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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백업 솔루션의 필요성

1. 관리자 계정이 탈취되거나 백도어가 의심될경우 스냅샷이나 복제로는 해결할수 없으며 백업 데이터로 해당 서버를 통째로 복구하는 OS BMR 복구만이 유일한 해답
2. 휴먼에러는 복수의 자료에서 장애원인으로 상위권을 차지함. http://integracon.com/11-leading-causes-downtime/, https://www.cognoscape.com/common-downtime/, 

https://www.usenix.org/system/files/conference/osdi16/osdi16-xu.pdf (인재로 인한 장애중 43%가 사소한 오타)

3. 설문 기업중 1/5이 2019년 랜섬웨어 피해 인정, https://secure2.sophos.com/en-us/security-news-trends/whitepapers/gated-wp/ransomware-cyberthreat.aspx

4. PM은 Physical Machine (노트북, 서버)
5. IDC, 70% 이상의 고객이 복수 벤더의 하이퍼바이저 사용, https://www.nutanix.com/go/the-definitive-guide-to-data-protection-and-disaster-recovery-on-enterprise-clouds

장애원인 유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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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솔루션의 역할과 기여

2차 장애
불명확한 장애복구 절차

통일된 장애복구 매뉴얼/정책
VM/PM4, NAS, HCI, DB, 클라우드5

랜섬웨어 고급1

관리자 계정탈취, 백도어

서버 접근이 마비되거나 백도어 의심
상황은 OS BMR 복구해야함

고의삭제(정부/산업 규제요건)
(퇴사자, 의료, 금융기록, 5/10년)

장기 데이터 보관은 백업의 역할

랜섬웨어 중급2

데이터 암호화/삭제

백업 데이터로 암호화되기 이전
데이터 복구

휴먼에러 (인재/실수)3

오타, 이해부족 구성오류
백업 데이터로 이전 데이터 복구

소프트웨어 오류
패치, 개발과정 오류

백업 데이터로 이전 데이터 복구

(자연)재해
화재, 전력, 시설, 네트웍 장애

원격지로 복사한 백업 데이터로 이전
데이터 복구

하드웨어 에러
CPU, 디스크, 전원장치 등

하드웨어 정상화 후 백업 데이터 복구

▪ 서버/DB 실시간 복제

▪ 스토리지 동기화 복제

▪ 클라우드 리젼 복제

▪ 스냅샷

▪ 스토리지 비동기화 복제

백업
백업은 모든 장애유형에

대해서 포괄적인

복구능력을 제공함

▪ 서버/DB 실시간 복제

▪ 스토리지 동기화 복제

▪ 클라우드 리젼 복제

http://integracon.com/11-leading-causes-downtime/
https://www.cognoscape.com/common-downtime/
https://www.usenix.org/system/files/conference/osdi16/osdi16-xu.pdf
https://secure2.sophos.com/en-us/security-news-trends/whitepapers/gated-wp/ransomware-cyberthreat.aspx
https://www.nutanix.com/go/the-definitive-guide-to-data-protection-and-disaster-recovery-on-enterprise-clou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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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주 원인

통계자료들이 증명하듯이 80% 이상의 장애는 인재로 인한 구성오류, 삭제가 주 요인입니다. 하드웨어나 인프라 자체의 가용성은
보장되지만 인재나 악의적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의 유실은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백업을 통한 대비는 필수입니다.

1. 카네기멜론 대학, http://repository.cmu.edu/cgi/viewcontent.cgi?article=1047&context=pdl
2. 주니퍼 네트웍스, 장애의 80%는 구성오류가 원인. http://www-05.ibm.com/uk/juniper/pdf/200249.pdf
3. 가트너, https://www.cognoscape.com/common-downtime/

4. IBM Security Services, https://media.scmagazine.com/documents/82/ibm_cyber_security_intelligenc_20450.pdf
5. 페이스북, https://www.usenix.org/system/files/conference/osdi16/osdi16-xu.pdf

각 기관에서
조사한

장애의 주 원인

인재로인한 오류2

80% 인재(구성오류)3

80%

인재로인한 장애4

95%

인재와
소프트웨어오류1

80%

사소한오타5

42%

http://repository.cmu.edu/cgi/viewcontent.cgi?article=1047&context=pdl
http://www-05.ibm.com/uk/juniper/pdf/200249.pdf
https://www.cognoscape.com/common-downtime/
https://media.scmagazine.com/documents/82/ibm_cyber_security_intelligenc_20450.pdf
https://www.usenix.org/system/files/conference/osdi16/osdi16-x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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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개념의 데이터 보호 솔루션별 고려사항 (비용과 복구 소요시간)

비용

복구 소요시간

HA 솔루션, 

클라우드 리전 복제

CDP, 실시간 복제
스토리지 동기화 복제

Synchronous Sync

스토리지 비동기화
복제

Asynchronous Sync

장애시서비스/데이터복원에소요되는시간

레거시 백업 솔루션스토리지/HCI 스냅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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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백업 솔루션

도입
비용

복구 소요시간

HA 솔루션, 

클라우드 리전 복제

CDP, 실시간 복제
스토리지 동기화 복제

Synchronous Sync

스토리지 비동기화
복제

Asynchronous Sync

장애시서비스/데이터복원에소요되는시간

스토리지/HCI 스냅샷

Veeam 

Availability Suite

• 백업본으로 즉시 서비스 가능한 인스턴트
리커버리 (1-2분내 서비스 복구)

• File, DB 테이블, DB 시점, DB 거래단위 복구로
VM단위 복구 대비 2-30배빠른 복구 시간

더 낮은 비용으로 복
구 소요시간 최소화!!

레거시 백업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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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인프라의 연속성

IT인프라의 연속성은 곧 비즈니스의 연속성입니다. 백업과 DR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IT 인프라의 연속성을 보장해주고 기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필수 솔루션이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중화, 가용성 솔루션 백업/DR의 부재준비된 백업/DR로 복구

장
애
로

인
한

파
급
효
과

조기 발견 및
선조치

일정 지연, 

소폭의 손실

복구 불가 상황

장애의 수준

백업과 DR의 부재시

금전적 손실 및 보상문제
발생. 기업 이미지 타격. 

미디어 노출, 가입해지
서비스 영향 없이
조기 처리

IT 인프라의 연속성은 비즈니스의 연속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