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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복잡해지는 IT 환경으로 인하여, 기업은 고객들을 유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IT 산업의전문가들은이러한복잡한시스템을관리하는비용이향후3년이지나면4배이상증가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2004년

봄IDC자료). 이러한관리비용의증가트렌드를아래<그림1>이잘나타내주고있다. 즉, 서버구입에들어가는비용은비슷하거나줄

어드는추세이나, 물리적설치 수와이를운 할때발생하는운 및관리비는계속증가추세에있다.

이러한복잡한IT환경속에서자원활용율을높임으로써유지, 관리비용을줄일수있는해답은바로가상화이다. 그렇다면과연

가상화란무엇인가? 간단히말해, 전통적인자원가상화는사용자들을실제자원그자체로부터분리를시키는것이다. 사용자들은실제

자원을가리키는논리적표현에만접근가능하며, 가상화레이어를통해서만뒷단에있는물리적자원들을이용할수있을뿐이다. 이러한

자원의가상화는다수의사용자들이동일한물리적자원을공유하도록해주어서, 풀링된자원들을하나의논리적전체로서사용하게해

주며, 기능들을에뮬레이션할수있도록해준다. 가상화의일반적인혜택으로는증가된활용률, 높아진가용성과확장성, 커진유연성, 낮

아진IT 관리비용그리고향상된보안및프로비져닝기능을꼽을수있다.

최근에 부각되는 가상화의 새로운 역량은 스마트한 가상 표현 능력을 가진 관리 가능한 자원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존의 분리 개

념에서한걸음더나아간다. 여기서관리가능한자원이란시스템리소스에 한“스마트한”가상표현과함께스스로표현가능한컴포넌

트들을말하며이들은벤더와플랫폼에무관하게표준웹서비스를이용해접근이가능하다.

30여년전부터IT 자원가상화에있어서선구자적역할을해온IBM은관리가능한자원들을활용하여차세 가상화를선보이

고있다. 이를이용하여고객들은이기종IT 인프라스트럭쳐를마치하나의논리적시스템인것처럼사용하고관리할수있게된다. IBM

의가상화엔진은이러한사상을구체적으로집 성한오퍼링이면서동시에이를통해자원가상화, 관리및성능서비스, 공통인터페이

스에있어서혁신을내재하고있는통합서비스와기술의플랫폼이다. 또한가상화엔진은지속적으로오픈인터페이스와업계표준을유

지함으로써IBM과파트너사의제품들은상호연동이가능하며 상플랫폼을확장하고있다. 가상화엔진은점진적으로더높은수준의

비즈니스중심관리솔루션을형성하는빌딩블록의하나를이루고있다.

가상화엔진플랫폼은가상화에 한진화적인접근방법을취하고있어서고객들은그들이원하는지점을선택하여눈에보이는

결과들을가지고단계적으로확장해나갈수있다. 가상화엔진은기존가상화기술에 한현재의투자를보호하면서아직까지경쟁자가

없는포괄적인지원을제공한다. 가상화엔진은통합되고, 공개되며, 가상화되고자동화된IT 인프라스트럭쳐(협업처리를위한기반)를

이루기위한계획에있어서핵심적인부분이다.  

<그림 1> IT 운 환경의 변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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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화기술은실제존재하는물리적자원들을논리적자원들의형태로표시하는기술로서, 물리적자원을이용하는사용자(구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및서비스를가리킴)에게는논리적형태로만나타난다. 아래<그림3>처럼가상화기술이이들논리적자원들과실제물리

적 자원들에 한 연결을 담당해 줌으로써, 가상화 자원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더 이상 어떤 자원들이 사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

가없어진다.

가상화라는중간계층을이용하여애플리케이션과서비스를실제적인자원들과분리하는이러한형태는사용자로하여금동일한

자원을공유하게해주고, IT 자원들을개별자원이라기보다는논리적인자원풀로서사용하고다루게해준다. 서버내의파티셔닝은가상

화의 표적인사례로서, 커다란하나의서버시스템을다수의작은시스템으로보이게해줌으로써서버자원을공유하게해준다. 또한스

토리지가상화기술은여러개의물리적스토리지시스템들에남아있는유휴디스크을모아서만든디스크풀에서가상화된디스크를만

들수있게해준다. 이렇게가상화된디스크에접근함으로써애플리케이션서버는실제로는최 사용가능한공간이300MB 밖에안되

는상황에서도마치1TB의스토리지가단독으로붙어있는것처럼간주하여실행될수있다. 

결론적으로가상화기술은실제로존재하는물리적자원들에 한중재자역할을해주는기술로써위의경우에적용해보면가상

화기술은애플리케이션서버의스토리지요구를가로채서여러개의스토리지컨트롤러에걸쳐있는유휴공간을찾아내줌으로써스토

리지용량에 한요구를만족시켜주는것이다. 

온디맨드비즈니스를구현하기위한시스템 역에서의 응전략이IBM Systems Agenda이며, 여기에는협업프로세싱을가속화

하며 최상의 트랜잭션 처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IBM Systems

Agenda에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가상화(Virtualize Everything), 개방성(Commit to Openness), 협업을 통한 혁신

(Collaboration to Innovate)이라는3가지세부추진전략이들어있으며, 그중에서가상화는가장핵심적인역할을하고있다.

이러한 가상화 전략은 오랫동안 IBM 시스템의 발전을 이끌어 온 강력한 내부 동력원이 되어 왔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1960년 후반부터IBM이시스템분야에서선구적위치를유지하면서40년이넘게산업표준의자원가상화제품들을출시해온사실

이이를증명해주고있다. 

전통적인개념의자원가상화가IBM Systems Agenda의중요한위치를계속유지하겠지만, 다중의시스템들이플랫폼과벤

더의경계를떠나하나인것처럼작동되는새로운차원의가상화전략또한요구되고있다. 이기술백서는가상화가무엇이며, 어떻게발전

했는지, 어떻게사용할수있는지그리고혜택은무엇인지등을포함하여가상화를좀더쉽게이해하기위한기술적기반을위주로설명할

것이다. 또한플랫폼과운 시스템의경계를넘어서서IT 자원들의관리와액세스를위한장을열기위해서왜가상화가IT 산업의표준프

로토콜, 인터페이스그리고포맷들과연동이되어야하는지에 한이유를설명해준다. 

IT 인프라스트럭쳐를가상화한다는것은또한협업을통한혁신을진행하는데있어서도필수불가결한선택이다. 가상화는기존

의개별자원들이가지고있는가용한용량들의한계를풀어줌으로써특정서버, 특정스토리지또는특정네트워크에한정되지않는새로

운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간단히 말해 가상화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동적인 시스템 통합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고 또한 그들의 IT 환경의 제약조건에 구애받지 않고서도 전 세계의 기존 또는 새로운 파트너들과 혁신할 수 있게 된

다. 

가상화의혜택을최 로얻으려면사용자들은동적으로프로비져닝되고, 비즈니스룰에따라제어되는IT 인프라를가져야한다.

그러한환경에서는작업이모든시스템레벨-네트워크, 방화벽, 웹서버, 애플리케이션서버, DB 서버-을통해흘러가면서스케쥴되고모

니터링되어진다. 네트워크액세스및스토리지를포함하여인프라스트럭쳐를가상화함으로써사용자들은유연하고탄력적인상태를유

지하면서시스템들의사용률을극 화할수있는우위를점할수있게된다. 

가상화의정의가상화선택의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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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IBM Systems Agenda의세부추진전략 <그림 3> 가상화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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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기술은1960년 후반에메인프레임의가상메모리에서시작되었다. 그후가상스토리지, 물리적파티셔닝뿐만아니라현 가

상화의총화인다이나믹파티션을지원하는하이퍼바이저(Hypervisor) 기술이시장에출시되는등많은 역에서가상화의신기술들

이시계추처럼메인프레임의주도로단계적으로하나씩세상에소개되었다. 아래<그림5>에서보여주는서버내가상화의역사는가상

화기술을주도적으로이끌어온메인프레임의역사이기도하다. 

수 십년 간의 지속적인 혁신에 힘입어 메인프레임 레벨의 가상화는 이제 선도적 시스템 아키텍쳐에 있어서 확고한 요소가 되어

있다. 메인프레임의 새로운 이름인 System z를 이용한 클러스터는 중단없는 가용성과 아주 높은 확장성을( 개 가용성과 확장성은

trade-off 관계에있다) 모두만족시킬수있도록디자인되었다. 여타클러스터기술들과달리System z의클러스터는독특하게도지

정된백업자원, 정상가동중에추가적인자원이필요없으며, 명백한Fail-over 절차도필요없다. 이런특성을가진z 클러스터는24x7

운 환경에서90%를넘는활용율을 보이고있다. 워크로드관리는실시간성능특성치와사용자가지정한우선순위모두에기반하여

자원할당을동적으로변경한다. 가상화는클러스터링과워크로드관리모두에있어서하나의든든한주춧돌역할을한다. 90년 초반에

IBM은System z에I/O 가상화기술을도입하 고이제IBM POWER5 머신위에도I/O 가상화기술을적용시키고있다. 하지만다

른 여타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다. 하나의 서버 사이즈가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미션크리티컬한데이터베이스시스템과애플리케이션서버그리고수백혹은그이상의수많은리눅스서버를동일한하나의물리적자

원상에서공존할수있도록해주는System z는가상화서버기술그이상의의미를가진다.

수십년간의지속적인혁신에힘입어메인프레임레벨의가상화는이제선도적인시스템아키텍쳐의확고한위치를차지하고있

다. 이제System p와System i는메인프레임의유산을그 로물려받아IBM의새로운가상화제품으로탈바꿈하여기록적인성능

치를수립하고있고System z 역시가상화에있어서선구적위치를계속유지및발전시키고있다. 향후우리의도전은업계최고의지

속적인가용성과높은확장성그리고동적워크로드관리를오픈, 공개표준화된가상화환경으로전수하고광범위한가상화기술기반위

에산업파트너들과협업을이루는데있다. 

가상화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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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는일반적으로서버, 스토리지및네트워크와같은전통적인단위하드웨어자원에많이적용되어왔다. 그러나가상화의적용범위

는아래<그림4>처럼단순히하드웨어차원의IT 리소스에만한정되지않고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분산시스템및가상화자원들자체

를 포함하여 비실체적인 자원들에 해서도 적용될 수도 있다. 즉 미들웨어를 통한 워크로드의 가상화에는 잡 스케쥴러(Job

Scheduler)가이용될수있으며, 애플리케이션레벨의가상화에는애플리케이션서버가스스로인스턴스를제어하여워크로드를관리

할수도있다. 표적인사례로전자에는다양한그리드스케쥴러가있고, 후자에는WAS-XD 같은웹애플리케이션을들수있다.

향후전통적인자원가상화의추세는여전히개별하드웨어를중심으로이루어져가겠지만, 새로운형태의가상화역량이추가적

으로요구되고있다. 새로운가상화역량에는작은다수의시스템집합에서가상시스템을만들어내거나플랫폼과벤더의경계를넘어서

서단순화되고일관된방식으로관리될수있는가상시스템을구현하는것이포함되어있다. 여기에는아래<그림4>에서관리의가상화,

전사적차원의가상화등이포함될수있다. 

지면의한계상여기서는서버, 스토리지및네트워크등주로하드웨어인프라차원에서의가상화기술에설명해나가도록할예

정이며, 기회가될경우에추가적으로나머지레이어에 한가상화적용기술들을소개할계획이다. 

가상화의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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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가상화의 적용 범위 <그림 5> IBM 가상화 리더십의 오랜 역사



가상화의혜택은가상화를도입하려는사용자들의목표나접근방법, 채택된기술및기존IT 인프라스트럭쳐의종류에따라크게달라진다. 

부분의사용자들은(심지어는단순히서버통합에가상화를사용하는경우에도) 아래에언급된혜택들을어느정도가질수있다. 또한사용자들

이그들의IT 인프라스트럭쳐를가상화하는데더많은노력을기울일때, 얻을수있는가상화의혜택은그만큼비례해서커지게된다. 아래<그

림7>처럼가상화도입시얻을수있는혜택들을구체적으로열거해보면다음과같다.

1) 높아진자원의활용률:가상화는물리적자원들과자원풀에 한동적인공유를가능하게해주며, 이를통해더높은자원의활용률을

얻을수있다. 특히평균워크로드가전체자원의워크로드보다훨씬적은가변적인워크로드상황에서는더높은효과를얻을수있다. 

2) 낮아진관리비용:가상화는관리해야하는물리적자원들의 수를줄여줌으로써관리인력의생산성을향상시킬수있다. 또한 1)

물리적자원들의복잡성을숨겨주고2)자동화, 정보화및중앙화를통해공통된관리작업을단순화시키고, 3)워크로드관리의자동화를

가능하게해준다. 뿐만아니라가상화는이기종플랫폼환경에서도관리도구를공통으로사용할수있게해준다. 

3) 사용의유연성:가상화는빠르게변화하는비즈니스니즈를만족시키기위하여자원들이동적으로재구성되고활용될수있도록해준다.

4) 향상된보안:가상화는단순한공유메커니즘에서는불가능한분리와격리를가능하게해서데이터와서비스에 하여통제되고안전

한액세스를제공한다. 

5) 높아진가용성:가상화는사용자레벨에아무런 향을주지않고도물리적자원이제거되거나업그레이드또는변경될수있도록지원해준다.

6) 증가된확장성:리소스파티셔닝및단일화(Aggregation)는가상화된자원이개별물리적자원보다더작아지거나혹은더커질수

있게해준다. 이를통해물리적자원의구성변경이없어도필요한만큼의적정한확장성을얻을수있다.

7) 상호운 성및투자의보호:가상화자원들은기

존물리적자원들간에서는불가능한인터페이스와프

로토콜레벨에서의호환성을제공해준다. 

8) 향상된 프로비져닝 : 가상화는 자원의 할당을

개별물리적단위보다도더세 한조각단위에서

가능하게해준다.

가상화의효과

07

가
상
화
의

효
과

6.

가상화는자원의공유(Sharing), 단일화(Aggregation), 에뮬레이션(Emulation) 그리고절연(Insulation)이라는4가지기본적인

기능을가지고있다. 아래<그림6>은가상화의기능별종류및이에따르는사례들을보여주고있다.

1) 공유(Sharing) :가장 표적인가상화의기능으로서다수의많은가상자원들이하나의동일한물리적자원과연결되어있거나가

리키는것을말한다. 물리적자원의일부분을가상화된자원마다할당하거나혹은물리적자원에 하여타임쉐어링기법으로공유하는

방식이주로사용된다. 이러한형태의가상화는가상화자원을사용하는여러사용자들(애플리케이션또는서비스)이물리적자원을공유

하게해주며, 이때각사용자는마치자기가해당자원을혼자서만사용하는것과같은착각을하게된다. 표적사례로는서버내의논리

적파티셔닝(LPARs), 가상머신(VM), 가상디스크, 가상LAN(VLANs)을들수있다. 

2) 단일화(Aggregation) :공유의반 되는가상화개념으로서, 가상자원은여러개의물리적자원들에걸쳐서만들어질수있으며,

이를통해외견상전체용량을증가시키고전체적인관점에서활용과관리를단순화시켜줄수있다. 예를들어, 스토리지가상화는여러

개의물리적디스크시스템에남아있는각각의유휴디스크들을하나의가상화된디스크로만들어주는데, 이때가상화된디스크는가상

디스크를만드는데사용되어진어떤물리적디스크보다도더커질수있다.

3) 에뮬레이션(Emulation) :물리적자원자체에는원래부터존재하지않았지만가상자원에는어떤기능들이나특성들을마치처

음부터존재했던것처럼가질수있다. 예를들어IP 네트워크상에서가상SCSI 버스를구현하는iSCSI 또는물리적디스크스토리지상

에구현된가상테이프스토리지등이여기에속한다.

또다른형태의에뮬레이션에는여러개의제각기다른물리적자원들을표준구성요소형태인것처럼가상자원으로표시하는것

이있다. 여러종류의이더넷인터페이스를마치하나의특정한표준이더넷인터페이스모델로나타내는것이그예이다. 

4) 절연(Insulation) :가상화된자원들과물리적자원들간의상호맵핑은가상화자원들또는가상화자원들을사용하는사용자들에

게아무런 향을미치지않으면서물리적자원들이교체될수있도록해준다. 이것은투명한변경(Transparent Change)이라고불

리우며, 투명한변경은가상화에있어서하나의부가적인혜택이기도하지만, 때때로그자체가하나의기술로서중요한의미를갖기도한

다. CPUgard 옵션처럼어떤가상프로세서가결함

이발생하 거나혹은곧발생하려는물리적프로세

서에서다른정상적인물리적프로세서로자동적으

로옮겨간다거나, 디스크의결함을사용자들로부터

숨기기위해다중디스크(Redundant Disk)를사

용하는RAID 스토리지컨트롤러가 표적인사례

들이다. 달리말해장애방지(Failure Proof)의효

과라고볼수있다. 

가상화의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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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가상화의 기능별 분류 <그림 7> 가상화의 혜택



시장에서실제로활용되고있는다양한가상화기술들은분류방식에따라여러가지로 나누어볼수있다. 먼저이전의<그림4>처럼가

상화레이어의위치에따라하드웨어가상화에서부터OS 가상화, 애플리케이션가상화, 관리가상화등으로단계적으로나누어볼수있

으며혹은가상화가적용되는물리적범위를기준으로시스템내부가상화, 시스템외부가상화등으로나누어볼수도있다. 물론이외에

도다양한분류방법이있을수있다. 

여기서는 후자의 경우처럼 가상화가 시스템 내부에 구현되었는가 또는 시스템 외부간에 구현되었는가에 따라 시스템 내부 가상

화와시스템외부가상화로크게나누었으며각각은다시서버가상화와스토리지가상화로좀더세 히나눌수가있다. 한편네트워크

가상화는특성상분류가어려워별도의가상화항목으로배치하 다. 이것을정리하면<그림9>와같이나타낼수있다. 

본서에서는서버가상화와스토리지가상화그리고네트워크가상화를각각별도의장으로나누어상세히살펴본다음차세 가

상화의 표적인실체인가상화엔진(Virtualization Engine)의개념및구성요소등에 하여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가상화기술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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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를도입하려고할때처음부터전사적차원에서접근할필요는없다. 오히려장기적인IT 발전방향에 한로드맵을그린다음단

계적으로가상화를기업내에서확산시켜나가는접근방법이필요하다. 이러접근방법에맞추어가상화를도입하는순서는동질적가상화

에서시작하여이질적가상화, 전사적가상화를거쳐마지막으로 로벌가상화로점점범위를확 하면서기업내의역량이이에따라갈

수있도록보조를맞추어가는것이중요하다. 아래<그림8>은가상화의단계별발전과정을모형화하여보여주고있다.

먼저동질적가상화(Virtualize like resources)란가상화의도입을처음으로고려할경우에많이발생하며, 조직또는부서

단위에서동일한또는비슷한자원들을하나의가상풀로묶는것이다. 여기에는스토리지가상화가 표적인예이다.

이질적가상화(Virtulaize unlike resources)란OS 또는애플리케이션처럼성격이다른자원들을하나로묶는것으로워크

플로와관련있는모든자원들을가상화하는단계를말한다. 여기에는트랜잭션또는워크플로우의자동화가필수적이며, IBM의가상화

엔진또는그리드구축이구체적인예이다.

가상화가기업내에어느정도진척이되면전사적가상화(Virtualize the enterprise)의단계로넘어간다. 이단계에서는모

든자원들이동적으로관리가되며각부서간에사용량에따른비용할당이가능하게된다.

마지막 단계의 가상화는 기업의 경계를 넘어서서 비즈니스 파트너와 심지어는 고객까지도 가상화의 주체로 참여하는 로벌 가

상화(Virtualize outside the enterprise)로이행한다. 

가상화의도입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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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가상화 기술의 도입 단계 <그림 9> 가상화 기술의 분류



2) 물리적파티셔닝(Physical Partitioning) :서버가상화는하드웨어자원들이물리적으로파티션이라는하위자원단위로분

할되어사용할수있게해준다. 이때의물리적파티셔닝은 개CPU 프로세서와I/O 디바이스를경계로이루어지며, 각파티션은최소

한1개이상의CPU 프로세서를가져야한다. 각파티션은물리적으로완전격리된형태로구성되며, 그래서파티션들은일반적으로유

연하지못하고전체시스템을재부팅하기전까지는변경되지못한다. 메인프레임에서최초소개되었던물리적파티션은이제서버들이

좀더안정화되고경량화되면서메리트를잃어가고있고, 아주소수의시스템들만이제공할뿐이다. 아래<그림12>처럼파티셔닝은크게

물리적파티셔닝, 소프트웨어적파티셔닝(주로가상머신) 그리고논리적파티셔닝으로 구분할수있다.

3) 가상머신(Virtual Machine) : 1970년 초반가상머신(VM)의도래는가상화의새로운장을열었다. 가상머신을이용한

서버가상화는소프트웨어적파티셔닝또는OS 이미지가상화라고도불리운다. 여기서가상머신은일종의단순화되고변형된모체OS

로써, 이런OS 위에우리가알고있는리눅스, 윈도우와같은완전한OS 시스템이설치되어돌아갈수있게된다. 가상머신위에서가

동되는개별OS 이미지는실제디바이스와에뮬레이션된디바이스모두를액세스할수있다. 이런가상머신의개념은최근에나온것은

아니다. IBM은1967년에이미OS 이미지가상화를구현하 으며현재z/VM 메인프레임에도적용되고있다. 오늘날가상머신은아

주치 하고가변적이어서, 실제및가상자원들모두가공유될뿐만아니라가상머신들사이에서시스템재시작없이도동적으로스위칭

될수있도록해준다. 

가상머신을통해OS 이미지를가상화하는능력이주어짐에따라, 사용자들은추가하드웨어구입없이도새로운OS의설치, 애플

리케이션의테스팅및업그레이드를동일한물리적서버상에서동시에수행시킬수있다. 이를통해같은물리적서버상에서다른OS 이미

지로가동되는운 시스템들간에아무런 향을끼치지않고서도새로운애플리케이션들을동시에테스팅할수있게된다. 인텔계열의가

상머신인VMware는자원공유에필요한기능들을제공하고있으나, z/VM 수준의기능을제공하기에는아직부족한점이많다.

4) 논리적파티셔닝(Logical Partitioning) :논리적파티셔닝은가상머신과물리적파티셔닝사이에있는뛰어난서버가상화

기능이다. 가상머신과함께논리적파티셔닝은IT 인프라스트럭쳐를가상화하기위한전략에있어서핵심요소가된다. 논리적파티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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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가상화는하나의서버에서여러개의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및운 체제(OS)들이제각기서로알필요도없고, 서로 향을미치지

않으면서동시에사용될수있도록해준다. 서버가상화의초기형태에는가상메모리, 가상I/O 그리고에뮬레이션등이포함되었다. 하지만

이러한초기형태의가상화기술들은곧애플리케이션및서브시스템의가상화로발전되어서다수의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또는미들웨

어스택들이하나의운 체제아래에서통제를받으면서수행될수있게해준다. 아래<그림10>은IBM POWER 기반의서버가상화의여

러가지형태를간단히설명해주고있다. 서버내의가상화의 표적인예로는Managed Runtime, 물리적파티셔닝, 가상머신, 논리적

파티셔닝, 가상I/O를들수있다.

1) Managed Runtime :오랫동안System z와같은 형서버들은단일OS 시스템(또는OS 이미지) 위에서상용의 규모이면

서높은가용성이요구되는애플리케이션들이서로 향을미치지않으면서돌아갈수있도록독립적인메모리스페이스 역과CPU 자

원을별도로할당하는아키텍쳐디자인을유지해왔다. 아래<그림11>처럼애플리케이션중심의단일사용보다는공유에적합하도록디

자인된좀더발전된형태의아키텍쳐는애플리케이션과미들웨어사이에서절연(Isolation) 효과와데이터정합성을보장해준다. 오늘날

Sun의SPARC/Solaris와같은아키텍쳐들과운 체제들은Managed Runtime 또는컨테이너를제공하려고진화하고있다. 

서버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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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림 10> POWER5 플랫폼 기반의 서버 가상화 기술들

<그림 11> Managed Runtime의 구현 예 <그림 12> 서버 파티셔닝의 종류 : 물리적, 소프트웨어적, 논리적 파티셔닝



�가상이더넷: 표적인I/O 가상화의하나로써가상화의애뮬레이션기능을이용하고있으며, 각파티션들간에물리적인네트워크어

댑터없이도메모리버스를통하여통신이가능하게해준다. 이것은동일한물리적하드웨어상에서돌아가는솔루션의계층요소들끼리

메모리상에서고속, 고효율의통신이가능하다는것이다. 이를통해사용자들은별도의물리적어댑터를사용하지않고서또어댑터구

매에따르는관리및비용부담없이도절연, 네트워크이중화그리고향상된보안체계를가질수있다. 

�공유이더넷어댑터(SEA) :공유이더넷어댑터는파티션의개수보다물리적어댑터의개수가적은경우에여러파티션들이물리적이

더넷어댑터를공유할수있도록해준다. 또한가상이더넷에서실제네트워크어댑터로네트워크트래픽을보내줌으로써가상이더넷과

실제물리적이더넷을연결하여주기도한다. 아래<그림13>은공유이더넷어댑터의구조를보여주고있다.

�가상SCSI : 한 의서버를여러개의파티션으로나누어구성할경우가장문제가되는부분이I/O 어댑터의부족이며, 특히외장디

스크를사용할수있게해주는파이버채널어댑터가절실히부족하게된다. 이를해결하기위해가상I/O 서버의개념이필요하다. 가상

I/O 서버는물리적인디스크를실제로소유한파티션으로서디스크볼륨이필요한파티션들에게(파이버채널어댑터가없음) 논리적디

스크볼륨의형태로디스크볼륨을할당해준다. 즉, 가상I/O 서버파티션에서만들어져제공된논리적디스크볼륨은이를이용하는다

른파티션들에게SCSI 디스크형태로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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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모체가되는OS없이하이퍼바이저라는펌웨어수준에서하나또는그이상의OS 이미지들이하나의물리적서버위에서동작할

수있도록해준다. 이때각논리적파티션은고정혹은가변적인개수의프로세서를가질수있다. 물론논리적파티셔닝을통해물리적파

티셔닝기능을구현할수도있다. 논리적파티셔닝은System z에서처음으로채택한후POWER5 기반의System i와System p

에서도전수되어동일한기능을제공하고있다. 이들시스템모두는타업계와비교하여우월한피쳐를제공하여하나의서버가다수의논

리적파티션으로분할될수있게해주며, 서버가단1개의프로세서로이루어진경우에도파티셔닝이가능하게해준다. 참고로1개의단

일프로세서의일부분을할당하여동적인논리적파티션을만드는것은마이크로파티셔닝(Micro Partitioning)이라부른다.  또한논

리적파티션간에자원활용의불균형이존재하는경우에는POWER5 기반시스템이제공하고있는고급파워가상화기능의하나인파

티션로드매니저(PLM)를활용할수도있다. 파티션로드매니저는각논리적파티션들의사용률을실시간으로파악하여미리정해진

사용률정책을기반으로하여워크로드가낮은파티션의CPU 및메모리자원을실시간으로워크로드가높아진파티션으로자동재분배

해줌으로써최적의시스템효율성을추구하게해준다.

5) I/O 가상화:가상머신과논리적파티션만으로는서버내가상화의공유및절연(Isolation) 기능을완벽하게구현할수는없다. 이를

보완하기위해어댑터와같은I/O 자원들을공유하거나또는가상머신들간에혹은논리적파티션들간에I/O 통신을할필요가있다. 이

를위해IBM은POWER5 서버와운 체제의결합을통해I/O 가상화를구현하기위한여러가지방법을제공하고있다. POWER5 시

스템의가상I/O 서버(VIOS)는특별한목적의가상파티션으로서, 다른파티션들에게I/O 자원을공급하는역할을한다. 가상I/O 서버

는물리적자원을소유하면서다른파티션들에게I/O 자원의공유를허용해준다. 따라서사용자들은가상I/O 기술덕분에물리적어댑터

를특정파티션에만할당하고서도다른파티션들과공유해서사용할수있게된다. 그럼으로써각파티션마다별도로네트워크어댑터, 디

스크어댑터그리고디스크드라이브를가져야하는요구사항이제거됨으로써전체적인비용을낮출수있게된다. 가상I/O 서버가가지는

I/O 가상화의기능에는크게나누어가상SCSI, 가상이더넷, 공유이더넷어댑터(Shared Ethernet Adapter)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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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공유 이더넷 어댑터를 이용한 가상 통신 <그림 14> 가상 I/O 서버를 이용한 디스크 공유



는OLTP 워크로드를수행하고, 하나는BI(Business Intelligence) 워크로드를수행하고마지막나머지하나는e-메일서비스를수

행할수있다. 내부적으로는IBM POWER5 서버에서사용되는것과동일한논리적파티셔닝(LPAR) 기술을사용해서, 어떤가상디

스크컨트롤러의성능이다른어떤가상디스크컨트롤러가수행하는워크로드로부터도 향을전혀받지않게해준다. 게다가DS8000

계열은표준애플리케이션을하나또는그이상의파티션자체에서수행할수있게된다. 벌써IBM에서는DS8000 파티션에서DB2를

수행할수있음을데모로시현한바도있다. 

2) SAN 상의스토리지블럭가상화: 부분의사람들이스토리지가상화를이야기할때, 주로SAN 상의스토리지블록가상화를

가리킨다고보면된다. 이러한형태의가상화는사용자로하여금제각기물리적으로다른스토리지컨트롤러에들어있는유휴디스크조

각을모아서가상디스크를생성할수있게해준다. 예를들어어떤관리자가디스크컨트롤러A로부터300GB의유휴디스크를, 컨트롤

러B로부터는500GB를, 컨트롤러C로부터는200GB의유휴디스크를모아서1TB의가상디스크를생성할수있다. 결국스토리지

블록가상화는제각기다른스토리지컨트롤러들로부터작은용량의유휴디스크공간을모아서하나의큰디스크풀을만들어서어떤서

버도사용할수있게만들고, 디스크스토리지의활용률를획기적으로향상시킨다. 

오늘날의블록가상화는3가지방법중에서하나를사용하여이루어진다. <그림16>과같은어플라이언스형태(예, IBM SAN Volume

Contoller 또는IBM SVC), 지능적인SAN 스위치(예, EMC의Invista), 또는스토리지컨트롤러자체에임베디드된형태(예, 히

타치의TagmaStore)가있다. 어플라이언스또는스위치는서버와스토리지컨트롤러사이에위치한다. 마찬가지로임베디드된가상

화는서버들과다른스토리지컨트롤러사이에존재한다. 

위의다양한스토리지가상화솔루션들은모두가상디스크에서실제디스크로의위치에 한맵핑을유지한다. 이를통해하나의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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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사용의엄청난증가추세는매일매일의스토리지운 및데이터관리에많은부담을증가시켜왔으며, 결과적으로가용성과프로비

져닝에 한서비스레벨을만족시키는것이커다란과제로다가오고있다. 이러한부담을없애기위해서기업들은디스크와테이프스토리지

가상화기술에눈을돌리기시작했다. 스토리지가상화는IBM의온디맨드전략의필수적일부분으로써애플리케이션에거의또는전혀 향

을미치지않으면서도하드웨어인프라스트럭쳐에변경을가할수있게해준다. 그럼으로써관리를용이하게하고, 애플리케이션의가용성을

증가시키고, 총소유비용을낮출수있게해준다. 스토리지가상화의4가지주요한형태로1)디스크컨트롤러가상화, 2)SAN 상의스토리

지블럭가상화, 3)파일가상화그리고4)테이프가상화를들수있다.  

1) 디스크컨트롤러가상화(Disk Controller Virtualization) :디스크컨트롤러가상화는스토리지서브시스템또는컨

트롤러를파티션으로나누어마치여러개의스토리지컨트롤러가있는것처럼보이게해준다. IBM의System Storage DS8000 계

열이이런기능을제공한다. 예를들어아래<그림15>처럼디스크컨트롤러1개가3개의가상스토리지컨트롤러로파티션되어서하나

스토리지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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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림 15> 디스크 컨트롤러 가상화의 구성 예 <그림 16> 스토리지 블럭 가상화의 개념



IBM의파일가상화솔루션은IBM System Storage SAN File System (이하SFS)이다. 최근에SFS는10억개의파일이상을

처리할수있는확장성을발표했다. SFS는또한정책기반의데이터관리를제공하고성격이각기다른다중스토리지풀을지원할수있

다. 예를들어, SFS 내에있는데이터는2가지서로다른풀중의하나에저장될수있다. 즉하나는고성능디스크풀이고다른하나는저

성능디스크풀이될수있다는말이다. 또한관리자는파일의이름을기준으로하거나파일을생성하는서버가어떤것이냐에기준을두

어정책을세운다음파일들이자동적으로특정한하나의디스크풀에들어가게하거나혹은다른디스크풀에저장할수있다. 또한관리

자는파일들이사용되는정도에따라가장적합한성격의스토리지에자동으로들어가게끔정책을수립할수도있다. 이러한기능들은

SFS를고객데이터에정보수명주기관리(ILM)를적용할수있는핵심제품의위치로올려놓을수있다. 

4) 테이프가상화:테이프가상화는<그림18>처럼디스크를이용하여테이프드라이브자원인것처럼에뮬레이션함으로써, 서버입장에

서는테이프드라이브로데이터를백업받는다고간주하지만실제로디스크로데이터를백업받게되는것이다. 또한데이터의일부분이

테이프에비해좀더빠른하드디스크스토리지캐쉬에저장되기만해도마치전체데이터가테이프카트리지에전부저장된것처럼보이

게해주는방식을통해데이터를고속으로백업받을수있게도해준다. 

IBM의엔터프라이즈급테이프가상화솔루션은IBM System Storage Virtual Tape Library (이하VTL)로서, 오늘날백업시에

요구되는성능과용량을증 시켜줄뿐만아니라, 배치작업시간및총소유및관리비용을줄여준다. VTL은초기에3494라는제품명

으로 zOS 플랫폼만 지원하 으나, 그 후 오픈 시스템 환경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 되었다. VTL의 또다른 구성인 Peer-to-

Peer(PtP) 구성은테이프자원을이용하여두지점간의완전이중화데이터복제기능을제공함으로써재난 비를통한비즈니스연속

성을보장하는데도움을주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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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응하고있는가상디스크를다른물리적위치로이동하여 응시킬수있다. 이때서버및애플리케이션은서로에게아무런 향

을끼치거나받지도않으면서정상적으로작동된다. 이러한기능으로인해스토리지관리자는애플리케이션의가용성에아무런 향을

미치지않고서도서버에서스토리지의데이터맵핑을자유롭게재구성할수있게해준다. 

블럭가상화의또다른이점으로전체기업내에걸쳐서일관된방법으로서버들이필요로하는고급기능을제공할수있다는점이다. 예

를들어, 모든서버들에 하여동일한방법으로스냅샷카피또는리모트카피와같은카피서비스기능을제공할수있다. 서버들은수많

은스토리지컨트롤러들 신에하나의SAN 상의스토리지가상화솔루션하고만인터페이스를유지하면된다. 또한사용자들은각스토

리지컨트롤러마다하나씩제공되는디바이스를모두올릴필요도없이단지하나의디바이스드라이버만로딩하면된다(실제로각디바

이스드라이버간에충돌여부가발생하기도한다).

3) 파일가상화:파일가상화는이기종서버간에진정한의미의파일공유를가능하게한다. 즉파일가상화기술을이용함으로써기업내

의어떤컴퓨터또는어떤서버로부터라도동일한파일네임을사용하여공통된파일그룹에 한접근이가능하다. 예를들어, 파일은리

눅스가돌아가는컴퓨터에서생성되었지만윈도우가돌아가는다른서버에서동일한파일네임을가지고접근이가능하다. 이렇게되면

서로다른서버들간에도HA를위한클러스터가가능할수있게된다. 조만간zLinux도지원서버중의하나로서이기종서버간파일공

유가가능하리라예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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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SAN 상에서의 이기종 파일 공유 <그림 18> 테이프 가상화의 물리적 및 논리적 구성



에뮬레이션또는추상화(Abstraction) 기능을통해사용자들은애플리케이션서비스 역에서엔드-투-엔드연결을프로비져닝하고관

리하는기능을제공해줄수있다. 

�사용자들은에뮬레이션기술을사용하여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머들로하여금각애플리케이션이SSL 기반하에돌아가도록일일이

코딩하는노력을덜어줄수있다. 그러한기술들은애플리케이션서버가연결지향의보안체계를갖는것처럼보이게해준다(예를들어

SSL 또는TLS 지원). 그러한에뮬레이션은소켓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레이어의아래에위치한TCP 레이어에서수행되어진다.

� 역폭관리소프트웨어는특히WAN 구간및TCP를사용하지않는인터넷링크(예를들어스트리밍오디오및비디오애플리케이

션)에서네트워크성능을관리할수있는수단을제공해준다. 해당소프트웨어는TCP/IP 스택에상주하면서 역폭의할당을제어하

기위해정책기반의관리기법을사용한다. 표적인예로z/OS의하나의구성요소인IBM Service Policy Agent를들수있다. 

�사용자들은하나의서버내에서서로다른논리적파티션들이하나이상의LAN으로연결되어있는것처럼행동하게끔만드는데가상

화를사용할수도있다. 이러한형태의가상화를지원하는기술들에는System z의HiperSockets과System p의가상이더넷LAN

을들수있다. 

�가상네트워크어플라이언스는여러가지형태의네트워크에특화된기능들을하나로엮어주는네트워크애플리케이션의일종으로서

외관상하나의박스안에또는가상서버상의전속된하나의인스턴스안에상주할수도있다.

4) 네트워크자원들의관리

가상화는네트워크에 하여또다른차원의관리와제어를요구한다. 예를들어열개의가상서버들이하나의10GB 네트워크어댑터를

공유하고있다고가정하면, 열 의가상서버들중어떤하나가소비할 역폭을제한할수있는어떤제어메커니즘이필요하게된다. 그

러한제어는 역폭사용정책을정의하거나가상네트워크인프라스트럭쳐내에서네트워크정책을강제할수있는에이전트를제공함

으로써강제로이행될수있다. 네트워크가상화를위해요구되는관리와제어기능들은온디맨드운 환경(ODOE)의일부로서정의되

고있다. 네트워크자원매니저(NRM, Network Resource Manager) 요소는기본적으로 통합된토폴로지정보, 비즈니스연속성

(네트워크자원의자동복구) 그리고그러한환경에서가능한프로비져닝체제를제공할것이다. 그리고이러한지원은WSDM 기반의

인터페이스의집합형태로결합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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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가상화는애플리케이션이나서버를네트워크또는다른가상자원들에게물리적으로연결하는데사용되는IT 자원들을가상화하는

능력들의집합체로볼수있다. 여기서가상화가능한네트워크자원들에는IP 어드레스, 네트워크어댑터, LAN, 역폭관리등이포함된다.

네트워크를가상화함으로써사용자는IT 인프라스트럭쳐에걸쳐서좀더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이며, 안정적이며가용성있는통신체계를

만들기위해네트워크요소를풀링하고공유할수있다. 또한가상화된네트워크는좀더유연해짐으로써사용자들이최소한의다운타임또

는실시간으로비즈니스의니즈에 처하는데필요하도록인프라스트럭쳐를변경할수있게해준다. 네트워크가상화기술은서버의가상화

역량을지원하거나보완하는데에도필요하며크게공유, 풀링, 에뮬레이션및추상화를지원하는기술들로나누어볼수있다.

1) 공유를가능하게하는기술들

다음과같은가상화기술들이네트워크자원의공유를가능하게한다.

�가상LAN (VLAN) 기술은소프트웨어적으로구현되며, 컴퓨터의네트워크를구성할때실제연결되지않았으나마치물리적으로연

결된것처럼행동하게끔설정한다. VLAN은사용자A의데이터가공유네트워크상에서사용자B의데이터와서로섞이지않도록보

장하기위해가상화의절연기능을이용한다.  

�IP 네트워크를단절되고독립된많은가상네트워크(VPNs)처럼보이게함으로써IP 네트워크를좀더효율적이고안전하게공유될수

있도록하는데두가지기술이사용된다. IP-SEC 프로토콜은네트워크의2개의논리적끝단사이에서암호화된데이터의일치성을보

장해준다. 다중프로토콜스위칭(MPLS)은단절기능을제공해주는터널링기술이며주로성능개선목적으로사용된다.  

�활용률을증 시키고자동복구를지원하기위해서, 고객들은하나의물리적애플리케이션서버가다수의가상어플리케이션서버인것

처럼보이게하기위해다수의가상로컬IP 어드레스를사용할수 있다. 다중호스팅을지원하는HTTP 서버가 표적인예이다.

�어댑터가상화기술은서버에붙은물리적네트워크어댑터가여러개인것처럼보이게하여네트워크의연결을단순화시켜서서버들

간의네트워크연결의효율성을향상시킬수있다. 표적인예로System z의OSA-express L2-L3 공유기술또는System p의

가상이더넷기술을들수있다.

2) 자원풀링을가능하게하는기술들

아래의기술들은가상화의단일화기능을이용하여사용자로하여금네트워크요소들을하나로묶어서사용하게끔해준다. 

�다양한형태의IP 워크로드밸런싱기술들은여러 의애플리케이션서버들을마치하나의단일애플리케이션서버또는인스턴스처럼

보이게해준다. 워크로드밸런서는내부적으로다수의애플리케이션서버풀에서각서버의용량과가용성정도에 한정보를실시간

으로수집하면서애플리케이션인스턴스들에걸쳐서워크로드를밸런싱하면서도외부적으로는하나의단일화된애플리케이션앤터티

를네트워크에보여준다. 

�IP 네트워크워크로드밸런싱기술의 표적인사례로는z/OS의Sysplex Distributor, Cisco사의콘텐츠스위칭모듈(CSM), 노

텔/알테온사의Load Balancer 등이있다.  

�몇가지네트워크어댑터가상화기술들은다수의애플리케이션네트워크연결을연관된IP 어드레스로이동시킴으로써동일한인스턴스로

보이게해준다. 그렇게함으로써네트워크양끝단에서동적라우팅의구성이나라우터디스커버리프로토콜을수행할필요없이도네트워크

상에서더높은가용성을얻을수있게한다. VIPA takeover, IP address takeover 및VRRP 등이그러한기술들의좋은사례들이다.

3) 에뮬레이션과추상화

네트워크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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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에 한고객들의투자는다수의시스템이뭉친스케일-아웃형태에서물리적으로통합된시스템인스케일-업형태로나아갈

수록더욱더투자보호효과가높아진다. 예를들어어떤고객이다수의네트워크어플라이언스들을리눅스를기반플랫폼으로하여여러

의블레이드서버에적용시킨다음, 그런이미지들을하이퍼바이저를가진System i나p 상에서가상서버로통합할수있다. 같은종류의

가상화서비스가사용되어지므로어떤플랫폼으로마이그레이션되든지간에기존의관리및보안인프라스트럭쳐를새로교체할필요가없어

지게된다. 

여기서는간단히가상화엔진에있어서가상관리및가상액세스서비스의전반적인개요와구성요소들을알아보고향후어떠한모

습으로발전할것인가를간략히살펴보기로한다.

1) 가상관리(Virtual Management)

가상관리서비스에는아래와같이고객들이가상시스템의운 을단순화하고최적화시킬수있도록도와주는3가지제품요소들이포함

되어있다.

�Enterprise Workload Manager (EWLM)

�Resource Dependency Service (RDS)

�IBM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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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디맨드세계에서는개별자원들, 서버들또는디바이스를뛰어넘어서는가상화기회가존재한다. 사용자들은독립적으로관리되는사일로

형태에서여러플랫폼에걸치는형태의가상시스템으로IT 인프라스트럭쳐를진화시킬필요가있다. 이러한가상화의접근방법으로는크게

가상관리(Virtual Management)와가상액세스(Virtual Access)를들수있으며, 이두가지는모두가상자원(Virtual Resources)

을활용한다. 아래<그림19>는이러한관점을도식화한것으로, 이런전략적개념위에서탄생한통합가상화오퍼링이바로가상화엔진

(Virtualization Engine) 또는가상화엔진플랫폼(Platform)이다.

2004년에처음출시된가상화엔진(Virtualization Engine)은가상액세스, 가상관리및자원가상화이3가지 역에서통합

된서비스와기술을제공하는IBM의전략적플랫폼으로서차세 가상화를가능케해주는중요한역할을한다. 

가상화엔진플랫폼의중요한목표중하나는모든플랫폼에걸쳐서공개표준의온디맨드에코시스템을위한기반을제공하는것

이다. 가상화엔진플랫폼에서제공되는기능들은오픈인터페이스와산업표준체계를사용함으로써IBM 뿐만아니라서드파티제품들도상

호작동될수있도록해준다. 상호연동성을기반으로설계된플랫폼은점진적으로더높은수준의비즈니스지향의관리솔루션을구축하기

위한빌딩블록으로서의집합체의성격을본질적으로가지게된다.  

가상화엔진플랫폼의또다른주요목표는사용자의경험을단순화시키는것이다. 초기의관심사는사용자들로하여금가상화를주

요한관리전략의하나로써좀더적극적으로적용할수있도록도와주어서사용자들로하여금가상화환경을시각화하고제어하는것을수월

하게해주는것이다. 가상화엔진플랫폼은관리의중앙집중화와자원들이서버플랫폼들에걸쳐서관리되는방식에있어서일관성을제공한

다. 

IBM 가상화엔진은가상액세스, 가상관리, 가상자원이3가지모두에 한점진적인향상이이루어질수있는기본서비스를제공한

다. 여기에는모든지원플랫폼들에걸쳐서공통된가상화역량을제공하는핵심컴포넌트들뿐만아니라플랫폼에고유한가상화역량및확장

성이포함되어있다. 2005년에발표된가상화엔진V2의구성은<그림20>에간단하게나와있다. 

가상화엔진플랫폼은가상화에 하여진화하는접근방법을제공한다. 고객들은워크로드관리, 자원의발견및기타등에있어서

단순한물리적파티션에서부터진보된형태의System z, i, p의마이크로파티셔닝에이르기까지다양한방법으로가상화의도입을시작할

수있으며, 관리되는가상화환경의범위는하나의하드웨어박스에서부터혼합애플리케이션을구동하는멀티티어이기종서버들의집합등

으로다양할수있다. 

통합가상화오퍼링
-가상화엔진(Virtualization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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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가상화 엔진 플랫폼의 기본 개념 <그림 20> 가상화 엔진 V2의 주요 구성요소들



있는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성능데이터를얻는다. ARM 표준을지원하는제품과벤더는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이중에서 표적인제

품으로는웹스피어애플리케이션서버(WAS), DB2 UDB, 아파치웹서버, 마이크로소프트의IIS 서버그리고웹스피어MQ에서JMS

메시징등이있다. 또한많은다른소프트웨어벤더들도ARM을구현하고있는중이다. EWLM은

모든IBM 플랫폼과운 체제에걸쳐서지원가능할뿐만아니라non-IBM 플랫폼과운 체제에걸쳐서도워크로드를모니터링하고관리할

수있다. 여기에는z/OS, 윈도우, 리눅스뿐만아니라Solaris 및HP/UX 시스템도EWLM 도메인아래에서관리될수있다.  

자원관계서비스(RDS)

RDS(Resource Dependency Service)는오늘날IT 매니저가당면하고있는주요한이슈들중의하나인, 어떤자원들이존재하며

어떻게이들자원들이서로연관지어져있는가에 한이슈들을다룬다. 아래<그림23>은RDS의전체적인개념을쉽게이해할수있도

록보여주고있다. 

가상화엔진V2에서RDS는기업내에존재하는IBM 자원뿐만아니라non-IBM 자원을포함하여자원들간의관계및의존성, 자원들의

속성및상태에 한정보를그래픽한뷰로구축해주는토폴로지서비스를제공한다. 이러한토폴로지는가상화엔진콘솔상에표시된다.

줌, 이동, 조회기능을사용하여운 인력은IT 자원에실제행동을취하기이전에어떤자원의상태에변경이발생할경우생겨나는연관

된부가효과(side effect)에 하여이해하고분석할수있게됨으로써예상치못한사고등을미리예방할수있게된다. 

또한RDS를사용하는사용자들은VE 콘솔의유저인터페이스상에서어떤비즈니스프로세스를해당프로세스가이용하는자원들과맵

핑을시킨다든가하는방식으로, 자원들간의추가적인관계를정의할수있다. 그리고나서RDS는그러한관계를중심으로해서자원의

장애또는운 자의행동으로인한비즈니스프로세스의임팩트를빠르게결정할수있는토폴로지를생성한다. 향후에RDS가생성하고

유지하는토폴로지정보는오픈된것이어서가상화엔진플랫폼의컴포넌트들뿐만아니라ISV 관리애플리케이션에서도접근이가능해

질것이다. 

RDS에 한IBM의전략은스스로표현가능한(self-descriptive) 인프라스트럭쳐컴포넌트(Manageable Resources라고도불림)

에서제공되는정보를사용하여토폴로지를구축하는것이다. 그러한관리가능한자원이공식적으로나오기전까지RDS는다양한기술들

을사용하여기존애플리케이션, 도구및IT 시스템들로부터자원과관계데이터를발견및추출할것이다. RDS는WS-RF와같은제안된

공개표준을사용하여자원의상태를표시하며, 관리가능한자원들을액세스하고관리하는데업계표준을활용하기위해지속적으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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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워크로드매니저(EWLM)

비즈니스트랜잭션이여러하드웨어플랫폼, OS, 네트워크및애플리케이션을거치게되면서, 엔드-투-엔드차원의성능정보를얻거나

워크로드를전체적으로관리하는것이점점더어려워지게되었다. IBM 가상화엔진의중요한요소중의하나인EWLM은그러한문제

상황에 한답을제시해준다. 아래<그림21>처럼워크로드관리는개별서버수준의WLM에서파티션들간의PLM을거쳐서전체IT

인프라에걸친워크로드개념인EWLM으로개념적으로나기술적으로발전을거듭해오고있다. 10여년전에z/OS의워크로드매니저

에서소개된개념을확장한EWLM은널리인증된기술을적용하여멀티티어, 이기종환경에서사용자가정의한서비스레벨목표를달

성하기위하여워크플로우를모니터링하고관리해준다. 

EWLM은관리 상이되는도메인내에있는다양한서버로부터수집되고분석된자원사용량및지연통계치를사용하여도메인

안에서수행되는트랜잭션에 하여엔드-투-엔드로통합된뷰와트랜잭션의퍼포먼스를제공해준다. EWLM 컨트롤센터를통해관리자

는트랜잭션의토폴로지를볼수있으며, 우선순위가설정된비즈니스목표가제 로충족되고있는지를모니터링할수있다. 또한성능상의

문제점을발견할경우에는애플리케이션과플랫폼에고유한모니터링툴을(예, Tivoli Provisioning Manager) 실행하여문제상황을해

결할수있다. EWLM은전체토폴로지안에서새로운서버를동적으로찾아내서즉시워크로드밸런싱하는데활용하기도한다.

서비스수준의향상을달성하기위해EWLM 버전2에서는Cicso의콘텐츠스위치와연계하여최적의라우팅의사결정을내릴

수도있으며, POWER5 기반서버에서논리적으로파티션된OS들간(LPARs)에걸쳐서CPU 자원의할당을동적으로조절할수있

게되었다. EWLM은CPU 사용량을모니터링하고관리할수있으며, 지정된파티션그룹에걸쳐목표로하는서비스수준을만족시키

기위해필요한만큼CPU 할당량을조정할수도있다. EWLM은이러한일을실시간으로처리하므로시스템관리자나성능분석가가조

치를취할필요가없게된다. 

EWLM은오픈소스기반의애플리케이션응답측정용표준(ARM, Application Response Measurement)을사용하여수행되고

22

통
합

가
상
화

오
퍼
링

<그림 22> EWLM을 이용한 전사적 워크로드 관리 방법 <그림 23> RDS의 개념<그림 21> 다양한 워크로드 매니저 기술의 종류 및 특징



레벨 세부내용

MSDM MUWS을 �WS-Resource Framework

이용하여자원관리에 한 �WS-Notification

웹서비스접근 �WS-Addressing

�WS-Security

웹서비스를자원모델로맵핑 �WSDM to CIM mapings

자원모델 �DMTF CIM based Virtual Server model

�DMTF System Mgmt  Architecture for Server 

Hardware(SMASH)

�DMTF CIM Schema

�SNIA SMI-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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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것이다. 따라서RDS가제공하는서비스는관리가능한자원이기반이되는시스템관리의발전에 한첫걸음이된다.

IBM Director

가상화엔진플랫폼에서IBM Director는IBM 서버시스템기반위에하드웨어및가상파티션을관리할수있는, 공통되고일관된솔루

션을제공해준다. 고객들은Director를이용하여분산된환경에서IBM 뿐만아니라non-IBM 서버, OS 및스토리지(개별스토리지관

리콘솔을구동시킴으로써)를일괄적으로관리할수있게됨으로써플랫폼에고유한관리노력과복잡한인터페이스를제거시켜준다. 

하나의단일콘솔에서IT 관리자는원격지시스템의하드웨어구성을상세히살펴볼수있고프로세서, 디스크, 메모리와같은핵심요소

들에 한사용량과성능을모니터링할수있다. 따라서자원발견, 이벤트로그및액션플랜, 파일전송, 인벤토리수집, 프로세스관리,

자원모니터링및한계치등을포함한수많은이전의수작업들이자동화되어진다. 경고와관련이깊은예측적이고사전 응적인관리기

능들과실시간시스템진단기능은서버의가용시간을최 화하고다운타임으로인한비용을최소화시켜준다. 

또한IBM Director는웹기반의IBM VE Console에 한브릿지역할을제공해줌으로써자원의헬스정보가VE 콘솔화면에나타나

게하여, 관리자로하여금문제상황에 한조치를취할수있게해준다. 또한업계표준의인터페이스를사용함으로써IBM Director는

Tivoli와같은엔터프라이즈급관리도구에쉽게상향통합될수있는방법을아울러제공하고있다.

2) 가상액세스(Virtual Access)

가상액세스(Virtual Access) 서비스는가상화된자원들에 하여시각적인면과프로그래밍측면2가지모두에서일관된인터페이스

액세스를제공해준다. 여기에는VE Console, Programmatic Interfaces, 관리가능한자원(Manageable Resources)이라는

3가지요소가포함된다.

VE 콘솔(VE Console)

IBM VE Console은기업수준에서가상화된인프라스트럭쳐에서자원들을관리하기위한웹기반의단일인터페이스를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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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VE Console의 구조<표 1> 프로그래밍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위한 수준별 표준들

표적인기능으로는헬스센터와단일지점관리두가지를꼽을수있다.

�Health Center : 분산된시스템과스토리관리환경에걸쳐서모든시스템자원들의헬스에 한통합뷰제공

�단일지점관리: 가상화엔진의다양한기능들과IBM Director를포함하여e-서버시스템, 애플리케이션및스토리지관리콘솔을

수행할수있는하나의장소

다양한관리시스템들로부터얻은자원정보를이용해서헬스센터는실시간으로자원의상태와헬스를그래프와차트형태로 시보드

상에나타내준다. 관리자는상태를모니터링하고, 경고정보를받아서문제상황을심도있게파헤치고, 적합한조치를취하고다른주요

시스템과스토리지의관리기능을헬스센터를통해수행할수있다. 관리자는또한RDS를통해들어온자원의토폴로지정보를봄으로

써자원의관계와의존성을이해할수있게된다. 헬스센터와토폴로지지원은다른콘솔을실행할수있는능력과결합되어지면구체적인

OS 지식이없어도어느정도개별적인OS 관리를할수있게도와준다. 

Programmatic Interfaces

가상화엔진플랫폼서비스는웹서비스기반의SOA 접근방법을이용하여개발되었다. 표준기반의컴포넌트수준의인터페이스를사용

함으로써가상화엔진의서비스는어디서나상호연동성을가지게되었다. IBM과여타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벤더들은가상화엔진의

그러한서비스를포함하거나확장또는개발하여재사용할수있게된다. 

가상화엔진버전2에서가상화엔진플랫폼서비스는리소스모델, 프로파일및액세스프로토콜을관장하는프로그래밍가능한인터페

이스를사용할수있도록진화하기시작했다.  그러한표준들에는 <표1>과같이3가지레벨이있다.

<그림 24> IBM Director의 주요 전략 및 관리 기능들



가지방법모두에의해가능하다. 현재구축된자원은인캡슐레이션방식을통해관리가능한자원처럼사용될수있으므로, 따라서기존

투자를보호할수있게된다.

3) 가상화엔진플랫폼의미래발전전망

프로그래밍가능한인터페이스사용의확장과관리가능한자원풀의구축에더하여한층더진보된가상화기술, 예를들어Meiosys를

이용한애플리케이션의재할당및운 중인 파티션의마이그레이션등은향후가상화엔진플랫폼을통해모습을드러낼것이다. 여기에

덧붙여결함또는장애가발생하더라도최소한의중단(초/분, 애플리케이션종류에따라)후에안정화된재시작을모니터하고관리할수

있는기능이제공될것이며, 애플리케이션을다른서버(또는같은서버내의다른파티션으로)로옮겨갈수있는기능도함께제공될계획

이다.

이러한기술들과여타다른진보된서비스와자원들은공개표준의웹서비스인터페이스를통해외부로드러날것이며, 비즈니스의연속

성과진보된System z9의가상화, System p 상의고급가상화기능(APV) 및스토리지와인텔서버에서의산업혁신적인피쳐들이

하나로통합되어활용될것이다. 이러한통합과정은<그림27>과같이IBM에걸쳐있는가상화기술을연결하고재사용하는시스템디

자인에 한전체적인접근을통해이루어질것이며, 서비스기반의협업프로세싱인프라스트력쳐를지원하는미들웨어소프트웨어와하

드웨어가근본바탕을이룰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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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능한자원(Manageable Resources)

가상화엔진서비스가기존의경계를넘어서작동하기위해서는가상화된인프라스트럭쳐의기본요소인관리가능한자원을이해하는것

이많은도움이된다. 관리가능한자원이란가상인프라스트럭쳐의빌딩블록으로써전사적차원에서자원이발견되고공유되며, 관리되

어지고프로비져닝되어지도록해주는핵심요소이다. 오늘날시스템자원들은전형적으로사일로형태를유지한채아무런관련이없는,

각기독립적인관리도구와애플리케이션들에의해관리되고있다. 관리가능한자원은이러한장애들을극복하는데도움을준다. 아래<그

림26>처럼관리가능한자원들은시스템자원들에 한스마트한가상적표현으로써, 벤더와플랫폼에중립적이면서자기스스로표현할

수있는컴포넌트들이며, 어떤애플리케이션에서도표준웹서비스를통해동일한방식으로접근및사용될수있다. 

자원관리를위해업계공개표준인웹서비스를이용하여형성된각각의관리가능한자원은해당자원을발견, 확인, 관리및사용하기에

필요한정보를자체내에내재하고있다, 실제로각자원은호출가능한서비스가된다고볼수있다. 예를들어시스템관리애플리케이션

은웹서비스를사용해서어떤스토리지에있는데이터를다른스토리지로옮기거나OS를리부팅할수있다. 관리가능한자원은그것이

나타내는자원과의상호작용을다룰수도있다. 자원에 하여작동할뿐만아니라애플리케이션은웹서비스를사용하여자원들간의상

세한구성정보, 상태및관계등을발견, 확인, 획득및이해할수있게된다. 관리가능한자원들은또한그래픽컬한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해준다. 

관리가능한자원에초점을맞춘관리시스템으로의전이는기존관리시스템과기존인프라스트럭쳐의적응적변경또는완전 체라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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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관리 가능한 자원의 논리적 개념도 <그림 27> 가상화 엔진의 미래 발전 방향



우리는지금까지가상화가무엇이며, 가상화가왜중요하며그리고어떤기술들이현재또는조만간에사용가능한지살펴보았다. 또한IBM

이가지고있는다양한업계선도적가상화기술들과이와관련된IBM의가상화오퍼링인가상화엔진에 하여또한간략히살펴보았다. 이

를통해우리는가상화가새로운것은아니라는결론을얻을수있다. 왜냐하면IBM은40년이상기업고객들에게기존자원들로부터더많

은것을얻을수있도록해주는혁신적인서버, 네트워크및스토리지가상화제품을지속적으로제공해왔기때문이다. 또한기업들은그동안

가상화를통해증가된활용률, 더높아진가용성및확장성, 더커진유연성및더낮아진IT와관리비용등의혜택을얻어왔기때문이다.

이제협업처리가중요시되는시기가도래하게되면많은기업들은점차복잡해지고, 고비용을요구하면서도, 온디맨드비즈니스를

위한핵심적인역량인상호연동성과유연성은부족한기존의IT 환경으로는새로운비즈니스환경을감당할수없음을직관적으로깨닫게될

것이다. 따라서기업들은기존의사일로식의하드웨어관리의관점에서훨씬단순하면서도비즈니스가필요로하는요구에쉽게적응하는동

적인IT 인프라스트럭쳐로전환하기위한체계적인가이드를필요로한다. 가상화는이러한요구들을모두다루면서IBM의온디맨드운

환경이라는전략을수행하는데있어서핵심역량을차지하고있다. 즉IBM이제공하는진보된가상화역량들을활용함으로써기업들은단순

화되고유연한IT 인프라스트럭쳐를이룰수있다. 아래<그림28>은미래에예측가능한IT 자원들의구성형태를간단히보여주고있다.

기존의자원단위의가상화는온디맨드전략에있어서여전히가상화의핵심요소가되겠지만, IBM은다수의작은시스템들로부터

가상시스템을만들수있고, 플랫폼과벤더의경계를넘어서단순화되고응집된방식으로관리되는차세 의가상화를제공하려고한다. 이

렇게새로워진가상화체계의파워는관리가능한자원들을활용하는데서나온다. 

그럼어떻게IT 인프라스트럭쳐를가상화시키는방향으로나아갈것인가에 한의문이들수있다. 여기에는하나의명백한답만있

는것은아니다. IBM의가상화전략은진화하는접근방법을채택하고있어서기업들은각자에게적합한경로를선택할수있다. 관리가능한

가상환경의범위는단일하드웨어박스에서부터멀티-티어구조의혼합된애플리케이션워크로드를수행하는이기종다수서버들의집합까지

다양할수있다. 기업의현재위치가어디에있든지간에IBM의가상화엔진플랫폼은현재사일로방식에기반한시스템기술에 한고객의

투자를보호하면서통합되고, 공개표준을따르면서가상화되며자율적인IT 인프라스트럭쳐를확보하는계획에있어서필수적인요소가될

것이다. 또한 IBM 가상화엔진플랫폼은필적할상 가없는광범위하면서도진정한 가상화기능을제공하게될것이다. 

참고: http://www-03.ibm.com/servers/eserver/about/virtualization/index.html

맺음말

28 <그림 28> 향후 IT 가상화의 발전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