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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상화를 이야기 하는가?

by 2008, enterprises that do not leverage 
virtualization technologies will spend 25 percent 
more annually for hardware, software, labor and 
space for Intel® servers and 15 percent more on 
the same for RISC servers (0.7 probability). 

Tom Bittman
Gartner: "Predicts 2004: Server Virtualization Evolves 

Rapidly

2008년까지, 가상화 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

은 Intel® 서버 사용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

건비 및 설치 공간 비용에서 연간 25% 이상, 

RISC 서버 사용시 15% 이상의 비용을 가상화 도

입 기업에 비하여 더 지출하게 될 것이다. 

Tom Bittman
Gartner: "Predicts 2004: Server Virtualization Evolves 

Rapidly

According to surveys by IDC, more than 75 percent of 
companies with more than 500 employees are deploying 
servers with virtualization technologies, and customer 
satisfaction with these technologies is very high. More than 
half of the virtualized machines deployed to date are being 
used in production, including for mission-critical workloads.

IDC

IDC에 따르면, “500인 이상의 기업 중에 75% 이

상이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기술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 현재까지 가

상화 기술이 적용된 서버의 50% 이상이

mission-critical 업무를 포함한 실제 서비스 운영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다”
IDC

It is market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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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상화를 이야기 하는가?

위험 감소
• 서버 가용성 확보

• Business 지속성 확보

ROI 극대화
• 운영 비용 절감

• 서버 사용율 최적화

• 서버 자원의 공유

• 운영 인력 활용 개선

성능 확보
• 높은 서비스 품질 확보에 의한 고객

만족도 향상

• 급격한 부하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

Business 신속성 확보
• 신규 사업 진입 시기 단축

• IT가 Business의 변화하는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

• 예측하기 어려운 서버 자원 요구에
유연한 대응

• 통합되고 자동화된 관리

가상화 솔루션의 주요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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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상화를 이야기 하는가?

가상화 솔루션의 주요 혜택은?

• 매출 증대

• 가입자 증가

• 신규 사업 진출

• IT Infra혁신

그러나 …. IT 관리자의 당면 과제

• SLA 만족하지 못하는 성능

• 너무 많은 어플리케이션

• 너무 많은 customization

• 너무 높은 유지 보수 비용

• 너무 복잡한 IT 관리

• 너무 낮은 서버 사용율

•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정보 기술 (IT)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 IT 자산의 사용 율과 효율성을 높이고 유지 보수 비용을 낮추어
한정된 IT 비용을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한 IT 혁신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속하고 유연한 IT 지원이 요구됨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는?

IT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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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상화를 이야기 하는가?

가상화 솔루션의 주요 혜택은?

서버 및 스토리지 자원의 공유

Business 요구에 따른 자원의 재분배 자동화

• 자원 사용 율 향상에 따른 ROI 증가

• 서버 통합에 따른 관리 노드 수 감소와
관리의 자동화에 의한 유지 비용 절감

• 유연성 및 관리의 편의성 증가에 따른
Business Agility 확보

자원 사용율 최적화

+
Business Agility 확보

+

=



- 7 -

HP 서버 가상화 솔루션

Adaptive Infrastructure 에서의 가상화

Adaptive Infrastructure를 위한 단계별 주요 항목

IT 시스템 및
서비스

• Scalability based 
on industry 
standards

• IT services and 
solutions

전원 및 쿨링

• Energy-efficient 
computing

보안

• Proactive  
best practices 
and built-in 
protection

가상화

• Pooling and 
sharing of IT 
resources to 
optimize 
utilization

자동화

• Dynamic IT     
re-deployment  
to meet 
changing 
business 
demand

관리

• Unified 
Infrastructure 
Management

현재 미래
고 비용 IT 

환경

저 비용
공유 IT 
환경 24x7 자동화

HP VSE (서버 가상화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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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서버 가상화 솔루션

HP 서버 가상화 솔루션 스택

HP VSE (Virutal Server Environment) Suite

HP SIM (System Insight Manager)

• 관리 대상 자동 탐색

• 이벤트 감지

• 중앙 Repository 관리

• WEB/GUI 기반

• Role 기반 보안

• 관리 대상 보안 접속

• 분산 타스트 처리

• 툴 정의

• nPars
• vPars
• Integrity VM (Virtual Machine)
• Secure Resource Partition
• PRM
• pSets

• Serviceguard
• Serviceguard Storage 

Management Suite
• SGeRAC
• SGeSAP
• SGeFF
• Disaster Tolerance

• Instant Capacity
• Temporary Instant Capacity
• Global Instant Capacity
• Pay per use

구성, 관리, 자동화

관

리

노

드

노드
Agents

중

앙

관

리

노

드

Virtualization Manager Global Workload Manager Capacity Advisor

HP VSE Partitioning HP VSE Availability HP VSE Utility Pricing



- 9 -

HP VSE Partitioning
• 하드웨어 파티션 (nPars)

• 소프트웨어 파티션 (vPars)

• 가상 머신 (Integrity Virtual Machine)

• Secure 리소스 파티션 (SRP)



- 10 -

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HP VSE Partitioning

HP VSE Partitioning

• 하드웨어적으로 완전히 분리

• 전용 Cell, I/O 박스

• 파티션 별로 별도의 OS 운용

• HP-UX, Windows, Linux, OpenVMS 운용

• Cell 단위로 구성 가능

• iCAP을 이용한 리소스 이동

• 단일 박스에 Itanium2 및 PA-RISC 동시 운용

• OS, 어플리케이션 장애 격리

• 전용 CPU, 메모리 및 I/O 슬롯

• 파티션 별로 별도의 OS 운영

• HP-UX 지원

• CPU 단위로 구성 가능

• CPU 리소스 이동

• 어플리케이션 장애 격리

• 파티션 단위로 프로세스,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보안 격리

• Role 기반의 액세스 컨트롤

• CPU, 메모리 공유

• 하나의 OS 이미지 공유

• pSET(CPU 단위), FSS(sub-CPU 단위)에 의한 CPU 할당

• CPU 또는 점유율 단위로 이동

• OS, 어플리케이션 장애 격리

• I/O 공유

• 파티션 별로 별도의 OS 운영

• HP-UX 지원 (2006년 말 Windows, Linux 지원 예정)
• CPU 당 최대 20개의 파티션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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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HP VSE Partitioning

HP VSE Partitioning Continuum

단일 노드

•별도의 OS 이미지
•하드웨어 장애 분리
•전영 CPU, 메모리, I/O

하드웨어 파티션

•별도의 OS 이미지
•하드웨어 장애 분리
•전영 CPU, 메모리, I/O

•별도의 OS 이미지
•하드웨어 장애 분리
•전영 CPU, 메모리, I/O

•별도의 OS 이미지
•소프트웨어 장애 분리
•전영 CPU, 메모리

소프트웨어 파티션

가상 머신

•별도의 OS 이미지
•소프트웨어 장애 분리
•CPU 당 20개 생성 가능
•공유 I/O 지원

가상 머신

Secure 리소스 파티션

•별도의 OS 이미지
•소프트웨어 장애 분리
•전영 CPU, 메모리

Secure 리소스 파티션

하드웨어 파티션

하드웨어 파티션

소프트웨어 파티션

gWLM (Global Workload Manager)

실시간 성능 및 사용율 정보 모니터링자동화된 자원 재분배 지시

SLA 기반 성능 목표치 설정 큐 길이 / 응답 시간 / CPU 사용 율 / 프로세스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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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돔

최대 16 CELL

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HP VSE Partitioning

하드웨어 파티션 (nPars)

하드웨어 파티션 1

하드웨어 파티션 2

하드웨어 파티션 3

하드웨어 파티션 4

하드웨어 파티션 5

하드웨어 파티션 6

하드웨어 파티션 7

하드웨어 파티션 8

하드웨어 파티션 9

하드웨어 파티션 10

하드웨어 파티션 11

하드웨어 파티션 12

하드웨어 파티션 13

하드웨어 파티션 14

하드웨어 파티션 15

하드웨어 파티션 16

HP 하드웨어 파티션인 nPars 는 셀 단위로 구성되며, 모든 하드웨어 구성 요소가 파티션
간에 분리되어 있어 Mission Critical 한 업무에서 파티션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최적의 파티션 솔루션입니다.

OpenVMS

OpenVMS

nPars vPars

HP VM SRP

항 목 내 용

파티션 구성 단위 CELL

지원 하드웨어 PA9000 서버 (rp74xx, rp84xx, SD)
Integrity 서버 (rx76xx, rx86xx, Integrity SD)

지원 OS

파티션 오버헤드 없음

전용 하드웨어 구성
요소

CELL, CPU, 메모리, I/O 박스

파티션 간 OS 운용 멀티 OS 지원

최대 파티션 구성 수

하드웨어 장애 격리 지원

운영체제 장애 격리 지원

어플리케이션 장애
격리

지원

파티션 간 리소스 이동 gWLM 및 iCAP에 의한 지원

HP 하드웨어 파티션 특성

HP-UX, Windows, Linux, OpenVMS

16 개 (최대 Cell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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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HP VSE Partitioning

소프트웨어 파티션 (vPars)

vPar 모니터

HP-UX HP-UX HP-UX

버전 A 패치 1 버전 A 패치 2 버전 B 패치 1

업무 1

업무 2

vPar 1

업무 3

vPar 2

업무 4

vPar 3

cpu mem

하드웨어 파티션

유연성, 안정성, 낮은 오버헤드

항 목 내 용

파티션 구성 단위 CPU

지원 OS HP-UX

최대 파티션 구성 수 128 개 (최대 CPU 수)

전용 하드웨어 구성
요소

CPU, 메모리, I/O 슬롯

파티션 오버헤드 매우 작음

지원 하드웨어 PA9000 서버 (rp74xx, rp84xx, SD)
Integrity 서버 (rx76xx, rx86xx, Integrity SD)

파티션간 OS 운용 멀티 버전 및 패치 지원

하드웨어 장애 격리 미지원

운영체제 장애 격리 지원

어플리케이션 장애
격리

지원

파티션 간 리소스 이동

HP 소프트웨어 파티션 특성

nPars vPars

HP VM SRP

gWLM에 의한 CPU 이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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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HP VSE Partitioning

Integrity Virtual Machine (Integrity VM 또는 HPVM)

Integrity VM Host

LINUX 

app1 app2

app3 app4

app5 app6

VM Guest

app1 app2

app3 app4

HP-UX 

VM Guest

WINDOWS

app1 app2

app3 app4

VM Guest

I/OI/OI/O네트워크메모리CPU

항 목 내 용

파티션 구성 단위 5% of CPU

지원 OS HP-UX
Windows – 2006년 말

Linux – 2007년 초

OpenVMS – 지원 예정

최대 파티션 구성 수 하드웨어 파티션 당 CPU 4개 까지

(80 개)

파티션 오버헤드 있음

지원 하드웨어 Integrity 서버

파티션 간 OS 운용 HP-UX, Windows, Linux

하드웨어 장애 격리 미지원

운영체제 장애 격리 지원

어플리케이션 장애
격리

지원

파티션 간 리소스 이동 지원

HP Integrity VM 파티션 특성HP Integrity VM은 CPU 당 최대 20개의 가상 머신 (VM Guest)을
생성할 수 있으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HP-UX, Linux, Windows를
각각의 가상 머신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nPars vPars

HP VM S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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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HP VSE Partitioning

HP Virtual Machine (HPVM)

HPVM 파티션 솔루션과 함께 단지 하나의 CPU 상에서 최대 20개의 서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최신 서버에 비하여 매우 낮은 성능

• 높은 유지 보수 비용 및 인력 요구

• 어플리케이션 통합이 어려움

Oracle DB 서버

AP 서버

WEB 서버

기존 IT 환경 통합되고 가상화된 IT 환경

15% 15% 15% 15%

5% 5% 5% 5%

5% 5% 5% 5%

• 하나의 서버에 통합함으로써 유지 보수 및 관리 비용 대폭 감소

• 가상 서버당 CPU 사용량 지정

• gWLM (부하에 따른 CPU 사용 율의 자동화된 재조정)

8% 9% 9% 8%

7% 7% 

Oracle DB 서버

AP 서버

WEB 서버

gWLM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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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HP VSE Partitioning

Integrity Virtual Machine – SG in Integrity VM Guest (고 가용성 솔루션)

8 노드 Hot/Standby 구성

Active / Standby 구성 통합

4 노드 Hot & 1 노드 Standby 구성

hot

hot

hot

hot

Standby

• Hot 서버에서 장애
발생시에 해당 서버와
클러스터로 구성된 VM 
Guest 가상 서버는 전체
Standby 서버의 CPU 
용량을 사용할 수 있음.

• Standby 서버가 Hot 서버
만큼의 가용성이 요구되지
않고 유연성 및 비용 절감이
강조되는 환경

nPars vPars

HP VM S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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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HP VSE Partitioning

Secure 리소스 파티션

항 목 내 용

파티션 구성 단위 FSS(Fair Share Schedule), pSets
메모리 블록, 디스크 I/O 대역폭

지원 OS HP-UX

파티션간 OS 운용 각 파티션이 단일 OS 이미지 공유

최대 파티션 구성 수 제한 없음

파티션간 보안 지원

지원 하드웨어 PA-RISC 서버, Integrity 서버

하드웨어 장애 격리 미지원

운영체제 장애 격리 미지원

어플리케이션 장애
격리

지원

파티션 간 리소스 이동 지원 (WLM)

HP Secure 리소스 파티션 특성

HP Secure 리소스 파티션은 PRM (Process Resource Manager) 
과 HP 보안 기능을 결합함으로써 단일 운영체제 내에서 업무
별로 강력한 파티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nPars vPars

HP VM SRP

오라클

인스턴스 1

오라클

인스턴스 2

오라클

인스턴스 3

FS FS FS FS

파일 시스템, 사용자 및 프로세스에 대한 접근 제어

보안 정책

cpu mem

하드웨어 파티션

HP-UX

보안 정책 보안 정책

PRM 
자원 할당 관리

SRP 1 SRP 2
PRM 

자원 할당 관리

SRP 3
PRM 

자원 할당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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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VSE Utility Pricing
• Instance Capacity (iCAP)

• Temporary Instance Capacity (TiCAP)

• Global Instance Capacity (GiCAP)

• Pay per use (P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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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HP VSE Utility Pricing

HP VSE Utility Pricing
• 적은 초기 투자 (20% ~ 25%)
• 업무 증가에 따른 서버 용량 증설 필요 시에

RTU (Right To Use) 구매와 함께 활성화 가능

• 프로세서, 셀 보드 대상

• HP9000 및 Integrity 서버 (HP-UX) 에서 지원

• 2006년 8월 OpenVMS 지원 예정

• 단일 서버 내의 하드웨어 파티션 간 라이센스
이동

• gWLM에 의한 자동화된 리소스 이동 지원

• 적은 초기 투자 (20% ~ 25%)
• 30분 단위의 활성화 가능

• 30 CPU day 단위로 판매

• HP9000 및 Integrity 서버 (HP-UX) 
에서 지원

• 2006년 8월 OpenVMS 지원 예정

• 월 평균 사용율에 의하여 사용료 지불

• 측정 방식(Active CPU 또는 Percent Utilization)
• 사용율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

• 적은 초기 투자 (20% ~ 25%)
• 서버 그룹간 RTU 라이센스 이동 가능

• GiCAP 그룹 메니저에 의하여 관리

• HP9000 및 Integrity 서버 (HP-UX) 에서 지원

• 2006년 8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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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HP VSE Utility Pricing

HP VSE Utility Pricing

업무 유형 별 Utility Pricing 적용

시간

서
버

부
하

일정한 규모로 증가하는 업무 유형

Active CPU

iCAP

Instant Capacity (iCAP)

시간

서
버

부
하

특정 기간 동안 업무량이 증가하는 유형

Active CPU

iCAP

Temporary Instant Capacity (i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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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

I
CPU TiCAP 활성화 (30분 단위)

Cell 2

A

RAM

A

I

RAM
RAM RAM

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HP VSE Utility Pricing

HP VSE Utility Pricing 구성

Cell 1

A

RAM RAM
RAM RAM

A
A A

Cell 2

RAM RAM
RAM RAM

I I
I I
Cell 2

A

RAM RAM
RAM RAM

A
I I

Cell 보드 iCAP 활성화

I

CPU iCAP 활성화

A

rx7640 노드

셀 보드 iCAP TiCAPCPU iCAP

TiCAP 활성화

TiCAP 비활성화

gWLM (Global Workload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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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적용 사례

HP VSE Reference Architecture

BEA WebLogic 8.1 
with Oracle 10g 
RAC

WebSphere 6.0 
with Oracle 10g

SAP 4.7
with Oracle 9i

SAS 9.1
with Oracle 9i

Oracle 10g RAC

March’06 July ‘06March’06 May’06 July’06

HP VSE Reference Architecture는

• 대표적인 ISV 솔루션과 HP VSE의 통합 구성 환경

• 30분 이내의 짧은 구성 시간

• 고객 환경에 쉽게 customizing 될 수 있는 환경 제공

• 실제 IT 업무 환경에서 시험되고 증명된 솔루션

http://www.hp.com/go/vs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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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적용 사례

HP VSE Reference Architecture

Versions 적용된 VSE 솔루션

AP DB HP-UX 서버 nPars vPars WLM gWLM PRM SGeSAPSG SGeRAC iCAP

rp7400v19i7.0

7.0

8.1

8.1

5.1

6.0

Superdome

4.7

9.1

v1

-

9i

9i RAC

10g RAC

9i 
10g

Superdome
rx5670

10g R1

9i

v1
v2

v2

v2

v2

v2

v2

rx7620
rx8620

rp8420
rp8400

rx7620

rx8620

9i

10g RAC v2

rx8620

rx8620

ISV

1

1Serviceguard CFS for 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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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적용 사례

HP VSE Reference Architecture – Oracle 10g RAC

어플리케이션 Layer

데이타베이스 Layer

스토리지 Layer

FC
 S

A
N

클
러
스
터

In
te

rc
on

ne
ct

ISV 솔루션

• Oracle Database 10g R2 RAC

HP Utility Pricing 솔루션

• HP Instance Capacity, HP TiCAP

HP VSE Suite 솔루션

• HP System Insight Manager
• HP Global Workload Manager

HP Partitioning 솔루션

• HP Virtual Partitions for 11.23

HP Availability 솔루션

• HP Serviceguard Cluster File System for RAC 
Oracle 10g RAC 와 HP 가상화 솔루션을 통합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고객의 IT 
환경에 가상화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검증되고 테스트 된 구성 환경으로
안정적인 구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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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적용 사례

HP VSE Reference Architecture – Oracle 10g RAC

vPar 0

vPar 1

서버 A1

서버 B1

vPar 0

vPar 1

서버 A2

서버 B2

HR DB

FG DB

HR 인스턴스 HR 인스턴스

FA 인스턴스 FA 인스턴스

GL 인스턴스 GL 인스턴스

인스턴스

인스턴스

Active 서비스

Standby 서비스

Global Workload Manager
Oracle 서비스

워크로드 모니터링 워크로드 모니터링

HR 
사용자

FA 
사용자

GL 
사용자

• 서버 A1과 서버 A2는 Oracle 
RAC로 구성되며, HR 서비스를
Active-Active로 지원합니다. 

• 서버 B1과 t서버 B2는 Oracle 
RAC로 구성되며, FA 및 GL 
서비스가 각각 Active-Standby로
구성됩니다.

• 서버 A1과 서버 B1은 HP의 가상
파티션 솔루션인 vPar로
구성됩니다.

• 서버 A2와 서버 B2는 HP의 가상
파티션 솔루션인 vPar로
구성됩니다.

• gWLM은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SLA에 근거하여 서버 부하를
감시합니다.

50 사용자 50 사용자 50 사용자 50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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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적용 사례

HP VSE Reference Architecture – Oracle 10g RAC

vPar 0

vPar 1

서버 A1

서버 B1

vPar 0

vPar 1

서버 A2

서버 B2

HR DB

FG DB

HR 인스턴스 HR 인스턴스

FA 인스턴스 FA 인스턴스

GL 인스턴스 GL 인스턴스

인스턴스

인스턴스

Active 서비스

Standby 서비스

Global Workload Manager
Oracle 서비스

워크로드 증가 감지 워크로드 모니터링

HR 
사용자

FA 
사용자

GL 
사용자

50 사용자 50 사용자 100 사용자 50 사용자

• 서버 B1에서 서비스 중인 FA 
서비스의 부하가 증가합니다.

• gWLM이 서버 B1 에서 수행중인
서비스의 부하가 증가됨을
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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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적용 사례

HP VSE Reference Architecture – Oracle 10g RAC

vPar 0

vPar 1

서버 A1

서버 B1

vPar 0

vPar 1

서버 A2

서버 B2

HR DB

FG DB

HR 인스턴스 HR 인스턴스

FA 인스턴스 FA 인스턴스

GL 인스턴스 GL 인스턴스

인스턴스

인스턴스

Active 서비스

Standby 서비스

Global Workload Manager
Oracle 서비스

CPU 이동에 의한 Scale UP 워크로드 모니터링

HR 
사용자

FA 
사용자

GL 
사용자

• gWLM은 증가된 부하에 의하여
성능이 고객 요구 수치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gWLM은 서버 A1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두 개의 CPU를 서버
B1에 할당합니다.(Scale UP)

50 사용자 50 사용자 100 사용자 50 사용자

• 서버 B1에서의 증가된 CPU 
리소스로 인해 성능이 SLA를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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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적용 사례

HP VSE Reference Architecture – Oracle 10g RAC

vPar 0

vPar 1

서버 A1

서버 B1

vPar 0

vPar 1

서버 A2

서버 B2

HR DB

FG DB

HR 인스턴스 HR 인스턴스

FA 인스턴스 FA 인스턴스

GL 인스턴스 GL 인스턴스

인스턴스

인스턴스

Active 서비스

Standby 서비스

Global Workload Manager

Oracle 서비스
워크로드 모니터링

HR 
사용자

FA 
사용자

GL 
사용자

워크로드 증가 감지

• 서버 B1에서 서비스 중인 FA 
서비스의 부하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 gWLM이 서버 B1 에서 수행중인
서비스의 부하가 증가됨을
감지합니다.

50 사용자 50 사용자 150 사용자 50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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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적용 사례

HP VSE Reference Architecture – Oracle 10g RAC

vPar 0

vPar 1

서버 A1

서버 B1

vPar 0

vPar 1

서버 A2

서버 B2

HR DB

FG DB

HR 인스턴스 HR 인스턴스

FA 인스턴스 FA 인스턴스

GL 인스턴스 GL 인스턴스

인스턴스

인스턴스

Active 서비스

Standby 서비스

Global Workload Manager

Oracle 서비스

HR 
사용자

FA 
사용자

GL 
사용자

워크로드 증가 감지 FA Standby 인스턴스 활성화

• gWLM은 증가된 부하에 의하여
성능이 고객 요구 수치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gWLM은 서버 A1에 더 이상 Idle 
CPU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 gWLM은 서버 B2의 FA Standby 
인스턴스를 활성화 합니다.   
(Scale OUT)

50 사용자 50 사용자 150 사용자 50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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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적용 사례

HP VSE Reference Architecture – Oracle 10g RAC

vPar 0

vPar 1

서버 A1

서버 B1

vPar 0

vPar 1

서버 A2

서버 B2

HR DB

FG DB

HR 인스턴스 HR 인스턴스

FA 인스턴스 FA 인스턴스

GL 인스턴스 GL 인스턴스

Global Workload Manager

HR 
사용자

FA 
사용자

GL 
사용자

워크로드 모니터링 워크로드 모니터링

인스턴스

인스턴스

Active 서비스

Standby 서비스

Oracle 서비스

50 사용자 50 사용자 75 사용자 50 사용자75 사용자

• FA 서비스 부하가 서버 B1 및
서버 B2에 분산됩니다.

• 서버 당 감소된 부하로 인해
성능이 SLA를 만족합니다.



- 31 -

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적용 사례

HP VSE Reference Architecture – Oracle 10g RAC

vPar 0

vPar 1

서버 A1

서버 B1

vPar 0

vPar 1

서버 A2

서버 B2

HR DB

FG DB

HR 인스턴스 HR 인스턴스

FA 인스턴스 FA 인스턴스

GL 인스턴스 GL 인스턴스

Global Workload Manager

HR 
사용자

FA 
사용자

GL 
사용자

인스턴스

인스턴스

Active 서비스

Standby 서비스

Oracle 서비스

50 사용자 50 사용자 50 사용자 50 사용자

• FA 서비스 부하가 평상시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 gWLM은 감소된 서비스 부하를
감지하고 서버 B2의 FA 
인스턴스를 비활성화(standby) 
시키고 CPU 2개를 서버 A1으로
원위치 시킵니다. (Scale BACK)

FA Standby 인스턴스 활성화CPU원위치에 의한 Scal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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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적용 사례

HP 가상화 솔루션 스택

nPars 1

nPars 2

OLTP 서버

vPar 1 – Data warehouse

vPar 2 – Standby 서버

8am

G
lo

b
a
l W

o
rk

lo
a
d
 M

a
n
a
g
er

자
동
화
된

실
시
간

리
소
스

이
동

성
능

정
보

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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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적용 사례

hot

hotstandby

standby

HA

HA

업무 A

업무 B

라이센스 이동
Active CPU

iCAP

두 대의 서버를 4개의 파티션으로 구성하여 클러스터
환경의 업무 A와 업무 B로 구성합니다.
Standby 서버는 최소한의 CPU만 활성화 시키고
나머지 CPU는 iCAP으로 구성합니다.

업무 A의 hot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가 발생한 hot 서버의
프로세서를 비활성화 시킨 후에
standby 서버의 iCAP을 활성화
시킵니다. (비용 부담 없음)

hot

hotstandby

standby

HA

HA

업무 A

업무 B

서버 내의 파티션 간이 아닌 서버 간의 iCAP 라이센스 이동은
HP에서만 지원되는 기능입니다.

Global Instant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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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90%
부하
60%

부하
30%

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적용 사례

업무 A 업무 B 업무 C

업무 F업무 E업무 D

30 days TiCAP 라이센스

부하
30%

부하
90%

부하
70%

부하
90%

부하
70%

부하
90%

업무 A 업무 B

업무 E업무 D

업무 C

업무 F

부하
60%

부하
70%

부하
60%

부하
70%

부하
60%

iCAP 라이센스 이동 TiCAP 라이센스 이용

WLM에 의한 자동화된 실시간 부하 분산

고객은 각 파티션에 두 개의 활성화된 CPU와 iCAP 프로세서를
설치하였으며 30일 TiCAP 라이센스를 구매하였습니다.

부하
90%

부하
90%

여유가 있는 업무 A의 CPU 하나를 비 활성화 시키고
업무 B의 iCAP을 활성화 시킵니다.

부하가 높은 업무 E와 업무 F는 TiCAP을 활성화
시킵니다.

Global Instant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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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VSE Suite
• Virtualization Manager

• Global Workload Manager

• Capacity 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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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HP VSE Suite

HP VSE Suite 소개

HP VSE Suite는 가상화 솔루션이 효과적으로 고객의 IT 환경에

적용되고 쉽고 빠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가지 주요

솔루션으로 구성됩니다.

• Capacity Advisor

운영중인 서버의 사용 율을 분석하여 가상화
솔루션 적용시의 용량을 산정함으로써 적절한
가상화 도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Virtualization Manager

HP SIM과 연동하여 수행되는 HP VM 
manager로써 다양한 HP 가상화 솔루션을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Global Workload Manager

고객이 사전에 정의한 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만족할 수 있도록 자원을
실시간으로 자동 재분배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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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SIM (HP 시스템 통합 관리 솔루션)

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HP VSE Suite

HP VSE Suite 아키텍처

gWLM Agent Utilization
Provider

nPar
Provider

HPVM
Provider

iCOD Provider vPar Provider SG Provider RP Provider
관리 노드

HP VSE Suite (HP 가상화 통합 관리 솔루션)

Virtualization Manager (가상화 서버 구성 및 관리)

Partition Manager

Integrity VM
Manager

Serviceguard
Manager

Global Workload Manager

• SLA 기반의 자동화된 자원
재분배

• 많은 관리 노드에 대한
재분배 정책을 효율적으로
구성 관리

Capacity Advisor

• 실제 자원 사용울을
기반으로 한 용량 산정

• 가상화 솔루션 도입시의
예상 서버 사용율 예측 가능

안정성 통합 관리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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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HP VSE Suite

Virtualization Manager 특징

관리 항목

• nPars (하드웨어 파티션)
• vPars (소프트웨어 파티션)
• Integrity VM (가상화 머신)
• SRP (보안 리소스 파티션)
• Serviceguard (HA 솔루션)
• iCOD (Instant Capacity)
• TiCOD (Temporary Instant Capacity)
• GiCAP (Global Instant Capacity)
• PPU (Pay Per Use)

HP VSE Partitioning
HP VSE Avaiability
HP VSE Utility Pricing
에 대한 통합 관리

혜택

• 300 여 개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구성 및

관리되는 HP 가상화 솔루션 기능을 하나의

단일 화면에서 보고,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가상 자원과 물리적 자원의 매핑 정보와

해당 자원들의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그래픽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IT 관리자가

관리 서버에 대한 상태 정보를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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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HP VSE Suite

Global Workload Manager

관리 항목

• nPars (하드웨어 파티션)
• vPars (소프트웨어 파티션)
• Integrity VM (가상화 머신)
• pSets
• iCOD (Instant Capacity)
• TiCOD (Temporary Instant Capacity)
• GiCAP (Global Instant Capacity)

혜택

•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시스템 자원이 실시간으로

자동 재분배될 수 있도록 함.

• 전체 시스템의 사용 율을 최적화 시킴

• 자원 사용 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함.

• 다수의 시스템 및 워크로드를 중앙에서

구성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함.

HP gWLM은 SLA를 기반으로 리소스를 자동 재분배 합니다.

• 업무 별로 CPU 사용 율의 변화 감시

• 응답 시간 또는 처리 건수와 같은 성능 수치 감시

• 사용자 수, 프로세스 수 또는 큐 길이와 같은 부하 수치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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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HP VSE Suite

Global Workload Manager 아키텍처

중앙 관리
(CMS)

HP Systems Insight Manager

gWLM 콘솔

관리 노드

VM

gWLM 
Agent

gWLM 
Agent

gWLM 
Agent

nPar w/RPs nPar w/RPs

vPar

gWLM 
Agent

vPar

gWLM 
Agent

vPar

gWLM 
Agent

nPars 또는 vPars

M

정책 구성
데이타

과거 및
실시간
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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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HP VSE Suite

Global Workload Manager 소개

시간

C
PU

 요
구

량

gWLM 모니터링 간격
(default 15초)

CPU 사용량 측정

일정한 간격으로 CPU 사용 율 측정

이전 간격의 수치를 기반으로 다음 간격의 CPU 요구량 측정

결과를 수집한 후에, 자원 재할당 수행

g
W

LM
자

원
재

분
배

Flo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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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HP VSE Suite

Capacity Advisor

혜택

• 가상화 솔루션 도입 시 필요한 용량 산정을

기존 시스템의 실제 자원 사용 율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함.

• 가상화 솔루션 도입 이후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음.

• HP 통합 관리 솔루션인 SIM에 통합되어

쉽고 편리한 인터페이스 제공

• 시스템 운영자를 위한 상세 보고서 뿐만

아니라 고객 및 IT 관리자를 위한 요약

보고서를 생성함.

사용 예

• 특정 하드웨어 파티션에서 다른 하드웨어

파티션으로 셀 이동 시에 시스템 사용 율의

변화는 ?

• 두 대의 분리된 서버에서 운영 중이던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경우 Peak 
사용율은 ?

• 기존 서버들 중에서 몇 대나 특정 가상

머신으로 통합할 수 있나?

HP Capacity Advisor는 실 자원 사용 율을 기반으로 가상화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용량 산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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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가상화 솔루션 소개 – HP VSE Suite

Capacity Advisor

HP Capacity Advisor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통합에 따른 Peak 사용 율 시뮬레이션

서로 다른 업무의 CPU  peak 시점은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8개 CPU 8개 CPU

12개 CPU

두 업무는 각기 8개의 CPU를
필요로 하지만, 두 업무가
통합하는 경우에는 16개가
아닌 12개의 CPU가
요구됩니다.

Capacity 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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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Korea TSG Pre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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