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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데이터 폭증으로 인한 시스템 및 스토리지 성능저하에 따른 upgrade와 용량증설 등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단편적인 증설에 의한 해결보다는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 관점의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업의 운영 중인 스토리지 시스템의 운영 상태와 데이터 가치 분석을 통한 정보수명주기 기반 스
토리지 계층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하고 구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체계화된 데이터 관리방안 수립과 정보수명
주기 기반 계층화된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재구성한 후 기존 대비 약 21%의 전체 Throughput이 개선되었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품질유지 및 운영비용 절감에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정보수명주기, 데이터 가치분석, 스토리지, 계층화, 데이터 관리기법

Abstract  In the recent, due to explosion of Digital Universe, the performance of computer and storage system 
is reducing. Therefore, the upgrade and capacity expansion needs is growing. Countermeasure for this problem is 
required fundamental and long-term solutions rather than piecemeal expansion. In this paper, we establish a data 
management policy for an enterprise through the operational status of storage system and the analysis of data 
value of it, and implement ILM-based tiered storage system on the basis of thes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e overall throughput was improved about 21% compared to the existing system, it is very effective to 
maintain continuous quality and reduce operating costs in the long term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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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폭발하는 기업의 데이터 증가세가 멈출 을 모르고 

있다. IDC에 따르면 기업의 데이터 장용량은 매년 

50% 넘게 늘어나고 있으며, SNS 트래픽은 지난 1년간 

무려 500%나 늘어 체 기업 역폭의 36%를 차지하게 

다. 최근 몇 년 사이 폭발 인 데이터의 증가와 IT의 

유연성을 높이기 한 가상화 도입에 따라 스토리지의 

리와 비용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1]. 

IT World Korea가 2011년 2/4분기 국내 기업의 스토

리지 담당자들을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재 스토리지와 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약 40%

가 데이터 증가와 스토리지 리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29%만이 데이터 활용도나 요도 별로 스토리지를 구분

해서 장하고 있다. 데이터 폭증에 따른 문제 들에 

한 해결책으로 스토리지 Thin Provisioning을 상하며 

해당 기술로는 Reclaim, ILM(Information Life-cycle 

Management), 스토리지 계층화(Tiering)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데이터의 가치를 심으로 계층화

하는 ILM과 스토리지 도입비용 감 효과가 뛰어난 계

층화 기술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있으나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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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를 제외한 부분의 기업은 스토리지 계층화의 도

입계획이 없거나 기술 자체를 모르고 있다[1][2][3].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스토리지를 도입하여 운용한 지 꽤 

오래 된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데이터 폭증에 따른 스토

리지 문제 해결 방안으로 더 이상 통 인 방식으로는 

데이터의 효율 인 보 ·운용이 어려우며 리에 더 많

은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

지 사정으로 일단 장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데 주력하

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장기 이고 근원 인 스

토리지 문제 해결방안으로 기업에서 운  인 시스템에 

정보수명주기 리기법과 계층형 스토리지 리기법을 

용, 구 하여 그 효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기

법들이 얼마나 기존 스토리지의 활용도를 증 시키고 효

율 인지 보여 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당면한 데이터 폭

증에 따른 스토리지 문제 해결에 한 가이드를 제시하

고자 한다. 이를 해 2장에서는 정보수명주기 리기법

의 구 사상  구  방법론에 한 개념  정의  차

를 기술하 다. 그리고 제 3장과 4장에서는 정보수명주

기 리기법의 구 사상  방법론을 기반으로 실제 운

환경을 분석하고 문제 을 도출하 으며 이에 한 개

선방안으로써 스토리지 계층화 구  과정을 제시하 다. 

제 5장에서는 계층형 스토리지 모델  구  결과를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 으로써 그 결과를 분석하 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본 논문의 공헌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2. 정보수명주기와 스토리지 계층화기법

2.1 정보수명주기

2.1.1 구현 사상

정보수명주기 리기법은 기하 수 으로 늘어가는 

정보를 단순 장하는 리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으로부터 출발하 다. 일반 인 생명 순환주기 개념을 

데이터 리에 반 한 것으로 데이터도 최  생성→활용

→ 장→백업→삭제 등과 같은 일련의 수명주기가 존재

한다고 보는 개념으로 핵심은 데이터를 정보가치의 변화

에 따라 분류하고 업무환경에 가장 합한 운  인 라 

구조를 제공하기 한 정책, 로세스, 도구를 총칭하는 

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4][5][6]. 

이러한 정보생명주기 리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실제 

업무환경에 기 되는 개선효과는 첫째, 가치 있는 데이

터에 한 식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업무담당자의 

처리 로세스를 단순화할 수 있다. 둘째, 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DRP (Disaster Recovery Plan)

와 같은 백업  복구 차 수립을 한 당 성  용량산

정, 소요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셋째, 데이터 가치를 기

으로 인 라 구성  리비용을 재 산정함으로써 소

요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보다 가치 있는 데이터를 리하는 비용으로 가용할 수 

있다[4][7][8].

2.1.2 구현 방법론

효율 인 정보수명주기 리 략 수립을 해 다음 

항목들이 구 단계 이 에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재 

운  인 핵심 로세스  어 리 이션에 한 반

이고 포 인 검토를 통해 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데이터 증가 추세에 한 한 안이 제시되어야 한

다. 둘째, 모든 데이터 자산은 리 략을 기반으로 한 

앙 집 리가 가능해야 한다. 셋째, 모든 업무 어 리

이션, 로세스  자원들은 정보수명주기 정책을 기반

으로 처리, 운 되어야 한다. 넷째, 정보수명주기 리

략은 모든 유형의 운 시스템과 스토리지 랫폼에 용

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정보 

요도에 따른 차등화된 자원 리를 수행함으로써 자원  

비용 리 측면에서 최 화 방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

다[4][7][8].

정보수명주기 리기법 용을 한 구 단계는 아래

와 같다. 첫째, 데이터 분류단계이다. 리 상 주체가 되

는 데이터 유형  사용패턴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과정

으로써 정보가 지니는 실질 인 가치와 연 된 험도를 

규정하고 이해하는 단계이다. 데이터 상호간 업무 연

성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요성, 서비스  스토리지 수

을 단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기 을 용하여 데이

터를 분류하게 된다. 

(1) 데이터 속성  리, 활용도, 험도

(2) 데이터 활성도 (Active)  사용 로세스

(3) 데이터 가치  제반 사용비용

(4) 데이터 가치향상 방안  노력

(5) 데이터 정책 (정보처리  기록 리)

둘째, 데이터 리정책 수립단계이다. 데이터 분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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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통해 악된 활성 데이터와 비활성 데이터에 한 

차별화된 리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활성 데이터는 

데이터 리 자동화  효율성 측면에 을 두고 스토

리지 내부에서 제공하는 Virtual Provisioning  스토리

지 가상화, 정책기반 데이터 배치  Migration, 단순화

된 일시스템 통합기능으로 리되는 데이터를 의미한

다. 그리고 비활성 데이터는 장기간 안정 인 데이터 보

측면에 을 두고 리되는 데이터를 말하며 Email, 

Database, File Archive, 규정 수를 한 장기보  데이

터 등을 사례로 볼 수 있다. 데이터 리정책에서는 활성 

데이터에 해서는 보다 높은 데이터 보호수   가용

성을 제공할 수 있는 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비활

성 데이터에 해서는 정보수명주기 사상을 용하여 

한 백업  삭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업무 

처리 로세스 복잡성을 감소하기 한 환경 리 단계이

다. 넷째, 속성에 따라 분류된 데이터를 리정책에 명기

된 정한 수 의 인 라를 제공하는 스토리지 역에 

장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스토리지 계층화를 

구 하고 활성  비활성 데이터 구분에 따라 서로 상이

한 데이터 보호수 과 어 리 이션 응답속도를 보장하

는 최 화된 스토리지 계층에 Data Migration을 통해 이

동하게 된다[8][9][10].

2.2 스토리지 계층화 

스토리지 계층화 개념은 [그림1]에서 시한 바와 같

이 동일 스토리지 내부에 서로 상이한 스토리지 벨과 

특성을 정의하고 있다. 각각의 스토리지 계층은 서로 다

른 데이터 보호수 과 성능, 데이터 근빈도를 정의함

으로써 어 리 이션 성능향상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한 시간이 경과 할수록 변화하는 데이터 가치를 고려

하여 데이터를 한 수 의 스토리지 벨로 재배치함

으로써 비용 감 효과가 크다. 이와 같은 계층형 스토리

지는 크게 랫폼 간 계층화와 랫폼 내부 계층화로 구

분될 수 있다. 랫폼 간 계층화는 스토리지 벨을 스토

리지 단 로 별도 구성함으로써 업무별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으나 랫폼 내부 계층화 구  방식에 비하여 상

으로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문제 이 있다. 

[그림 1] 계층형 스토리지 개요

이에 반해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랫폼 내부 계

층화는 기존 랫폼 계층화 구 방식에 비해 도입비용과 

운 비용을 감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유연성 증가, 서

비스 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장 을 제공한다. 

랫폼 내부 계층형 스토리지 구 을 통해 지향하는 

구성환경은 [그림1]과 같이 활성 데이터로 분류된 데이

터에 해서는 상 으로 빈번한 I/O 요청이 발생하게 

되므로 어 리 이션 응답속도 개선에 주안 을 두고 보

다 우수한 성능의 디스크 역에 데이터를 장하고, 비

활성 데이터는 I/O 발생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성능 

보다는 비용 개선에 주안 을 두고 가격 비 용량효과가 

높은 디스크 역에 데이터를 장한다. 

스토리지 계층화는 스토리지 성능개선을 검토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극복할 수 있으며 사

에 정의된 스토리지 벨을 통해 어 리 이션 I/O 성능 

보장과 불필요한 Data Migration을 일 수 있는 안으

로써 스토리지 계층화 개념이 최근 각 을 받고 있다

[7][8][11].

3. 시스템 운영환경 분석

운 환경 분석 상 기 은 국내 제품 매  해외 물

품수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써 물류 배송

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부 실  보고를 한 분

기별, 연간 통계데이터 분석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정보수명주기 사상을 토 로 실제 운 환경을 분석함

으로써 데이터 리 황  운 상 문제 을 검하고자 

평가 → 데이터 수집 → 성능분석 단계로 진행 하 다. 

평가 단계에서는 운  시스템 구성 황  주요 리정

책 검토를 통해 반 인 운 환경을 악하 으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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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시 스 템

업무

단

향

내부

업무

매주

1회

이상

하
사인원

5% 이하

생산이력 리시스템

업무

생산성

하

재고 리 시스템

경 리 시스템

생산통계 시스템

기본통계 시스템

자산 리 시스템

매일

1회

이상

사인원

25%이하

해외시장 정보시스템

외부 홈페이지 시스템

사인원

50%이하

재고 리 시스템

지리정보 시스템

상
사인원

75% 과

지식포탈 시스템

업무메일 시스템

인사 리 시스템

매일

1회 

이상

상
사인원

75% 과

자결제 시스템 법

소송업무 리 시스템

업무

용도

일평균

처리

건수

데이터 

속성
업무 시스템 운  Host 내역

내부

업무

100건

이하

정형

생산이력 

리시스템
UNIX 서버

재고 리 시스템 UNIX 서버

자산 리 시스템 UNIX 서버

기본통계 시스템 UNIX 서버

생산통계 시스템 UNIX 서버

정형/

비정형

외부 

홈페이지 시스템

Windows NT 

서버

비정형 지리정보 시스템 UNIX 서버

1 , 0 0 0

건

이하

정형/

비정형

해외시장 

정보시스템
UNIX 서버

경 리 시스템 UNIX 서버

지식포탈 시스템
Windows NT 

서버

인사 리 시스템
Windows NT 

서버

5 , 0 0 0

건

이하

정형/

비정형

자결제 시스템 UNIX 서버

업무 리 시스템 UNIX 서버

비정형 업무메일 시스템 UNIX 서버

자 인터뷰를 통해 주요 업무 어 리 이션, 이 들을 통해 

생성되는 주요 데이터 유형  수명주기에 련된 데이

터 속성을 악하 다. 데이터 수집단계에서는 DB  스

토리지 사용 황 악에 필요한 성능로그 수집을 진행하

으며 수집일자는 주요 업무별 실 보고를 해 업무시

스템 사용률이 가장 활발한 25일로 결정하 다. DB 성능

로그 수집을 해 Oracle AWR(Automatic Workload 

Repository)을 활용하여 DB 기 이벤트  시스템 통계 

정보, 데이터베이스 부하 정보, SQL 수행 정보, 활동 세

션정보 등을 수집하 으며 스토리지 성능로그의 경우 스

토리지 벤더에서 제공하는 STP Collector를 활용하여 개

별 디바이스  디스크 성능자료를 수집하 다. 성능 분

석단계에서는 스토리지 벤더에서 제공하는 성능분석 도

구인 SymmMerge와 자동화된 DB 성능분석  튜닝 도

구인 AWR를 활용하여 실시하 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들이 baseline data로 향후 계층화 후 비교 분석 시 

활용되었다.

3.1 주요업무 현황 분석

업무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운 환경 분석 상기

의 사용자 인원을 기 으로 업무 요도를 구분하고 이

용 빈도를 악하 으며 해당 업무가 단되었을 경우 

미치는 향정도를 조사하 고 결과는 <표1>과 같다.

<표 1> 주요 업무 시스템 및 중요도 분류

3.2 데이터 관리현황 분석

3.2.1 데이터 속성 및 중요도

<표1>을 통해 악된 주요 업무시스템을 기 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속성에 해 살펴보았다. 업무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악된 부분의 업무 데이터는 DB  메

일 어 리 이션을 통해 생성  유지, 리되고 있었으

며 <표2>와 같이 크게 정형 데이터(Structured Data)와 

비정형 데이터(Unstructured Data)로 구분할 수 있었다. 

DB 어 리 이션을 통해 생성되는 정형 데이터와 

Mail 어 리 이션을 통해 생성되는 비정형 데이터, 기

타 이미지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가 약 4:6 비율로 존재하

고 있었다. 특히 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생성되는 이미

지 련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아카이  속성을 갖고 있

는 수십만 개에 달하는 작은 일들로써 련 제품 운송

이 완료되는 시  이후로는 해당 데이터에 한 I/O 발생

률이 거의 무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한 <표1>을 

통해 데이터 요도가 낮게 단된 통계  리시스템

의 경우 특정 시기 혹은 업무요청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데이터 I/O 발생률이 극히 미미한 특성을 확인

하 다.

<표 2> 주요 업무 시스템 별 데이터 유형

데이터 요도는 DB 어 리 이션 데이터 < 메일 어

리 이션 데이터 < 이미지 데이터의 순으로 정의 되었

으며, 특히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 제품 배송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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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요

도

데이터

보

주기

업무 시스템

할당

용량

(GB)

소멸

상 

용량

(GB)

체

비율

(%)

상 5년

업무메일 시스템 1,200 320 26.7%

인사 리 시스템 120 10 8.3%

지식포탈 시스템 600 400 66.7%

자결제 시스템 300 50 16.7%

업무 리 시스템 600 100 16.7%

3년

외부 

홈페이지 시스템
120 0 0.0%

해외시장 

정보시스템
240 20 8.3%

재고 리 시스템 600 60 10.0%

지리정보 시스템 2,400 800 33.3%

하 2년

생산이력 

리시스템
1,200 450 37.5%

경 리 시스템 120 20 16.7%

생산통계 시스템 1,200 400 33.3%

기본통계 시스템 960 300 31.3%

재고 리 시스템 600 250 41.7%

자산 리 시스템 720 320 44.4%

총 

계
- - 10,980 3,500 31.9%

완료된 이후에는 데이터 요도가 격하게 하되는 특

성을 갖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데이터 요도 분석을 통해 요도가 높

은 데이터 에서도 비교  높은 I/O 발생률을 보이는 데

이터를 “활성 데이터” 라로 명명하고, 상 으로 낮은 

I/O 발생률을 보이는 데이터를 “비활성 데이터” 라고 명

명한다. 

3.2.2 데이터 백업 및 소멸

업무 시스템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에 한 백업방

식과 데이터 생명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소멸단계에 한 

처리과정을 살펴보기 한 데이터 보   백업 정책을 

검토한 결과 <표3>과 <표4>와 같았다. 

데이터 백업정책을 검토한 결과 업무 요도가 상

으로 높고 데이터 변동량이 많은 것으로 악된 업무 

시스템의 경우 일일 증분 백업과 주간 체 백업을 병행

하여 실시하고 있었으며 1차 스토리지 데이터 백업, 2차 

테이  백업, 그리고 재해복구 상황에 비하기 해 매

월 2회 운 센터와 분리된 별도의 백업 사이트에 3차 소

산백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데이터 소멸과 련된 데이

터 보 정책의 경우 <표4>와 같이 데이터가 생성되는 

업무 시스템 요도를 기 으로 최소 2년에서 최장 5년

까지 업무 시스템 별로 차별화된 데이터 보 주기를 명

시하고 있었다. 

<표 3> 주요 업무시스템 별 데이터 보관 및 백업주기

업무

요

도

업 무 시 스 템 백 업 방 법
백업 

주기

상

업무메일 시스템

스토리지 

백업 (1차)

LTO Drive백업 

(2차)

소산 백업 (3차)

증 분 백 업 

(일별)

체 백 업 

(주별)

인사 리 시스템

지식포탈 시스템

자결제 시스템

업무 리 시스템

외부 홈페이지

시스템

해외시장 정보시스템

재고 리 시스템

지리정보 시스템

하

생산이력 리시스템

LTO Drive백업  

 (1차)

체 백 업 

(주별)

경 리 시스템

생산통계 시스템

기본통계 시스템

재고 리 시스템

자산 리 시스템

<표 4> 업무시스템 별 데이터 보관주기/기간초과 용량

3.3 DB 운영환경 분석

오라클의 StatsPack, AWR Report 성능 리 패키지를 

이용하여 DB 어 리 이션 운 환경 분석을 해 어

리 이션 워크로드 특성  반 인 DB I/O 성능, 테이

블 스페이스 역정보를 분석하 다. 운  DB 어 리

이션 워크로드 유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림2]와 같이 

Many Read, Few Writes 특성을 보이는 형 인 의사

결정  용량 데이터 장업무용 DB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Logical Read’는 DB 어 리 이션 메모리 역을 

통해 수행되는 논리  I/O를 의미하며 ‘Physical 

Read/Write’는 스토리지 역을 통해 수행되는 물리  

I/O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DB 어 리 이션 응답속도에 

지 한 향을 미치는 성능 요소이다.

 

[그림 2] DB 어플리케이션 Physical Read &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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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B File Sequential Read Event
 

이번에는 DB 어 리 이션 성능에 지 한 향을 주

는 Top 5 Timed Event를 확인해 본 결과 [그림3]과 같이 

‘DB File Sequential Read’를 수행하는 경우 평균 기시

간이 6ms로써 DB 어 리 이션 응답속도 하를 발생

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DB 

Time’ 항목 한 81.05%라는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발생하는 I/O 발생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그림4]와 같이 특정 테이블 스페

이스(DATA_0, INDEX_0)가 각각 500만 건과 300만 건

이 넘는 높은 수 의 Reads Count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

당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평균 응답속도 한 

각각 9ms, 5ms로 매우 낮다. 이는 특정 스페이스에 I/O 

발생이 집 된 반면 평균응답속도는 느려 많은 DB 어

리 이션의 성능 하 주요 원인으로 단된다.  

 

[그림 4] 테이블 스페이스 I/O 및 응답속도

최근에 DB 어 리 이션 성능 하 문제를 개선하기 

해 SQL 튜닝  데이터베이스 구조진단을 수차례 진

행하 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그림5]의 

시와 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DB 어 리 이션에

서 요구하는 스토리지 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사

용자가 체감하는 응답속도는 차 하되고 있는 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었다. 

[그림 5] 테이블 스페이스 경합 사례

3.4 스토리지 운영환경 분석

데이터가 물리 으로 장되어 있는 스토리지 운 환

경에 한 분석을 해 분석 상 기 의 시스템  스토

리지 할당내역을 악한 결과 [그림6]과 같이 각각의 운

 호스트가 이 화된 SAN Switch를 통해 스토리지들

이 연결되어 있다.

[그림7]은 운 환경 스토리지 내부 주요 구성요소를 

악한 것으로 스토리지 내부에 이 화된 8GB 메모리와 

RAID-1 데이터 보호수 인 146GB 디스크 그룹 3개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디스크 그룹은 Fiber Channel 타입

의 HDD로 15,000RPM을 지원하고 있었다. 디스크 그룹

은 어 리 이션 용량 증설요청이 있을 때마다 지속 으

로 증설되어 왔음을 업무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 운영 시스템 볼륨할당 구성도

 [그림 7] 운영환경 스토리지 내부 구성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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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내부에 장착된 디스크 용량 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체 디스크 물리용량은 23,360GB이며 LV에 

용된 데이터 보호수  RAID-1에 따라 실제 사용 가능

한 가용용량은 11,680GB (12GB LV * 973 EA)로 확인되

었다. 

<표 5> 운영환경 스토리지 용량산정 내역 

RAID

Type

Disk 

Group #
RPM

용량

(GB)

수량

(EA)

물리

용량

(GB)

LV

(GB)

LV

(EA)

가용

용량

(GB)

RAID-1

(Mirror)

# 1 15K 146 40 5,840 12 243 2,920 

# 2 15K 146 60 8,760 12 365 4,380 

# 3 15K 146 60 8,760 12 365 4,380 

총 계 15K 146 160 23,360 - 973 11,680 

 

<표6>은 스토리지 운 볼륨 사용 황 악을 해 

개별 호스트 일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로 각 업무 시스

템 별로 할당된 스토리지 용량과 스토리지 체 할당용

량을 산정해 보니 여유용량이 약 700GB 정도 남아있는 

상태 다.

<표 6> 주요 업무 시스템 별 스토리지 할당내역 

업 무
 요 
도

OS
Version

업무 시스템
LV
(GB)

LV
(EA)

할당
용량
(GB)

상

IBM AIX 5.3 업무메일 시스템 12 100 1,200 

Window NT
(Window2008SE)

인사 리 시스템 12 10 120 

지식포탈 시스템 12 50 600 

HP-UX 11.31
자결제 시스템 12 25 300 

업무 리 시스템 12 50 600 

Window NT
(Window2008SE)

외부 홈페이지
시스템

12 10 120 

IBM AIX 5.3

해외시장 정보시
스템

12 20 240 

재고 리 시스템 12 50 600 

지리정보 시스템 12 200 2,400 

하

IBM AIX 5.3

생산이력 리시
스템

12 100 1,200 

경 리 시스템 12 10 120 

생산통계 시스템 12 100 1,200 

기본통계 시스템 12 80 960 

SUNOS 5.10
재고 리 시스템 12 50 600 

자산 리 시스템 12 60 720 

합 계 - - - 915 10,980 

3.5 스토리지 관리 및 운영 문제점

지 까지 살펴본 운 환경 스토리지 내부구성  사

용 황을 바탕으로 상되는 문제 에 해 구체 으로 

분석하고자 업무량이 집 되는 월별 업무 마감일을 선택

하여 스토리지 벤더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 환경 분석 

도구인 STP Navigator를 활용하여 스토리지 성능자료를 

수집하 다. 

 [그림8]은 스토리지 내부 체 디바이스 상에서 발생

하고 있는 I/O 내역을 보여주는 그래 로써 X축에는 스

토리지 디바이스 역이, Y축에는 디바이스 상에서 발생

하는 I/O 발생수치를 표기하고 있다. 

[그림9]는 업무 시스템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의 업

무 시간 별 일 평균 I/O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그림 8] 전체 디바이스 구간별 I/O 발생내역

 [그림 9] 업무 시간대별 I/O 발생 추이
 

3.5.1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정책

데이터 리정책에서 확인된 문제 으로는 첫째,  

<표4>와 같이 리정책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운  

시에는 반 되지 않은 상태로 체 스토리지 역  약 

32%의 소멸 상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스토리지 용량 리 효율성 하  데이터 리 복잡성 

증가, 불필요한 스토리지 용량증설이 발생된다. 둘째, 

재 운  인 백업 정책을 검토한 결과 법정 보 주기가 

과된 업무 데이터에 한 별도의 백업정책이 수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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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요

도

주요 업무

시스템

데이터 등 분류

Platin

um
Silver Bronze

상

업무메일 시스템 DB 

데이

터

I/O 

집

역

어 리

이션

설치 역

메일  

DB 데이

터 역

어 리 이션

운 로그

장 역

인사 리 시스템

지식포탈 시스템

자결제 시스템

업무 리 시스템

외부 홈페이지

시스템

N/A

DB 데이

터

역

어 리 이션

설치 역  

운 로그

장 역

해외시장

정보시스템

재고 리 시스템

지리정보 시스템

하

생산이력

리시스템

N/A N/A

어 리 이션 

설치 역

장기 보 용

통계 데이터 

장 역

경 리 시스템

생산통계 시스템

기본통계 시스템

재고 리 시스템

자산 리 시스템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멸 상으로 분

류된 데이터 역이 증분  체 백업 상에 계속 포함

됨으로써 백업 비용과 용량이 지속 으로 증가하는 문제

이 발생하게 된다. 

 
3.5.2 데이터 그룹 운영 및 보호 메커니즘

[그림8]에서 좌측의 붉은 색 역은 스토리지 체 

역  약 15%를 차지하고 있고 당 어 리 이션 I/O 

발생 비율이 평균 100회 이상으로 표 인 활성 데이터 

역이며, 반면에 우측의 약 40%를 차지하는 녹색 역

은 평균 10회 미만인 형 인 비활성 데이터 역으로

써 활성 데이터와의 편차가 약 10배 이상 발생한다. 서로 

특성이 이한 유형의 데이터가 동일 디스크 그룹 내에 

혼용되고 있어 어 리 이션 간 I/O 간섭에 의한 어 리

이션 응답속도에 악 향을  수 있다. 

재 사용 인 RAID-1 유형의 디스크 경우 다른 유

형에 비해 고비용이지만 Write 성능이 우수하고 Write 

Penalty가 낮아 DB 어 리 이션 볼륨으로 가장 선호되

고 있으나, [그림8]과 [그림9]와 같이 확연히 활성 데이터

와 비활성 데이터로 분류되는 데이터들이 모두 RAID-1

으로 구성되어 있어 데이터 특성에 따른 차등화된 보호

수 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 비활성 데이터 역

으로 분류된 아카이  속성의 데이터를 고가의 RAID-1 

유형으로 보 함으로써 고객 TCO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3.5.3 데이터 저장매체

일반 으로 디스크 매체 유형별로 매우 다양한 성능

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 비용도 큰 차이가 있는데 서로 

매우 다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활성  비활성 데이터

들을 구분 없이 모두 물리  특성이 동일한 FC(Fiber 

Channel) 디스크 매체에 장하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 

보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단된다. 

4. 시스템 개선방안

스토리지 시스템 운 환경 분석 결과 도출된 문제

들은 체계화된 데이터 리정책의 부재에 따른 비효율

인 스토리지 운 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 다. 이를 개

선하기 하여 효율 인 데이터 리정책 수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ILM 기반 계층형 스토리지 구 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한다.

4.1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정책 수립

업무 시스템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 유형분석을 통

한 데이터 자체의 가치를 체계 으로 분류함으로써 보다 

효율 인 데이터 운   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 수

립을 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개선하 다. 

첫째, 업무 시스템 별 데이터 유형분석을 통해 데이터 

가치를 분류하고 데이터에 한 등 을 <표7>과 같이 

Platinum(상), Silver( ), Bronze(하)로 분류하 으며 

Platinum과 Silver 등 은 활성 데이터 구간으로, 그리고 

Bronze 등 은 비활성 데이터 구간으로 분류하 다.

 

<표 7> 주요 업무별 데이터 중요도 구분

<표 8> 데이터 등급별 스토리지 인프라 환경

RAID

유형

데이터

요도

데이터

등

성능

요구

사항

(IOPS)

RAID 검토사항

RAID-1

상
Platinum

(신규구성)

5,000

이상

* 디스크 효율성 낮음 

 (50%)

* RAID-5 비

 고비용

* RAID-5 비 낮은 

  Write Penalty

Silver

( 재 역)

120~

167

RAID-5

(7D+ 

1P)

하
Bronze

(신규구성)
80

* 디스크 효율성 높음 

 (75%)

* RAID-1 비

 비용, 

* Random & 

  Sequential R/W

  성능우수

* Parity Write 

  Penalty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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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요

도

업무 시스템

기존 

할당용

량

(GB)

데이터 역별

산정용량 (GB)

Platinum Silver Bronze

상

업무메일 시스템 1,200 0 960 240 

인사 리 시스템 120 24 72 24 

지식포탈 시스템 600 120 420 60 

자결제 시스템 300 60 180 60 

업무 리 시스템 600 180 360 60 

외부

홈페이지 시스템
120

0

96 24 

해외시장

정보시스템
240 192 48 

재고 리 시스템 600 480 120 

지리정보 시스템 2,400 480 1,920 

하

생산이력

리시스템
1,200

0 0

1,200 

경 리 시스템 120 120 

생산통계 시스템 1,200 1,200 

기본통계 시스템 960 960 

재고 리 시스템 600 600 

자산 리 시스템 720 720 

총계 - 10,980 384 3,240 7,356 

둘째, 신규로 수립한 데이터 리정책에서는 <표7>을 

통해 분류된 데이터 등 을 기 으로 차별화된 데이터 

가용성  응답속도 보장이 가능하도록 <표8>과 같이 

디스크 유형  데이터 보호수 에 한 기 을 마련하

다. 활성 데이터에 해서는 높은 응답속도와 데이터 

가용성을, 비활성 데이터는 응답속도는 상 으로 느리

지만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차등화된 스토리지 인

라 환경을 제공한다. 

셋째, 기존 스토리지 역의 약 32 %를 유하고 있던 

비활성 데이터에 해서는 별도의 테이  백업을 수행한 

후 운  스토리지 내부에서 삭제하고 필요 시 별도의 백

업 서버 일시스템에 복원하여 사용하는 라이  사이클

을 반 한 리정책을 수립하 다. 

4.2 ILM 기반 계층형 스토리지 구성

재 스토리지 환경이 갖고 있는 비용과 성능 련 문

제 에 한 개선방안으로 활성 데이터는 보다 개선된 

I/O 응답속도를 제공하고 비활성 데이터에 해서는 데

이터 장비용을 개선할 수 있는 스토리지 계층화 용

을 제시하 다. 

 

4.2.1 응답속도와 데이터 가용성 확보방안

[그림8]과 같이 스토리지 내부 디바이스의 I/O 발생이 

당 100회를 상회하고 어 리 이션 응답속도에 민감한 

활성 데이터 역의 장매체로 재 사용 인 FC 타입 

디스크의 물리 인 성능지표가 미흡하므로 보다 우수한 

성능지표를 제공할 수 있는 SSD (Solid Status Drive) 

장매체로 새로운 스토리지 계층을 구성하여 I/O 집 에 

따른 어 리 이션 응답속도 하 상을 개선하기로 하

다. SSD는 모터를 사용한 기계 인 구동방식 때문에 

Sequential  Random I/O 처리에 한계가 있는 FC 디스

크의 문제 을 메모리 장방식으로 해결하여 최근 가격

비 성능이 우수한 스토리지 매체로 각 받고 있다[12] 

[13]. 비활성 역 데이터도 상 으로 속이나 가격

비 디스크의 효율이 우수한 SATA(Serial Advanced 

Technology Attachment) 디스크를 사용하여 새로운 계

층으로 분리하여 효율성을 확보하 다. 

4.2.2 스토리지 재구성으로 계층화 구현

비활성 데이터 역은 평상시에는 매우 낮은 I/O 발생

빈도를 보이나 월말, 분기, 연말에 업무실   통계자료 

수집을 한 규모의 배치작업이 발생한다. 이러한 

규모 배치작업에 의한 I/O 발생 시 비활성 데이터와 활성 

데이터가 동일한 물리  디스크 그룹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어 리 이션 간 I/O 간섭에 의한 활성 데이터와 

련된 DB 어 리 이션 응답속도에 심각한 악 향이 

상된다. 이러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해 두 데이터 

역을 물리 으로 구분하는 디스크 그룹의 재구성을 검

토하기 해 <표7>를 바탕으로 데이터 등 별 해당 업

무 역을 <표9>와 같이 분류하 다. 그 결과 약 11TB에 

해당하는 체 업무 데이터 역  Bronze 등 으로 약 

67% (7.3 TB)에 해당하는 비활성 데이터 역과 활성화 

데이터 역으로 Platinum 등  385GB, Silver 등  

3,240GB로 구분하 다.

<표 9> 주요 업무 시스템 별 데이터 등급분류

 

[그림 10] 계층형 스토리지 구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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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와 같이 분류한 Platinum, Silver, Bronze 등

의 데이터와 새로 검토한 장매체를 바탕으로 향후 확

장성을 고려하여 [그림10]과 같은 계층화 개념을 도입하

여 <표10>와 같이 디스크 그룹을 재구성하 다. 

<표 10> 스토리지 재구성 내용

데이터

등

디스크 구성정보

Disk

Group
유형

RAID

Type

용량

(GB)

수량

(EA)

물리

용량

(GB)

가용

용량

(GB)

Platinum

(신규

구성)

# 4 SSD
RAID

-1
300 4　 1,200　 600

Silver

(기존

역)

# 1~3 FC
RAID

-1
146 160 23,360 N/A

Bronze

(신규

구성)

# 5 SATA

RAID

-5

(7D+

1P)

1,000 16 16,000　 14,000　

 

4.2.3 Data Migration 수행

스토리지 계층화 구 을 한 마지막 단계로써 Data 

Migration 수행내역에 해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10]과 

같이 3계층 스토리지 벨로 재구성하기 해 업무 데이

터 역  Platinum등  데이터는 SSD 장매체로 구

성된 Tier-0 역으로 Migration(Promotion)을 실시하

으며 Bronze등  데이터는 경우 SATA 장매체로 구성

된 Tier-2 역으로 Migration(Demotion)을 실시하 다. 

이 과정에서 재구성에 따른 디스크들의 logical volume 

name 변경과 련된 작업 외에는 기존 어 리 이션들

의 수정을 최소화하 다.

<표11>에 Migration할 데이터 용량을 산정하 으며 

<표12>, <표13>, <표14>와 같이 업무 시스템 별로 세분

화 하 다.

<표 11> Data Migration 전체 용량산정

업무

요도

Promotion

(GB)

Demotion

(GB)

Migration 

용량 (GB)

LV 

용량

(GB)

LV 

수량

(EA)

상 384 444 828 12 69

0 2,112 2,112 12 176

하 0 4,800 4,800 12 340

합 계 384 7,356 7,740 12 585

<표 12> 중요도 (상) Data Migration 용량산정

업무

요

도

Data 

Migration

유형구분

Migration 상용량 (GB)

총계
업무

메일

인사

리

지식

포탈

자

결제

업무

리

상

Promotion

(S i l ve r→ 

Platinum)

384 0 24 120 60 180

Demotion

(S i l ve r→ 

Bronze)

444 240 24 60 60 60

<표 13> 중요도 (중) Data Migration 용량산정 

업무

요

도

Data 

Migration

유형구분

Migration 상용량 (GB)

총계
홈페

이지

해외

시장

재고

리

지리

정보

Promotion

(S →  P)
0 0 0 0 0

Demotion

(S →  B)
2,112 24 48 120 1,920 

 

<표 14> 중요도 (하) Data Migration 용량산정

업무

요

도

Data 

Migration

유형구분

Migration 상용량 (GB)

총계
생산

이력

경

리

생산

통계

기본

통계

재고

리

자산

리

하

Promotion

(S →  P)
0 0 0 0 0 0 0

Demotion

(S →  B)
4,800 1,200 120 1,200 960 600 720 

Data Migration 진행을 해 [그림11]과 같이 별도의 

SAN Switch Zoning 작업과 4GB 역폭을 지원하는 

HBA를 추가 증설하 으며 Data Migration 수행도구로

는 Host OS 상에서 지원하는 “dd” 명령어를 활용하 다. 

[그림 11] Data Migration 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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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테스트 환경 구성 및 결과 평가

Data Migration을 통한 스토리지 재구성 후의 스토

리지 주요 성능지표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정보수명주기 

기반 계층형 스토리지 구 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해 

다음과 같은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 다.  

 객  신뢰도와 타당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IT 분

야에서 범용으로 사용되는 스토리지 부하 발생 도구인 

VDBench[14]와 성능 로그수집  분석도구인 Workload 

Analyzer[15]를 활용하여 개선  수집한 Baseline Data

와 개선 후 data들을 비교 분석하 다. 시험을 해 인

인 부하 발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VDBench 도구를 활

용하여 다양한 I/O workload 유형을 10분 주기로 3,000 

~ 21,000에 해당하는 I/O를 60분 동안 반복 으로 발생시

켰다.  

5.1 디바이스 I/O 발생 비교

활성 데이터와 비활성 데이터 역  각각 10개 디바

이스를 선별하여 Data Migration 후의 당 I/O 발생 

비율을 비교하 다. 이를 해 업무가 정상 으로 이루

어지는 월요일부터 요일까지 5일간 측정하여 일일 평

균을 용한 것이다. 그래  Y축은 당 I/O 발생 횟수, 

X축은 스토리지 디바이스 번호가 표기되어 있다. 

[그림12]와 [그림13]에서 알 수 있듯이 활성 데이터의 

경우 기존 비 약 21% 수 으로 당 I/O 발생 비율이 

크게 감소하 으나 비활성 데이터의 경우 그 변동률이 

극히 미미하 다. 

 

[그림 12] Total I/Os per sec (변경 전)

[그림 13] Total I/Os per sec (변경 후)

업무 시간 별 I/O 발생 비율을 확인해 보았다. [그림

14]와 [그림15]는 가장 높은 I/O 발생빈도를 보이는 활성 

디바이스 8개, 비활성 디바이스 2개를 표본으로 작성한 

그래 로써 시스템 성능에 향이 큰 활성 데이터는 계

층화 구성 이후 I/O 발생 비율이 약 6배 정도 감소하 음

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특정 디스크에 집 되어 있던 활

성 데이터 역이 골고루 분산되면서 발생한 효과로써 

반 인 스토리지  DB 어 리 이션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반면 비활성 데이터는 당 평균 I/O 발생 

수치가 5회 미만으로써 변경 후 차이를 거의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함을 알 수 있다. 그래  Y축은 당 

I/O 발생 횟수, X축은 시간 별 추이가 표기되어 있다. 

[그림 14] 업무 시간대별 Devices I/Os per sec(변경 전)

[그림 15] 업무 시간대별 Devices I/Os per sec(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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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디바이스 트랜잭션 처리량 비교

어 리 이션들이 주로 사용하는 활성 데이터로 분류

된 디바이스 역에 한 당 트랜잭션 처리량을 살펴

보았다. 확인 결과 스토리지 계층화 구  이 에는 [그림

16]과 같이 특정 디바이스 (0x020, 0x021, 0x022, 0x023)

에 평균 2,000KB의 트랜잭션 처리가 집 되면서 DB 어

리 이션 응답속도에 악 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스토

리지 계층화 구  이후 [그림17]과 같이 트랜잭션 처리가 

평균 480KB로 분산처리 되고 있어 체 으로는 평균 

약 2.8배 해당하는 병목 상 개선효과가 발생되었다. Y

축은 처리용량을 KB 단 , X축은 디바이스 번호가 표기

되어 있다.

[그림 16] 초당 트랜잭션 처리량 (KB) (변경 전)

[그림 17] 초당 트랜잭션 처리량 (KB) (변경 후)

5.3 디스크 매체별 Read / Write 비교

스토리지 계층화를 구성하기 에 사용한 FC 디스크

와 후에 추가 도입한 SSD 디스크 매체의 Read / Write 

성능 비교분석을 해 앞의 시험 환경 구성에서 언 한 

조건으로 VDBench 도구를 이용하여 부하를 발생시켰다. 

[그림 18] Disk Average Read/Write Size(KB)(변경 전)

[그림18]과 [그림19]를 비교한 결과 신규로 구성한 

SSD 디스크 매체의 Read Size 평균값이 약 120KB로써 

FC 디스크 역 비 2배 이상의 개선효과를 보이고 있

다. Y축은 처리용량을 KB 단 로, X축은 디바이스 번호

가 표기되어 있다. 란색 그래 는 평균 Read Size, 녹

색 그래 는 평균 Write Size 이다. 

[그림 19] Disk Average Read/Write Size(KB)(변경 후)

[그림20]과 [그림21]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FC 매체

에 있는 활성 데이터 역에 한 Read Time은 평균 약 

4.2ms이고 SSD 매체로 Migration 수행 후의 Read Time

은 평균 약 2.4ms로 약 2배의 성능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Write Time은 개선  약 6.2ms, 개선 후 약 

0.36ms로 약 17배의 폭 인 성능개선으로 DB 어 리

이션 응답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림 20] Disk 평균 Read/Write Time(ms)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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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Disk 평균 Read/Write Time(ms) (변경 후)

5.4 스토리지 시스템 Throughput 비교

부분별 성능개선 효과가 체 스토리지 시스템에는 

어느 정도 향을 미쳤는지 확인을 해 업무 시간  별 

스토리지 시스템 체 Throughput을 1주일간 측정한 후 

비교분석 하 다. 

 

[그림 22] Total Throughput to-from Hosts (변경 전)
 

[그림 23] Total Throughput to-from Hosts (변경 후)

[그림22]와 [그림23]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에는 약 

70,000KB/s이었으나 계층화 구  후에 약 85,000KB/s를 

나타내어 약 21%가 개선되었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 운  인 스토리지 시스템의 어 리

이션 성능 하와 빈번한 스토리지 용량증설 문제에 한 

보다 근본 인 해결방안으로 구 한 데이터의 가치분석

에 의한 정보수명주기 기반 스토리지 계층화를 통해 개

선된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험결과 재구성 에 비해 스토리지 시스템 

체 Throughput이 약 21% 개선되었고 가장 빠른 처리가 

요구되는 데이터 역에 SSD 매체를 도입함으로써 약 2

배의 Read Time, 약 17배의 Write Time 성능개선 효과

가 발생하 다. 한, 특정 디바이스에 집 되었던 I/O들

이 계층화에 따라 분산처리 됨으로써 약 2.8배의 병목

상 개선효과와 시스템 성능에 향이 큰 활성 데이터의 

경우 I/O 발생 비율이 약 6배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

냈다. 

둘째, 본 연구 수행 상 기업은 규모 산시스템을 

구축한지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재 데이터 

리정책을 검토한 결과 활성 데이터와 비활성 데이터에 

한 체계화된 정의와 분류기 이 없고 주요 업무시스템 

별 데이터 보 주기에 한 간략한 정의만 되어 있는 상

태 다. 이번 스토리지 계층화 수행과정을 통해서 데이

터의 가치분석을 통한 정보수명주기 기반의 데이터 리

정책이 시스템의 지속 인 품질유지  장기  에서 

운 비용 감에 매우 효과 임을 확인하 다. 따라서 

유사한 상태의 많은 기업들에게 좋은 참고가 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셋째, 기존 데이터 리정책에 정보수명주기 사상을 

목함으로써 스토리지 리 효율성을 증 시킬 뿐 아니

라 효율 인 데이터 리방안을 모색하 다. 

넷째, 국내 많은 기업들의 산시스템이 최  구축 후 

여러 가지 내부사정 때문에 당면 문제 해결에 하여 

기존 시스템에 필요한 시스템들을 추가하는 형태로 확장

해왔기 때문에 스토리지 시스템 역시 체계 으로 운 되

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고객의 다양한 서비

스 요구에 따른 데이터의 폭증 문제에 해 좀 더 효율

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업들에게 본 연구는 좋은 참고

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데이터의 가치평가에 따라 데이터의 등 을 

분류하고 해당 등 의 특성에 합한 성능을 가진 매체

를 사용하여 다 계층화함으로써 기존 사용 인 디스크 

매체의 활용은 물론 시스템 성능 향상과 향후 확장 시 효

율 인 투자로 장기 인 에서 시스템 유지비용을 

감할 수 있다.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8호(2012.9)

172

향후 스토리지 내부에서 디바이스 I/O 발생내역에 

한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 가치를 단하고 

Mission-Critical 어 리 이션에 향을 주지 않으면서 

스토리지 계층을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에 하

여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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