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티 워크로드 환경을 위한 
고성능 클라우드 통합 NAS 플랫폼

Hitachi
NAS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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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Hitachi NAS Platform

NAS를 재정의하다

NAS = 파일공유 스토리지? 
이제는 편견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Hitachi NAS Platform은 클라우드 통합 및 Docker, Kubernetes 등의 컨테

이너 플랫폼과의 연동을 통해 보다 신속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며 

ROI를 향상시키고 엔터프라이즈 및 데이터센터 어플리케이션의 분산 워크

로드 환경을 위한 최고의 차세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합니다.

Hitachi 
NAS Platform

활용사례

Hitachi
NAS

Platform

Read Cache 및
메타데이터 분리 기능을 

통한 고성능 제공
(렌더링 이미지, 

트랜스코딩 이미지 등)

가상화 및 멀티테넌시 
환경과 VM 이미지에 대한

백업/복구/클론 자동화 지원
(망분리, 데스크탑 가상화 등)

멀티워크로드 및
고성능 요구 환경 가상화 환경

파일 변조 및 삭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WORM 기능을 통해
랜섬웨어 대응가능

랜섬웨어 대응

개인정보보호법 적용기업

의료기록 보관

중요데이터 저장 및 보관

각종 대규모의 
센서 데이터를 정책에 따라 

보관 및 재사용

Smart Factory 인프라

기존환경 그대로

정책기반

데이터 티어링

기존 인프라의 변경없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구축 가능

클라우드 통합플랫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환

ReadCache

메타데이터 분리 
하드웨어 가속

VM 자동화백업

멀티테넌시

성능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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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 자동화 - 클라우드 티어링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로의 
데이터 티어링 지원

Amazon S3, Microsoft Azure, IBM Cloud, Hitachi Content Platform 

등으로의 Built-in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함으로써, 수백 PB의 저

장 공간 확보 및 오브젝트 스토리지와의 통합 환경을 구현하며 백업의 

감소와 CAPEX 절감효과를 제공합니다.

Hitachi Scale-Out 
파일시스템을 통한 관리 단순화 및 
성능, 용량 확장성

히타치 엔터프라이즈 스케일 아웃 파일 시스템(WFS-2)은 NAS 

플랫폼을 구동하는 엔진으로, 성능과 용량의 확장성을 제공하여 

스토리지 기능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업무환경을 지원하

여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자동화 정책 및 규칙에 따라 파일 데이터를 HNAS에서 
모든 유형의 원격 타겟으로 이동(백그라운드에서 동작)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백업요구 및 비용을 대폭적으로 
감소, 관리 효율성 향상

티어링 대상 정의 -
비활성 프로젝트, 이미지, 콜드데이터 및 문서

용도에 따른 데이터 배치로 주스토리지의 
용량 감소 및 데이터 보존 효과 제공

Projects/Studies

Application Data

Images, Media

File metadata 
remains on local 
storage

External migration 
over HTTP(S)

IBM Cloud 
Object storage

Cluster Namespace
Object Store Storage Pool

Cluster Namespace
Object Store Storage Pool

Node 1

Tenant/Filesystem

HDDsFlash 

Node 2

Tenant/Filesystem

HDDsFlash 

Node N

Tenant/Filesystem

HDDsF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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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 환경 최적화

VM 백업 
자동화 지원

Hitachi Virtual Infrastructure Integrator를 

통해 VM 이미지에 대한 백업, 복구 및 

클론을 자동화합니다.

Container 통합

vSphere Web Client

Hitachi Storage Services

Virtual Infrastructure 
Integrator (V2I) Integration

HDS_V21_Server_Installer.exe

HDS_V21_WebClient_Installer.exe

WCPLinuxInstaller.tar.gz

클라우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가속화 및 스토리지 ROI 향상
· 수 초 내에 스토리지 용량 할당

· 지속적인 데이터(Persistent Data)의 가용성 제공

· 용량 효율적인 클론 생성 용이

플랫폼 전반에 걸친 통합
· 컨테이너, Docker, Kubernetes 등을 기반으로 한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과 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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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에 최적화된 통합 관리 지원
플래시를 활용한 
고성능 NAS 환경 구현

Hitachi NAS Platform은 전용 하드웨어인 FPGA 하드웨어 가속 파일시스템을 통

해 고성능의 데이터 처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Tiered File System(TFS)과 Read 

Cache 기능을 통해 작은 규모의 플래시만으로 파일의 크기, 속성, 개수 및 어플리

케이션과 상관없이 예측 가능한 높은 성능을 보장합니다.

하드웨어 기반 중복제거를 통한 
최대 90% 데이터 절감

Hitachi NAS Platform은 데이터 관리와 이동을 분리시킨 독보적인 하

이브리드-코어(Hybrid-Core) 아키텍처로, Primary I/O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액티브 중복제거를 지원합니다. 중복제거에 대한 자동 QoS

를 기반으로 시스템 성능(IOPS, Throughput)을 조절함으로써, 사용

자 및 어플리케이션 I/O의 우선순위를 정해 어플리케이션 I/O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복 제거된 데이터에 대한 읽기 작업에서

도 중복 제거된 데이터의 포인터 정보만 저장하기 때문에 성능에 미

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칩니다. 이것은 오직 Hitachi NAS 

Platform의 아키텍처에서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DEDUPE

원본 데이터

중복제거 시행 이후

10% 미만의 
성능 저하

NAS 리소스에 따른 
Dedupe 성능 조절

사용빈도가 높은 데이터를 플래시에 캐싱하여
고속 처리로 읽기 성능 향상

플래시 기반의 메타데이터
읽기/쓰기 성능 향상

Read Cache Tiered File System

Local Env.
Node 1

Single NodeFile 1

Reading

Flash

Read 
Cache

NFS 
Client

1

1

3

3

2

Cluster System

File 1
File 1 Fi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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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Data

Meta Data Root 
Onode

Indirect 
Onode 
D

Indirect 
Onode 
B

Direct 
Onode 
A

Direct 
Onode 
C

Direct 
Onode 
F

Direct 
Onode 
G

Indirect 
Onode 
E

Data 0

Data 1

Data 2

Data 3

Data 4

Data 6

Data 8

Data 5

Data 7

Data 9

Flash

SAS/
NL-SAS

중복제거

90%용량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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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데이터 보호 지원
100% 어플리케이션 
가용성 보장

중요 데이터에 대한 Active-Active 원격 클러스터링 

기능을 통해, 언제든지 가용한 NAS 서비스 환경 지원

으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센터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GAD(Global-Active Device)는 탁월한 복

원력을 제공하여 미션 크리티컬한 데이터는 물론 어

플리케이션에 대하여 계획되었거나,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을 제거하여 지속적인 데이터 보호 및 서비

스 연속성을 제공합니다.

스냅샷 및 클론 복제 
방식 지원

용량 효율적인 스냅샷 및 무제한 클론 복제 방식을 지

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데이터 보호를 위한 Read-

only 모드 뿐만 아니라 테스트 및 가상화 배포에 사용

할 수 있는 Read/Write 모드를 제공하여 데이터 보호

는 물론 볼륨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Server Cluster
NFS/SMB

Application
Cluster Node

NFS/SMB
Application

Cluster Node

Global-Active Device

I/O
Active

I/O
Active

NAS Object
Replication

· 파일 및 디렉토리의 쓰기 가능한 스냅샷 

· 수 초 안에 무제한 클론 생성

· 성능에 영향이 없음 (Zero Impact)

· 포인터만 포함하므로 데이터 중복제거

· 계단식 클론으로 복제본의 복제본 생성

파일 및 디렉토리 구조까지 복제

a

b

c

d

e

f

g

h

/steveclone

WIP

To be filed

Test

Clones
Clones

Clones

a

b

c

d

e

f

g

h

/steveclone

WIP

To be filed

Test

· 컨테이너 파일 및 VM 백업 및 복원 
· 테스트를 위한 작업환경 구성
· 사용자 홈 또는 부팅 디렉토리 복제

클론의 
다양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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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NAS Gateway HNAS4060 HNAS4080 HNAS4100

클러스터당 노드 수 최대 2노드 최대 4노드 최대 8노드

2노드당 IOPS* 147,957 210,000 293,128

2노드당 Throughput** 최대 2,000MB/s 최대 3,000MB/s 최대 4,000MB/s

최대 Usable 용량 8PB 16PB 32PB

Primary Storage Dedupe 4KB Block-Level; Hardware Accelerated (최대 파일시스템 사이즈 중복제거 지원)

파일시스템 사이즈 1PB

지원 기능
Built-in Cloud Tiering, 오브젝트 분리 저장 및 파일시스템, 싱글 네임스페이스,
하드웨어 기반 SHA-256 중복제거엔진, REST API 및 Openstack 연동, 
무제한 File Clone, 3rd party NAS로 아카이빙

* Based on SPECsfs_2008 NFSv3 benchmark
** With mixed read/write workloads

Unified NAS Module VSP G400/F400 VSP G600/F600 VSP G800/F800

NFS&SMB
Throughput

Read/Write 3GB/s / 1.5GB/s 4GB/s / 2GB/s 10GB/s / 5GB/s

Mixed 
(70%Read 
30%Write)

2GB/s 3GB/s 6GB/s

클러스터당 
최소/최대 블레이드 수

2

Max Storage per Entity 5PB

최대 파일시스템 사이즈 1PB (클러스터당 최대 512개 파일시스템)

Concurrent OpenFiles 
(모듈당)

1,100,000 1,500,000

Concurrent Connections 64,000

네트워크 수 (10G) 12

지원 프로토콜 NFS, SMB, FTP, iSCSI, and HTTP to the Cloud

최대 메모리 192GB + 128GB 192GB + 256GB 192GB + 512GB

NVRAM* 8GB

최대 
Hitachi Enterprise Virtual 
Server for NAS

클러스터당 64개

최대 스냅샷 수 파일시스템당 1,024개

최대 클론 수 무제한

최대 가상머신 수 100,000개

지원 기능
Built-in Cloud Tiering, 오브젝트 분리 저장 및 파일시스템, 싱글 네임스페이스,
하드웨어 기반 SHA-256 중복제거 엔진, REST API 및 Openstack 연동,
무제한 File Clone, 3rd party NAS로 아카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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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 N시리즈 VSP N400 VSP N600 VSP N800

성능

IOPS 140K 200K 270K

Throughput

Read 3GB/s 4GB/s 8GB/s

Mixed 2.5GB/s 3GB/s 5GB/s

Write 1.5GB/s 2GB/s 3GB/s

CPU
사양

Clock Speed 2.5GHz Quad 2.0GHz Octa

Total Core 16-Core + FPGA 32-Core + FPGA

최대 물리 용량 4,800TB 7,200TB 14,400TB

최대 HDP 스토리지 2PB 6.5PB

최대 HDD 수 480개 720개 1,440개

최대 캐시 메모리 128GB + 2 x 96GB
(8GB NVRAM)

256GB + 2 x 96GB
(8GB NVRAM)

512GB + 2 x 96GB
(8GB NVRAM)

Architecture Symmetric A/A

최대 LUN 수 4,096개 16,384개

최대 LUN 사이즈 256TB

최대 파일시스템 사이즈 1PB

최대 파일시스템 수 500

최대 동시접속 수(모듈당) 64K

최대 오픈파일 수(모듈당) 700,000 1,178,000

최대 공유 볼륨수 20,000

스냅샷 1,024 per Filesystem

데이터절감기술 Block–Level; Hardware Accelerated Deduplication

VSP N시리즈 라이센스 세부 항목

기본

· SVOS NAS
· Data Mobility for NAS
· Local Replication for NAS
· Remote Replication for NAS
· Performance Analytics (HPA)
· Enterprise Virtual Server for NAS (max 8 EVS), Virtual Server Security

옵션

· Premium Deduplication for NAS
· Automation Director (HAD)
· Local Replication (Block)
· Remote Replication (Block)
· Data Mobility (Block)
· Global Active Device (GAD)
· Predictive Analytics
· Node licenses for HPA and HAD
· 8 EVS pack lic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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