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산업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

에 따라 IT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더욱 성장하고 다양해
지고 있다. 급증하는 비즈니스에 따라 IT 인프라도 점
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복잡해진 정보 시스템을 운영 
관리 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운영의 문제점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IT 인프라 방식에 비해 효율적

인 운영 관리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이를 위한 새로운 IT 인프라 기
술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방식에는 CI
(Converge Infrastructure)와 HCI(Hyper Converge 
Infrastructure) 방식이 있다. CI 방식은 일부 가상화
로 IT 구성요소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프로세스
의 간소화와 시스템 운영의 반복적인 작업을 줄임으로
써 관리 비용 절감이 가능한 방식이다. 현재 운영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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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IT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급증함에 따라 복잡해진 IT 인프라를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IT 인프라 기술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 
시스템의 단순화와 운영 관리의 효율성 및 비용 절감을 위한 IT 인프라 방식인 CI(Converge Infrastructure)과 HCI(Hyper 
Converge Infrastructure) 방식을 소개한다. 또한 새로운 IT 인프라 기술인 HCI 방식을 활용한 정보 시스템 및 재해 및 
장애 발생 시 서비스의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한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 방안에 대해서 제시한다. HCI 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주요 기술 소개와 함께 HCI 도입 전후의 정보 시스템실의 면적 및 소비전력, 운영의 효율성 등을 비교분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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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s the business using IT has increased rapidly, a lot of budget is required to operate 
and manage the complex IT infrastructure. There is a need for a new IT infrastructure technology that can 
effectively and reduce costs. In this paper, we introduce CI(Converge Infrastructure) and HCI(Hyper 
Converge Infrastructure) methods, which are IT infrastructure methods for simplifying information systems 
and reducing operational management efficiency and cost. In addition, it proposes an information system 
using the HCI method, a new IT infrastructure technology, and a plan to establish a disaster recovery 
system to provide continuity of service in the event of a disaster or failure. In addition to the introduction 
of major technologies for using the HCI method, the area, power consumption, and operational efficiency 
of the information system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HCI are compared and analyzed.
Key Words : CI, HCI, Information system, DR system, IT Infra

*Corresponding Author : Hyun-Sun Kang(sshskang@nsu.ac.kr)
Received October 8, 2020
Accepted December 20, 2020

Revised November 20, 2020
Published December 31, 2020

산업융합연구 제18권 제6호 pp. 27-32, 2020 ISSN 2635-8875 / e-ISSN 2672-0124
DOI : https://doi.org/10.22678/JIC.2020.18.6.027



산업융합연구 제18권 제6호28

대부분의 정보 시스템은 전통적인 IT 인프라와 CI 방
식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HCI 방식은 정보 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를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로 통합하는 방
식으로서 빠른 프로세스, 향상된 데이터 보호,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효
율적인 운영 관리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IT 인프
라 방식인 HCI를 도입한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
시한다. 먼저 2장에서는 IT 인프라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HCI 방식을 도입하
기 위한 주요 기술과 HCI를 활용한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HCI 도입 전후의 정보 시
스템실 면적 및 소비전력, 운영 효율성 등을 비교 분석
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이번 장에서는 전통적 IT 인프라 방식을 소개하고 

운영 관리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IT 인프라 
기술인 CI와 HCI 방식에 대해서 소개한다. Fig. 1은 전
통적인 IT 인프라, CI, HCI 방식의 구조를 나타낸다
[1]. 전통적인 IT 인프라 방식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가 각각 서비스 
중심의 단일 시스템 구조로 구성된다. 비즈니스가 다양
화되고 급증함에 따라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애플
리케이션 등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각각 비즈니스 단위
로 도입함으로 운영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많은 IT 예산이 필요하다. 또한 재해 및 장애 발생 시 
비즈니스 연속성 보장을 위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단위의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 복
제를 위한 다수 복제 솔루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한 
재해복구 절차와 고비용이 요구되는 구조이다.

 
2.1 CI(Converge Infrastructure) 방식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CI 방식은 일부 가상화 

개념을 도입하여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IT 인프라 
관리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여러 정보기술 구성요소
를 어플라이언스(appliance)로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
다. IT 구성요소를 각각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시
스템 운영의 반복적인 중복 작업을 줄임으로써, 관리 
비용 절감 및 비즈니스에 대한 민첩성과 정보 시스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단일 플랫폼 통합

에 따라 단일 공급업체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
에 호환성 문제와 구매, 배포 및 운영에 대한 프로세스 
간소화가 가능하다[1].

Fig. 1. Traditional methods, converged and hyper 
converged infrastructure[1] 

2.2 HCI(Hyper Converge Infrastructure) 방식
HCI 방식은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모든 정보

기술 구성요소를 소프트웨어 정의로 통합하는 방식이
다. 소프트웨어와 표준 x86 상용서버를 활용하여 정보 
시스템의 복잡성을 줄이고 확장성을 높일 수 있는 올인
원(all-in-one) 접근방식을 제공한다. 불필요한 중복 
리소스를 제거하고 서버, 스토리지 및 네트워킹 관리를 
완전한 통합, 자동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비
용 절감을 통해 생산성 향상 시킬 수 있다[1-4]. HCI 
방식은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및 서비스 관리의 3개 소프트웨어 계층으로 구성된다. 
가상화 소프트웨어는 기본 리소스를 추상화하고 폴링
(polling)하여 가상 머신과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동적으로 할당한다. 인프라 방식은 용량 및 확장성, 데
이터 가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정의로 자
원을 유연하게 관리하며, 물리적 디바이스와 사용자는 
격리된 상태로 유지되어 가상화 플랫폼과 하드웨어의 
완전한 통합을 실현한다. 또한 HCI 방식은 백업, 스냅
샷(snapshot), 데이터 중복제거 및 압축, WAN(Wide 
Area Network) 최적화 등과 같은 많은 구성요소를 통
합한다. 표준 x86 상용서버를 사용하여 단순화된 각 서
버 노드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는 클러스터 전체에 
모든 기능을 분산시켜 뛰어난 성능과 복원력을 제공한
다[1-4].

3. HCI 활용한 정보 시스템 구축
전통적인 IT 인프라를 활용한 정보 시스템은 다양한 

http://endic.naver.com/enkrEntry.nhn?entryId=5336e93713494739ae6108aa629b60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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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및 스토리지가 SAN(Storage Area Network) 중
심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인프라 구조이기 때문에 운
영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비용의 아키텍처 구조
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시스템의 단순화와 운영 관리 효율성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새로운 IT 인프라 기술인 HCI 방식을 활
용한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전통적
인 IT 인프라, CI, HCI 방식을 활용한 정보 시스템의 
구성을 설명하고, HCI 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필요한 주
요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HCI 방식을 활용한 
구체적인 운영 정보 시스템의 구축 예시를 제시한다.

3.1 IT 인프라 변화에 따른 정보 시스템 구성
정보 시스템은 시스템의 단순화와 운영 관리, 비용 

효율성을 위해 IT 인프라 기술의 발전과 신기술 도입을 
통해 진화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정보 시
스템은 전통적인 IT 인프라 방식과 함께 CI 방식이 혼
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CI 방식은 전통적 IT 인프라의 
물리적 통합으로 운영 관리의 효율성과 정보 시스템의 
단순화를 도모한다. 현재 백업 및 재해복구 기능이 더
욱 향상된 가상화 통합 플랫폼인 HCI 방식의 도입으로 
더욱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Fig. 2는 
IT 인프라 변화에 따른 정보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다. Fig. 2에서 Site A는 주 데이터 센터의 정보 시스템 
구성을 나타내고 Site B는 재해복구 센터의 재해복구시
스템의 구성을 나타낸다. 재해복구시스템은 다양한 재
해 및 장애 발생으로 인해 연속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하
기 위해 사전에 준비된 계획과 자원을 바탕으로 주 데
이터 센터와 재해복구센터 간의 상호 백업 체계를 구축
하여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
한다. 전통적인 IT 인프라 기반의 정보 시스템은 다양
한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가 각각 서비스 중심의 단
일 시스템 구조로 구성된다.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
기 위해서는 서비스 단위의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 복제
를 위한 다수의 복제 솔루션이 필요하다. CI과 HCI 방
식을 활용한 정보 시스템은 가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인 VMware vSphere를 활용하여 일부 또는 
전체 가상화를 실행한다. CI 방식은 일부 가상화 개념
을 도입하여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IT 인프라 관리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여러 정보기술 구성요소를 각
각 통합 관리하고, HCI 방식은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

지 등 모든 정보기술 구성요소를 통합 관리한다. HCI 방
식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기술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Fig. 2. Information system configuration according
to IT infrastructure 

3.2 HCI 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주요 기술
HCI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VMware vSphere 

& VMware vCenter Server, VMware vSphere 
Replication, VMware Site Recovery Manager, 
RAID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s)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번 절에서는 HCI 방식을 활용
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3.2.1 VMware vSphere & vCenter Server
VMware vSphere는 가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

성요소로서 정보 시스템을 단순화된 컴퓨팅 인프라로 
전환하여 유연한 비즈니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vSphere의 핵심 구성요소는 VMware ESXi와 
VMware vCenter Server이다. ESXi는 가상 시스템을 
생성하고 실행하는 하이퍼바이저이고, VMware 
vCenter Server는 VMware vSphere 가상 인프라를 
위한 중앙 집중식 모니터링, 리소스 관리 소프트웨어로 
리소스 프로비저닝(provisioning) 및 할당, 성능 모니
터링, 워크플로 자동화, 사용자 권한 관리를 포함한 다
양한 작업을 수행한다[5].

3.2.2 VMware vSphere Replication
VMware vSphere Replication은 vSphere 가상 

머신에 대한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비동기식 복제 솔루
션으로서, 단일 사이트 내에서 데이터 보호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사이트 간의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복제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c?depth=1&hl=ko&prev=search&pto=aue&rurl=translate.google.com&sl=en&sp=nmt4&u=https://searchvmware.techtarget.com/definition/VMware-vSphere&usg=ALkJrhgmfFbhvfdEq6rRl57mQXaxH8j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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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데이터 보호 및 재해복구를 지원한다. 재해복구를 위
한 데이터 복제할 경우 vSphere Replication은 변경
된 데이터를 압축 전송하여 네트워크 대역폭 활용도를 
낮춤으로 네트워크 효율성을 개선한다[5].

3.2.3 VMware Site Recovery Manager 
VMware Site Recovery Manager는 자동화 소프

트웨어로서, VMware vSphere 환경에서 모든 애플리
케이션 관리 및 확장, vSphere Replication 데이터 복
제 기술과 통합되어 정책 기반 관리와 중단 없는 테스
트, 재해복구 계획 등을 자동으로 제공한다[6].

3.2.4 RAID vs 데이터 중복제거
RAID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시스템 안정성 및 성능을 향상을 위하여 비즈니스 요구
에 맞는 RAID 수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 
중복제거는 스토리지 공간을 효과적으로 절약하는 방
법으로 동일한 블록 및 파일에 대하여 중복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인라인 중복제거(inline de-duplication)는 
백업 장치로 전송되기 전과 전송되는 동안 중복 데이터
를 줄이는 방식으로, 데이터 백업 수행하는 동안에 중
복제거로 인해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후처리 
중복제거(post-processing de-duplication)는 먼저 
데이터를 백업을 진행 후 데이터에 대한 중복을 제거한
다.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따른 데이터 복제에 있어서 
데이터 중복제거는 복제 데이터의 양을 줄임으로써 데이
터 복제에 필요한 네트워크 대역폭을 줄일 수 있다[1-4]. 

3.2.5 VM 백업(Backup) vs 스냅샷(Snapshot)
VM 스냅샷은 데이터를 특정 시점으로 되돌릴 수 있

는 복구와 VM의 데이터 상태를 저장하는 프로세스이
다. VM 스냅샷은 원본 디스크가 삭제 된 경우, 데이터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상 머신을 복원 할 수 없
다. 그러므로 VM 스냅샷은 시스템 패치, 롤백과 같은 
단기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장기적인 백업 목적으
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재해 및 장해로 인한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VM 스냅샷이 아니라 궁극
적으로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으로 데이터 복제 수행
이 가장 중요하다[7].

3.2.6 U2L(Unix to Linux)
고비용 저효율의 Unix 시스템 운영 환경에서 표준 

상용 서버 x86 기반 HCI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
해서는 우선적으로 U2L을 수행해야 한다. x86 플랫폼
의 핵심 OS인 리눅스는 유닉스와 비슷한 오픈 소스로 
점진적으로 핵심 비즈니스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안정
성이 검증되고 있다. 또한 HCI의 운영 자동화 및 우수
한 데이터 백업 및 복제 솔루션으로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8-10].

3.3 HCI 활용한 정보 시스템 구축 예시
이번 절에서는 전통적인 IT 인프라 방식과 CI 방식

이 혼재되어 정보 시스템을 HCI 방식을 활용한 정보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예시를 제시한다. Fig. 3은 HCI 
방식 도입 전의 정보 시스템의 구성으로,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물리(단독) 서버는 비즈니스 중요도가 낮은 
서비스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상화 서버는 SAN과 스토
리지(VSP G1500)로 연결된 CI 방식으로 운영, 관리하
고 있다. 업무 중요도가 높은 Unix 서버(HPUX), DB 서
버(Exadata)는 서비스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중화로 
구성되어 있고, 재해복구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다. 

Fig. 3. Main data center information system
configuration 

HCI 방식을 도입한 주 데이터 센터의 정보 시스템
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운영 환경 및 비즈니
스 영향 분석(BIA, Business Impact Analysis)을 수
행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HCI로 
전환한다. Fig. 4는 새롭게 구성한 HCI 방식의 주 데이
터 센터의 정보 시스템과 재해복구 센터의 재해복구시
스템의 구성을 나타낸다. HCI 전환 절차는 주 데이터 

https://blog.sepusa.com/snapshots-vs-back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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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정보 시스템은 환경 및 비즈니스 영향 분석을 통
해서 물리(단독) 서버는 HCI 방식으로 전환하고, Unix 
서버(HPUX)는 U2L 과정을 통해 HCI로 전환한다. DB 
서버(Exadata)와 가상화 서버 스토리지(VSP G1500)
은 재활용한다. 재해복구 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은 재
해 및 장애로 인한 비즈니스 영향이 높은 대상을 선정
하여 주 데이터 센터의 가상화 서버와 HCI는 HCI, 이
중화된 DB 서버(Exadata)는 단일 장비, DB 서버 스토
리지(VSP G1500)를 신규 도입한다. 주 데이터 센터와 
재해복구 센터간의 데이터 복제를 위한 솔루션은 가상
화 서버의 VM 복제를 위한 RP4VM(Recover Point f
or VM), HCI의 VM 및 데이터 복제는 vSphere Repli
cation, 스토리지(VSP G1500)는 벤더가 제공하는 H
UR(Hitachi Universal Replicator), DB 서버(Exada
ta)는 OGG(Oracle Golden Gate) 솔루션을 사용한다
[11-13]. 또한 재해 및 장애로 인한 재해복구시스템으
로의 신속한 비즈니스 전환을 위해서 재해복구 자동화 
솔루션(VMware Site Recovery)을 사용한다. 

Fig. 4. Information system configuration of main 
data center and disaster recovery center 
after HCI transition

4. 비교 및 분석
이번 장에서는 앞 장에서 설명한 HCI 방식을 활용

하기 전후, 주 데이터 센터의 정보 시스템 효율성을 비교
분석 한다. Fig. 5는 앞 장에서 설명한 주 데이터 센터의 H
CI 도입 전후 정보 시스템의 면적 배치도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HCI 도입 전 정보 시스
템의 운영하는 Rack의 수량은 22개이고 정보 시스템 배치
하기 위해 필요한 면적은 60.48m2 이다. 반면 HCI 도입 후 
필요한 Rack의 개수는 15개로 감소했으며, 정보 시스템을 
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면적도 45.46m2로 감소하였다.

Fig. 5. Area and layout of information system 
before and after HCI introduction 

Fig. 6은 HCI 방식 도입 전후의 정보 시스템실의 면
적 및 일일 소비전력을 그래프로 비교한 것이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HCI 도입 후 정보 시스템을 배
치하기 위해 필요한 면적은 60.48m2에서 45.46m2로 
25% 감소했고, 일일 소비전력도 19,690W에서 12,00
0W로 39% 절감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복잡한 
하드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HCI 방식을 도입하면 체계
적이고 자동화된 통합관리 솔루션으로 중앙 집중 모니
터링, 리소스 관리, 성능 모니터링, 워크플로, 사용자 권
한 관리로 불필요한 중복 리소스 제거를 통해 정보 시
스템 운영 관리 효율성을 제공하게 된다. 

Fig. 6. Information system area and daily power 
consumption before and after HCI 

 
5. 결론 

복잡해진 IT 인프라의 운영 관리 및 비용 효율성을 위
해 인프라 변화에 따른 새로운 HCI 방식을 제안하였다. 
CI 방식은 일부 가상화를 도입하여 IT 구성요소를 단
일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프로세스의 간소화와 정보 시



산업융합연구 제18권 제6호32

스템 운영의 반복적인 작업을 줄임으로써 운영 관리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한 방식이다. HCI 방식은 정보 시스
템의 모든 구성요소를 소프트웨어 정의로 통합하는 방
식으로서 빠른 프로세스, 향상된 데이터 보호, 손쉬운 
운영 관리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한 방식이다. 우리는 본 
논문에서 최근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IT 인프라 기술인 
HCI 방식을 도입한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
다. HCI 방식 도입 전후, 정보 시스템 효율성 비교분석
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식이 운영 관리 및 비용 
측면의 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보 시스템의 
단순화와 운영 관리 효율성 및 비용 절감은 물론 재해 
및 장애에 대한 비즈니스 연속성 제공은 비즈니스 성패
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경쟁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복
잡해진 IT 인프라를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비즈니스에 
대한 민첩성과 정보 시스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새
로운 인프라 기술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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