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S와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장점을 통합하고
멀티클라우드와 연계가 가능한 통합 패키지 플랫폼

Data 
Migrator
To Cloud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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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2C Package
(NAS+Object)
Platform

기업들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와 빠르게 변화하는 IT 트렌드로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정된 예산으로 전통적인 시스템에서 클라우

드로 전환하며 연동이나 개발 이슈, 관리와 운영의 복잡성, 그리고 동시에 고객

의 니즈까지 충족 시켜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신속

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IT 시스템을 도입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현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DM2C 패키지 플랫폼은 검증된 고성능의 빠른 NAS와, NAS 임베디드 클라우드 

연동 기능을 통해 현재 트렌드인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와의 원활한 연결

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서비스 영역(NAS)과 장기 보관 및 클라우드 서비스(오브

젝트)를 한 번에 구성하고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DM2C는 기존에 익숙한 NAS 서비스 환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클라우드 오브

젝트 스토리지의 장점을 동시에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내 수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 검색하고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공하

여 기존 IT 센터의 경계를 허물고 클라우드 기술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NAS와 오브젝트 스토리지, 클라우드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아키텍처

기존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성능 NAS 및 스토리지의 장점과 
수백 PB까지 확장이 가능한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장점을 통합한 

업계 유일의 완벽한 패키지 플랫폼

Block & File

Faster

For 'Hot' Data

Flash-optimized

IPOS-centric

VM/VDI optimized

Variety of approaches

RAID Protection

Data Backup

Object

Bigger

For Cold/Frozen Data

Object-based

Scale-out

Software-centric

Cloud-compatible

Copies Protection

Backup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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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의 고성능 파일공유 서비스와 
수백 PB까지 확장 가능한
HCP의 뛰어난 데이터 관리 보호 기능을 통합 

고성능 전용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프로그래머

블 반도체) 프로세서가 탑재된 NAS ‘VSP N시리즈’와 수백 PB의 확

장성을 가진 대용량 오브젝트 스토리지 ‘HCP’를 정책기반 자동 티

어링으로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데이터 운용 환경을 구축하고 뛰

어난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아키텍처입니다.

빠른 서비스가 필요한 Hot data는 NAS인 VSP N에 저장, 
장기보관 Cold data는 자동화 정책 기반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 HCP로 자동 티어링 수행

티어링 된 파일은 요청 시, VSP N을 통해 
즉시 액세스 가능하며, HCP의 스마트한 파일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

오브젝트 스토리지	 파일 규모에 제한 없이 서비스 수용이 가능하고, 웹 기반 인터페이스로 파일에 대한 실시간 엑세스를 
	 제공하여 활용도가 높으며, 퍼블릭 클라우드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기업의 클라우드 전략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차세대 스토리지

DM2C

Single 
Name Space

Read Cache

NDMP

Snapshot

중복 제거

High 
Performance

VSP N 
SeriesHCP

관리자동화

Cloud 
Friendly

파일 무결성

Backupless

확장성

Security

DM2C 패키지 구성상세

DM2C 패키지 기본 구성

요구용량 200TB 미만 패키지 제품구성

VSP N400/N600/N800 HCP G11 4-node

(*옵션 : Read Cache, TFS용 SSD)

DM2C 패키지 확장 구성

요구용량 200TB 이상 패키지 제품구성

VSP N400/N600/N800 HCP G11 HCP S11/S31

(*옵션 : Read Cache, TFS용 SSD)

용량 별 패키지 제품 구성

기본 구성 : VSP N+HCP G11 4 Node 확장 구성 : VSP N+HCP G11+HCP S

DM2C DM2C HCP G11
Access node

HCP G11
Access node

S11

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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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NAS와 무제한 확장이 가능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합한 DM2C 패키지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이점을 제공합니다.

· 모든 유형의 데이터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한 통합 플랫폼
· NAS와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연동을 통해 최적의 성능 구현 및 전력/상면 등 관리 비용 절감
· 정책기반 자동 티어링을 통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장기보관된 데이터도 NAS를 통해서 즉시 액세스 가능
· 별도의 백업이 필요 없으며, 상황에 따라 NAS복제방식을 통해 타겟볼륨으로 stub만을 복제하므로 
	 복제 소요시간 및 용량 감소

· NAS와 오브젝트 스토리지, 클라우드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
·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연동 이슈 없이 바로 적용
· HCP의 Web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다수의 파일을 빠르게 
	 검색 (5천만 건 데이터를 1초 이내 검색). 
	 필요에 따라 NAS연계와 별개로 사용 가능

· HTTP, HTTP Restful, S3, Swift, NFS/CIFS, WebDAV 등 
	 다양한 프로토콜 기본 지원
· 오픈스택 환경에서도 별도의 모듈없이 Swift API 지원 
· Openstack Native UI 그대로 사용
· 데이터 정합성, 안정성, 가용성 등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장점 그대로 보장

용도에 맞는 적절한 액세스 및 라이프사이클 관리 NAS/Object/Cloud Ready!

WITH VSP N DM2C + HCP

HCP

지능적 자동화 티어링 및 데이터 이동

50% ~ 60%
백업용량 감소효과

$$

$$$

$$$$

High Capacity NL-SAS

High Performance
FMD or SSD or SAS

Storage Pool

File Object Application 
Data

Single Pool of Virtualized Storage

Infrastructure Cloud

FILE SYSTEMS EXCHANGE SHARE-POINT SAP ORACLE

Content Cloud

POP
T

HTTP/HTTPS
RESTful

S3
Swift

WebDAV

NFS

NDMP

CIFS

표준 프로토콜 접속

Restful, Swift API 
제공 스토리지

VMwar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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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2C 패키지 플랫폼은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저장,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

폼으로 공공, 금융, 통신, 제조, 병원, 미디어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활

용될 수 있습니다. 제조·생산라인의 비정형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물론, 기업

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백업 시스템, 공공기록물 아카이빙 시스템, 이메일 아카

이빙 플랫폼 및 방송사의 영상 다시보기 서비스 등 이미 국내·외 여러 분야에서 

DM2C 패키지 플랫폼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DM2C 패키지 플랫폼

DB아카이브 
로그 보관 

시스템

Smart 
Factory 
인프라

통합파일/
오브젝트관리 

시스템

퍼블릭/프라이빗 
클라우드 백업

대용량 데이터 
보관

· 다양한 IT인프라의 
	 통합 로그보관이 필요한 기업 등
· 정책기반의 자동 아카이빙 
	 기능으로 편의성 제공

· 전자문서, 스캔이미지, 로그, 
	 동영상 등 다양한 대용량 비정형 	
	 파일의 장기보관도 NAS처럼 
	 손쉽게 관리하고 싶은 기업
· 메일, 이미지등의 데이터를 
	 정책에 따라 HCP로 아카이빙

·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를 
	 기업센터 내 또는 
	 퍼블릭클라우드에 구현하고자 
	 하는 기업
· VTL/PTL백업시스템 대체

· 다양한 대량의 센서 데이터를 
	 정책에 의해 보관, 파기 및 
	 빅데이터 활용 기반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기업

수백PB용량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존 환경 유지

접속 기록 로그 보관

Audit손쉬운 연동

정책 기반

아카이브 로그 보관

자동 아카이빙복잡한 백업 대체

빅데이터 기반제공

· 기존 파일서비스 환경을 
	 유지하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장점을 동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 파일공유 서비스와 Cold데이터 	
	 분류/보관이 동시에 필요한 기업

고속 파일공유서비스 +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관리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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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2C패키지 플랫폼에 대한 
대다수 고객분들의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Q2 복제 구성 시, 타겟으로의 복제 구성 방법과 
복제되는 파일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 파일 복제와 오브젝트 복제로 구성되며, 옵션에 따라 
stub와 일반 파일을 동시에 넘기는 등 다양한 방식으
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Q4 HCP로 이관된 데이터는 stub 액세스 시 
무조건 리콜되나요?

A Read의 경우 리콜없이 바로 HCP에서 불러올 수 있으
며, modify의 경우 옵션값을 주어 리콜 후 수정하거나 
리콜없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Q5 DM2C 패키지는 어떤 업무에 
가장 적합한가요?

A NAS 서비스를 요구하는 동시에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관리가 필요한 고객, 백업에 대한 비용 절감이 필요한 
고객, 손쉬운 오브젝트 및 클라우드 도입을 고민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Q8 2차 저장장치(HCP)로 티어링 된 
데이터의 액세스 문제는 없나요?

A HCP에 자동 티어링된 데이터는 요청 시 HNAS를 통해 즉
시 액세스 가능하며, PoC를 통해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Q7 단일 파일 시스템 구성 시, 
최대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A 801PB(VSP N 1PB + HCP 800PB)

Q10 단일 디렉토리에 저장 가능한 
컨텐츠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A 개수에 제한 없습니다.

Q6 서비스 파일시스템 용량 초과 시, 
신규 영역으로 교체해야 하는 이동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HNAS와 HCP 연계 구성으로 자동 티어링 기능을 통해 용
량이 초과되지 않으며, 수동 이관 작업 또한 불필요합니다.

Q9 HCP로 티어링 하기 위한 정책 구성 및 
운영 방법은 무엇인가요?

A · 사전 정의된 규칙에 따라 자동 운영되며, 고객사의 
	 컨텐츠 관리 규칙에 따라 적용 또는 보다 효율적인 새로운 	
	 방식의 컨텐츠 관리 정책 수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컨텐츠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효성인포메이션	
	 시스템의 빅데이터 플랫폼인 펜타호와 연계하여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Q1 패키지제품 구성 후 
별도의 오브젝트 연동이 필요한가요?

A NAS와 DM2C를 연계하여 오브젝트를 활용하는 경우, 
별도의 API 연동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Q3 DM2C로 연동하여 사용하면서 동시에 
WebDAV 및 API와 연동하여 사용 가능한가요?

A HCP는 멀티테넌트를 지원하며 DM2C 연동과는 별개
로 API와 동시에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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