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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StorEdge 3310 SCSI Array 
사용 용례

이 설명서에서는 Sun StorEdgeTM 3310 SCSI Array에 적용되는 SCSI 사용 용례에 대해 설명합

니다. 

개요
이 설명서에서는 일반적인 여섯 가지 기본 서버 환경에서의 소규모 및 대규모 저장 장치 솔루

션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 인쇄

■ 파일

■ 응용프로그램

■ 전자 메일

■ 데이터베이스

■ 통합

이러한 솔루션에서는 기본 서버에 DAS(Direct Attached Storage)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세대 Ultra3 SCSI 저장 장치 시스템인 Sun StorEdge 3310 SCSI Array를 최적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솔루션은 익숙한 SCSI 기술을 사용한 여러 성능 및 RAS(안정성, 가용성 및 실용성) 기능

을 특징으로 하며 제공된 그대로 사용하거나 필요에 맞게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RAID 보호 수준 선택, SCSI 버스 구성 선택, 여러 디스크 추가 및 디스크 엔클로저 추가 등의 
작업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권장 솔루션과 대규모 권장 솔루션 간에는 구성 가
능한 여러 저장 장치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필요에 맞는 구성을 선택하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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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버 저장 장치 요구 사항

단일 프로세서 서버 응용프로그램

인쇄, 파일 및 응용프로그램 서비스는 필수 네트워크 요구 사항이며 기본 서버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서버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랙에 설치되는 비용 효율적인 컴팩트형 장치입니다. 

이와 같은 서버의 예로는 랙 공간의 1U만 차지하는 확장 가능한 단일 프로세서 서버인 Sun 
Fire V120을 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서버는 대개 기업 전체에 분산되어 있으며, Sun 
StorEdge 3310 SCSI Array는 비용 효율적인 DAS(Direct Attached Storage) 설계 덕분에 이러

한 응용프로그램에 가장 이상적인 장치입니다.

표 1 단일 프로세서 서버 저장 장치 요구 사항

인쇄 서버 파일 서버 응용프로그램 서버

가용성 중간 중간 ~ 높음 중간 ~ 높음

저장 장치 용량 낮음 낮음 ~ 높음 낮음 ~ 중간

특수 요구 사항 고속 데이터 전송

및 낮은 비용

고속 데이터 전송 및 
트랜잭션

낮은 비용 및 고속 
트랜잭션

액세스 패턴 순차 순차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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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프로세서 서버 응용프로그램

기본 서버는 메일,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서비스를 작업 그룹, 부서 및 지사에 근무하는 사용자

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정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서버 및 
저장 장치 솔루션은 네트워크 사용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이에 맞춰 응용프로그램 성능과 저
장 장치 용량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Sun Fire V480 Server 및 StorEdge 3310 SCSI Array는 확장성이 매우 뛰어난 솔루션의 훌륭한 
예이며 이를 함께 사용하여 강력한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서버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추가하여 성능을 확장할 수 있고 엔클로저와 디스크를 추가하여 용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표 2 다중 프로세서 서버 저장 장치 요구 사항

메일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통합 서버

가용성 높음 높음 높음

저장 장치 용량 중간 ~ 높음 중간 ~ 높음 중간 ~ 높음

특수 요구 사항 고속 트랜잭션 
및 데이터 전송

고속 트랜잭션 
및 데이터 전송

고속 트랜잭션 
및 데이터 전송

액세스 패턴 임의 임의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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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용례: 인쇄 서버

 구조 및 구성

그림 1 인쇄 서버에 최적화된 구조

표 3 인쇄 서버 구성 정보(JBOD 전용)

소규모 구성 대규모 구성

RAID 엔클로저 0 0

JBOD 엔클로저 1 1

제어기 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디스크 수 5 12

버스 구성 이중 버스 이중 버스

캐시 최적화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사용된 RAID 수준 호스트 기반 호스트 기반

드라이브 구성 LUN 2개

예비 드라이브 1개

LUN 2개

예비 드라이브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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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및 기술

■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서버의 내장 SCSI 포트(호환되는 경우)를 사용하는 경우 SCSI 포트가 
완전한 Ultra160 속도로 작동하지 못하더라도 대부분의 환경에서 충분한 인쇄 서버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운영 체제의 볼륨 관리자 또는 제3업체 볼륨 관리자를 통해 호스트 기반 소프트웨어 볼륨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데이터 보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장되는 구성은 단
일 제어기 RAID 어레이와 유사한 RAS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대규모 권장 구성을 사용하는 경우 각 서버를 서로 다른 SCSI 버스에 연결해야 합니다.

■ 두 번째 서버를 추가하는 경우 서버 운영 체제와 볼륨 관리자가 호환되면 하나의 RAID 1 논
리 드라이브를 두 번째 SCSI 버스로 옮겨 해당 드라이브를 두 번째 서버에 다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 용례: 파일 서버

구조 및 구성

그림 2 파일 서버에 최적화된 구조
Sun StorEdge 3310 SCSI Array 사용 용례 13



팁 및 기술

■ 기가비트 이더넷을 통해 서버가 LAN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언제든지 Ultra3 SCSI 포트를 
사용하여 RAID 어레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도가 느린 SCSI 연결로 인
해 SCSI 연결에 성능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버에 호스트 어댑터를 하나만 장착할 수 있고 Ultra160 SCSI 또는 기가비트 이더넷 어댑

터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경우 기가비트 이더넷 호스트 어댑터를 설치하고 서버의 내장 
SCSI 포트를 사용하면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I/O 성능 저하로 
인해 SCSI 속도가 느려집니다.

■ 중복 RAID 제어기 및 두 개의 논리 드라이브가 있는 구성에서는 사용 중인 디스크 드라이

브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도 매우 높은 트랜잭션 속도를 제공합니다. 

■ 논리 드라이브에 디스크 드라이브를 추가하면 추가 저장 장치 용량 활용 여부에 상관 없이 
캐시 누락이 발생할 때마다 트랜잭션 성능이 비례하여 향상됩니다. 

■ 사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네트워크 응답 시간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이는 파일 서버의 성
능이 제한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 서버 메모리, 프로세서 및 네트워크 어댑터 사용

률을 검사하고 사용률이 가장 높은 항목을 확장해야 합니다. 

표 4 파일 서버 구성 정보

소규모 구성 대규모 구성

RAID 엔클로저 1 1

JBOD 엔클로저 0 2

제어기 수 1 2

디스크 수 5 36

버스 구성 단일 버스 단일 버스

캐시 최적화 순차 순차

사용된 RAID 수준 RAID 3 RAID 5

드라이브 구성 LUN 1개

예비 드라이브 1개

LUN 2개

예비 드라이브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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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용례: 응용프로그램 서버

 구조 및 구성

그림 3 응용프로그램 서버에 최적화된 구조

표 5 응용프로그램 서버 구성 정보

소규모 구성 대규모 구성

RAID 엔클로저 1 1

JBOD 엔클로저 0 0

제어기 수 1 2

디스크 수 5 12

버스 구성 이중 버스 이중 버스

캐시 최적화 임의 임의

사용된 RAID 수준 RAID 5 RAID 5

드라이브 구성 LUN 1개

예비 드라이브 1개

LUN 2개

예비 드라이브 1개
Sun StorEdge 3310 SCSI Array 사용 용례 15



팁 및 기술

■ 단일 RAID 어레이를 통해 서버 두 대를 위한 저장 장치를 제공하면 응용프로그램 성능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으면서 저장 장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히 LAN에 기가비트 이더넷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호스트 어댑터를 추가하는 대신 
응용프로그램 서버의 내장 SCSI 포트를 사용하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0MB/S 
SCSI 포트를 사용해도 고속 이더넷 포트보다 몇 배 빠른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디스크를 추가하고 두 번째 논리 드라이브를 만들지 않고도 두 번째 RAID 제어기를 추가하

여 RAS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논리 드라이브를 1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중복 RAID 
제어기는 활성-대기 모드로 작동합니다.

■ 해당 내부 드라이브가 아닌 RAID 어레이를 통해 응용프로그램 서버를 부팅하면 서버 가용

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고장난 서버를 빠르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 RAID 어레이를 여러 호스트에 연결하는 경우 개별 LUN을 각 서버와 SCSI 버스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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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용례: 메일 서버

 구조 및 구성

그림 4 메일 서버에 최적화된 구조

표 6 메일 서버 구성 정보

소규모 구성 대규모 구성

RAID 엔클로저 1 1

JBOD 엔클로저 0 1

제어기 수 2 2

디스크 수 12 24

버스 구성 이중 버스 이중 버스

캐시 최적화 임의 임의

사용된 RAID 수준 RAID 3 및 5 RAID 3 및 5

드라이브 구성 LUN 2개

예비 드라이브 1개

LUN 2개

예비 드라이브 1개
Sun StorEdge 3310 SCSI Array 사용 용례 17



팁 및 기술

■ RAID 어레이를 서버에 연결할 때 최상의 성능을 얻으려면 두 개의 Ultra160 SCSI 포트를 사
용해야 합니다.

■ 전자 메일 서버는 1개의 RAID 3 및 1개의 RAID 5 논리 드라이브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RAID 3 논리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첨부 파일 및 기타 큰 파일을 저장하고 RAID 5 논리 드라

이브를 사용하여 메시지 및 작은 파일을 저장합니다.
■ 두 논리 드라이브에 포함되는 디스크의 수는 서로 달라도 됩니다. 필요에 따라 디스크를 할

당하여 원하는 만큼의 RAID 3 및 RAID 5 저장 장치 용량을 설정합니다. 적어도 디스크 하
나를 예비용으로 할당해야 합니다.

■ 필요에 따라 RAID 3 또는 RAID 5 논리 드라이브에 디스크를 추가하여 저장 장치 용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 RAID 3 논리 드라이브를 RAID 제어기 하나에 할당하고 RAID 5 논리 드라이브를 다른 
RAID 제어기에 할당하여 성능 균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두 개의 SCSI 버스를 사용하여 서버를 어레이에 연결하는 경우 각 LUN을 SCSI 버스 하나에 
매핑하여 두 SCSI 버스를 모두 활성화하고 경로를 지정해야 합니다.

사용 용례: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조 및 구성

그림 5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최적화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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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및 기술

■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경우 저장 장치 자원을 많이 사용합니다. 최상의 성능을 얻으려면 항
상 Ultra160 SCSI 포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RAID 제어기 하나를 각 논리 드라이브에 지정하

면 성능을 더욱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1개의 RAID 1(0+1) 및 1개의 RAID 5 논리 드라이브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RAID 5 논리 드라이브에는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고 RAID 1 논리 드라이브에는 
표 및 성능에 영향을 받는 기타 파일을 저장합니다.

■ 드라이브 두 개를 전역 예비 드라이브로 할당하고 드라이브 네 개를 RAID 1 논리 드라이브

(자동으로 RAID 0+1이 됨)로 할당하고 나머지 드라이브를 RAID 5 논리 드라이브로 할당합

니다. RAID 5 논리 드라이브에 디스크를 추가하여 저장 장치 용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 RAID 5 논리 드라이브에 디스크 드라이브를 추가하면 추가 저장 장치 용량 활용 여부에 상

관 없이 캐시 누락이 발생할 때마다 트랜잭션 성능이 비례하여 향상됩니다.
■ 매우 높은 성능이 필요한 환경에서는 한 개의 대형 구성 어레이를 사용하는 대신 두 개의 소

형 구성 어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장 장치 비용은 반으로 줄이면서 
저장 장치 성능은 배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두 개의 SCSI 버스를 사용하여 서버를 어레이에 연결하는 경우 각 LUN을 SCSI 버스 하나에 
매핑하여 두 SCSI 버스를 모두 활성화하고 경로를 지정해야 합니다.

표 7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성 정보

소규모 구성 대규모 구성

RAID 엔클로저 1 1

JBOD 엔클로저 0 1

제어기 수 2 2

디스크 수 12 24

버스 구성 이중 버스 이중 버스

캐시 최적화 임의 임의

사용된 RAID 수준 RAID 1 및 5 RAID 1 및 5

드라이브 구성 LUN 2개

예비 드라이브 1개

LUN 2개

예비 드라이브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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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용례: 통합 서버

구조 및 구성

그림 6 통합 서버에 최적화된 구조

표 8 통합 서버 구성 정보

소규모 구성 대규모 구성

RAID 엔클로저 1 1

JBOD 엔클로저 0 1

제어기 수 2 2

디스크 수 12 24

버스 구성 이중 버스 이중 버스

캐시 최적화 임의 임의

사용된 RAID 수준 RAID 1, 3 및 5 RAID 1, 3 및 5

드라이브 구성 LUN 3개

예비 드라이브 1개

LUN 3개

예비 드라이브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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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및 기술

■ 통합 서버에는 매우 동적인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Ultra160 SCSI 포트를 사용하면 서버

와 RAID 어레이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대역폭 병목 현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서버 자원의 대부분을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하는 경우 로그 및 트랜잭션 데이터를 위한 디스

크 두 개를 사용하여 RAID 1 논리 드라이브를 만듭니다. 이후에 RAID 1 용량이 더 필요한 경
우 할당되지 않은 디스크 두 개를 사용하여 새로운 RAID 1 논리 드라이브를 만듭니다. 또는 
별도의 전용 RAID 1 논리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대신 데이터베이스 저장 장치에 대해 RAID 
3 논리 드라이브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려면 LUN이 전체의 80%에 도달했을 때 저장 장치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RAID 5 논리 드라이브를 RAID 제어기 하나에 할당하고 RAID 3 논리 드라이브를 다른 제
어기에 할당하여 작업 로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RAID 1 논리 드라이브를 만든 경우 이를 
RAID 3 논리 드라이브와 동일한 RAID 제어기에 할당합니다.

■ 두 개의 SCSI 버스를 사용하여 서버를 어레이에 연결하는 경우 각 LUN을 SCSI 버스 하나에 
매핑하여 두 SCSI 버스를 모두 활성화하고 경로를 지정해야 합니다.

요약
기본 서버는 저장 장치 요구 사항이 각기 다른 광범위한 응용프로그램에 사용되므로 Sun 
StorEdge 3310 SCSI Array는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는 모듈 방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JBOD 어레이, RAID 어레이 또는 이 둘의 조합을 사용하여 저장 장치 솔루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 환경 설정에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RAID 보호 수준, 제어기 최적화 등이 포함됩니

다. 모듈 방식의 유연한 구조를 통해 저장 장치 솔루션을 특정 환경에 빠르고 쉽게 구축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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