긴밀하게 통
합돼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제로 스캔, 영구 증분 백업을 지원하는 제품을 선
택하면, 백업과 관련된 현재의 어려움은 물론 미래의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인프라
요건에서도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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