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프 스토리지에 관한 다섯 가지의 잘못된 통념 해소
기술 변화는 삶의 일부로서 이는 거실에서나 사무실의 데이터 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와
장치는 새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용량은 일반적으로 증가되고 기술은 항상 더욱 작고
빨라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테이프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업무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마치 공룡을
데리고 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일상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던 테이프
제품(오디오/비디오 테이프 등)은 거의 사라지고 저장 용량이 크고 사용 편이성과 안정성이 향상된
디스크, 플래시, USB 장치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센터와 거실은 매우 다릅니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지원, 용량 증가, 백업 및 복구
기능 향상 등을 위해 새로운 스토리지 기술의 도입을 고려하는 중이라면 수많은 벤더의 다양한
스토리지 제품을 검토하게 됩니다. 일부 벤더는 당연하다는 듯이 테이프 스토리지의 대안으로서
디스크를 추천합니다. 그러나 이는 디스크 판매를 늘리기 위한 판촉으로서 사실과는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테이프 스토리지는 공룡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업 데이터 센터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테이프에 저장됩니다. 수년 동안
그랬었고 미래에도 충분히 계속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Oracle의 테이프 제품 관리 이사인 Tom Wultich와 함께 테이프 스토리지와 관련된 몇 가지
통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실상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스토리지 기술을
조사하는 중이라면 다양한 선택 사항을 고려할 때 잘못된 통념과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념 1: 테이프는 디스크보다 비싸다.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계산해 보더라도 테이프는 디스크보다 훨씬 저렴한 저장 미디어입니다. 새
스토리지 용량 구매를 고려할 때 관련 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구매 비용을 보자면 테이프 스토리지의 TB당 비용이 디스크에 비해 분명히 적습니다. 새
스토리지를 구매한 후에는 필요에 따라 확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테이프가
디스크보다 저렴합니다. 또한 테이프는 디스크에 비해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고 운영 비용이
낮습니다(뒤에서 자세히 설명).
테이프 스토리지 시스템은 확장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테이프 라이브러리는 통합된 스토리지 풀을
제공하며 비용이 저렴합니다. 다른 스토리지 기술로 테이프 라이브러리의 용량에 맞먹는 풀을
만들려면 여러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을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구매 비용과 지속적인
관리 비용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데이터 스토리지를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작업을 여러분이 맡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사용 환경 전반에 걸쳐 연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스토리지 미디어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용량과

성능을 높이고 비용은 최대한 낮추며 필요한 곳에, 필요할 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작업
중에도 시스템은 중단 없이 작동하고 데이터를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의 엔터프라이즈 테이프 스토리지를 발명한 것입니다.
통념 2: 테이프는 구매 비용은 낮지만 운영 비용이 높다.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구매자라면(다른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매 비용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총소유비용(TCO)이 낮은지도 확인할 것입니다.
Data Mobility Group의 보고서(Is Tape Really Cheaper Than Disk(정말 테이프가 디스크보다

저렴한가)?, 2005년 10월)에서 테이프가 실제로 디스크보다 저렴한지를 조사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시나리오에서 어떤 조직의 초기 스토리지 요구량이 125TB이고 연간 증가율이 20%이며
평균 테이프 카트리지 활용률이 85%이고 평균 테이프 압축률이 2:1이며 평균 디스크 활용률이
70%인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LTO 기반 테이프 구성의 테이프와 SATA(Serial ATA) 디스크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 비용을 계산하고 차지하는 공간 및 전력 비용을 더했습니다.
Data Mobility Group의 시나리오에서 디스크 시스템은 테이프 솔루션에 비해 7년 동안 11배 이상
높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스템 초기 구매 비용과 지속적인 운영 비용이 모두 고려된
것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는 배타적인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플래시 스토리지, 디스크 및 테이프
모두가 계층형 스토리지 전략에서 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되며 조직에서는 각 작업에 맞는 적합한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Oracle과 같은 시스템 벤더가 모든 계층별로 스토리지
미디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플래시 스토리지는 I/O 집약적이고 속도가 중요한 작업에
이상적입니다. 디스크는 기본 스토리지 및 백업을 위한 스테이징 영역으로 최적입니다. 테이프
스토리지는 장기 백업과 아카이빙에 이상적입니다. 또한 테이프는 디스크 스토리지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테이프 기반 데이터를 온라인 상태로 보이도록 하면서
테이프의 경제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백업과 아카이빙을 디스크와 같이 상대적으로 비싼 계층에 두는 것은 경제적으로
넌센스입니다. 디스크 벤더는 중복 제거 기능을 내세우면서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 양을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중복 제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복 제거를 사용할 때 달성 가능한 비율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포함하여 유지
정책, 데이터 변경률, 백업 빈도, 데이터 세트 크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중복 제거된 데이터는
복원하거나 테이프로 이동하기 전에 재구성해야 하므로 처리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고객이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는 중복 제거가 효과적이지만 모든 데이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디스크의 데이터를 중복 제거하여 디스크 기반 백업에 대한 온라인 스토리지 요구 사항을
최소화한 후에 오래되고 가끔 사용하는 데이터를 테이프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The Clipper Group의 보고서(Disk and Tape Square Off Again(다시 시작된 디스크와 테이프 간의 공방),
2008년 2월)에서는 계층형 D2D2T(Disk‐to‐Disk‐to‐Tape) 전략에서 디스크와 테이프의 "상호
보완적인 가치"를 분석했습니다. D2D2T 계층형 스토리지 전략을 활용하면 데이터 센터에서
디스크를 통해 가장 최근 데이터에 신속하게 액세스하고 테이프를 통해 과거 데이터에 니어라인,
즉 거의 온라인과 가깝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테이프 라이브러리는 디스크에 비해 구매와 운영
비용이 적게 들고 상당히 적은 에너지만 소모합니다. 테이프는 상시 회전하지 않으므로 에너지
소모가 디스크에 비해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오늘날의 테이프 라이브러리는 자동 압축, WORM
기능 및 암호화 기능도 갖추었습니다(뒤에서 자세히 설명).
또한 테이프는 인건비 측면에서도 디스크에 비해 적게 듭니다. 스토리지 관리자당 관리할 수 있는
페타바이트 비율이 다른 스토리지 미디어에 비해 테이프가 높습니다. 이는 테이프를 포함하는
통합 스토리지 솔루션에 데이터가 저장된 경우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관리 작업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이프는 보관 수명도 깁니다. 테이프를 아주 오래 전부터 사용해 왔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데이터
저장 방법과는 상관없이 언젠가는 해당 기술이 노후되면 교체해야 합니다. 수 페타바이트 분량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테이프 스토리지 미디어는
데이터를 매우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으므로 아카이브 데이터에 이상적입니다. 테이프에 저장된
데이터는 나중에 마이그레이션하기까지 최장 10년 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디스크의 경우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주기로 완전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통념 3: 테이프는 이미 사라졌고 어떤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데이터 센터 관리자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테이프 스토리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엔터프라이즈 IT 조직의 대부분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특정 형태의 계층형 스토리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테이프는 기반 계층을 담당하여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ESG 요약 보고서인 NERSC – Success with Primary Data on
Tape(테이프 상의 기본 데이터 보관의 우수성)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의 거의 절반이 자기
테이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데이터 보관, 가용성, 보안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수많은 규정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은행 모두가 Oracle의 테이프 스토리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통신 회사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회사 모두가 사용하고 있고, 제약 회사의 경우 10대 회사 중
8개 회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4번째 통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념 4: 테이프는 안정성이 떨어진다.
실제로는 테이프가 디스크 스토리지에 비해 수십, 수백 배 안정적입니다. 테이프 스토리지는
안정성 측면에서 엔터프라이즈급이며, 전 세계 은행과 통신 회사가 이를 입증합니다. Oracle의
엔터프라이즈 테이프 제품의 경우 비트 오류율(BER)이 매 10E19비트의 전송 데이터당 1비트
발생하며, 이는 엔터프라이즈 디스크에 비해 4백만 배 이상 안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테이프 스토리지를 완전히 폐기하고 디스크로 전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규모 RAID
구성이 필요하며 RAID 컨트롤러를 구매해야 합니다. 디스크에는 오류가 발생하며 컨트롤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크 벤더와 협상하면서 안정성 문제를 논의할 때 합리적인 비교 데이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을 낮추려고 하면 벤더는 RAID 컨트롤러 없이 JBOD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에 걸맞은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또는 RAID가 포함된 최고급
디스크와 저가 테이프의 안정성을 비교할지도 모릅니다. 비교는 동급의 대상끼리 해야 합니다.
디스크가 테이프보다 안정적이라는 수치를 받아 보셨다면 제대로 된 비교 데이터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당연히 안정성이란 정상 작동하는 수준 이상을 의미합니다. 스토리지의 경우 안정성은 데이터가
유지되며 바깥으로 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안의 문제이며 다음 통념 5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통념 5: 테이프는 다른 스토리지 미디어에 비해 보안 위험이 크다.
물론 테이프를 들고 이동할 수는 있습니다. 애초에 이동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테이프 데이터를 스토리지 시설로 운반할 때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정보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뉴스거리가 됩니다. 2009년에 뉴욕 경찰청에서 연금 관리 부서의
민간인 직원이 수천 명의 전/현직 경찰의 개인 정보가 담긴 백업 테이프 8개를 훔쳐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러한 사건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테이프는 중학교 사물함에 있는 오디오 테이프를 누군가
훔쳐갈 수도 있는 것처럼 아주 오래 전부터 휴대식이었습니다. 따라서 테이프 암호화는 다른
스토리지 미디어에서 암호화가 논의되기 훨씬 전부터 필수적이었으므로 다른 어떤 스토리지
방식에 비해 상당히 발전되었습니다.
테이프 암호화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투명합니다. 즉, 테이프 드라이브에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성능 저하 없이 전체 속도로 쓰기/읽기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암호화된 테이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암호화를 해제할 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는 모든 스토리지 계층과 미디어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만일 디스크 드라이브가 고장
나서 벤더로 반송해야 한다면 이동 중인 테이프와 마찬가지로 보안 취약성에 노출됩니다. 점점 더
많은 IT 조직에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를 고려할 것입니다.
그런데 암호화에 대해서라면 테이프가 이미 몇 년은 앞서 있습니다.
결론
디스크 스토리지는 기업 데이터 스토리지 전략에서 중요하지만 디스크 기반 솔루션만 판매하는
벤더와 만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테이프 스토리지가 디스크에 비해 열등하다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구식 솔루션이라는 식의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테이프와 디스크 스토리지 시스템은 계층형 스토리지 전략에서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렴한 테이프 계층을 장기 백업과 아카이빙 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기업 데이터 센터에 스토리지 용량을 추가하려고 할 때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벤더가 비교 조건을 왜곡하여 테이프가 디스크에 비해 안 좋거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처럼
보이도록 시도하지 않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완전한 포트폴리오를 갖추지 못하고 디스크만
판매하는 벤더를 주의하십시오.
테이프 스토리지 기술이 여러분의 거실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데이터 센터에서도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