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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을 위한 핵심 인프라
여러분의 2021년을
응원합니다

VSP E 시리즈 · HNAS 5000 시리즈
디지털로의 전환은 기업의 경쟁력과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가속하는 중요한 힘이 된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도를 극대화함으로써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계절의 시작을 여는 봄은 추운 겨울 동안 움츠린 몸을 펴게 할뿐만 아니라, 꿈을 향해 희망찬 발걸
음을 내딛게 하는 생동감을 줍니다. 에너지 넘치는 봄의 기운을 가득 담아 여러분의 2021년이
내내 활기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에 성공하려면,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부터 인프라 환경까지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데이터 시대를 위한 최강의 솔루션, VSP와 HNAS 시리즈를 만나본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전 세계적인 위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지만, 미래를 예측하고 디지털 비즈니스로 전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과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가속화하는 원천입니다.
이때, 정확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솔루션 전문 기업,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advantage 봄호에서는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을 위한 최강의 솔루션, VSP와 HNAS 시리즈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혁신의 우선순위, HCI 데이터센터 사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솔루션 UCP HC 등 디지털 비즈니스 구현을 위한 방법과 전략까지
다양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긴 고난 속에서도 고객분들이 지치지 않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새로운 계절에도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며, 비즈니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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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설계했다. 따라서 기업 환경에 병목 없는 최대 680만 IOPS와 64µs의 응답 속도를 제공한
다. 이는 미드레인지 시장에서 어떤 벤더의 솔루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고객은 예측 가능

미드레인지 스토리지의 품격을 높이다

하고 일관된 응답시간과 SLA를 보장받을 수 있다.

동급 최강 올플래시 스토리지 ‘VSP E 시리즈’
급증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포화 상태인 데이터센터의 리소스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다수의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

민첩성을 극대화한
엔터프라이즈
NVMe 스토리지

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VSP Family
아키텍처

NVMe 지원

NVMe에 최적화된 CPU

NVMe 최적화 스토리지 OS

디지털 전환의 조력자
기업들은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성능과 가성비를 갖추고 있으며, 비즈니
스 성장에도 부합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은 민첩성, 자동화, 복원력을 두루

특히 2U 사이즈의 매우 작은 폼팩터, 적정 수준의 로우 레이턴시, 자체 데이터 절감 기법 적용으로

갖춘 인프라가 좌우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통합이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업계 최고 수준의 기능을 자랑하는 가상화로 노후화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로 인해 데이터 관리를 간소화하며, 애플리케이션의

이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기업의 규모, 업무 형태, 다양한 사용자 환경과 요구 수준에 맞춰

성능을 높였다.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미드레인지 신제품 라인업을 선보였다. 바로 NVMe 미드레인지
올플래시 모델인 VSP E590과 E790이다. VSP E 시리즈는 모든 규모의 고객에게 엔터프라이즈급

AI 기반의 클라우드 자동화

기능과 이점을 제공하면서 AI, 에지 컴퓨팅 아키텍처 등 새로운 데이터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능

기업 내 모든 부서는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적용을 통해 빠른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을 지원한다.

따라서 IT 담당자는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텔레메터리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하여 AI와 자동
화를 적용한 AIOps1)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VSP E 시리즈의 주요 특징

VSP E 시리즈는 빠른 설치부터 자동화된 프로비저닝 및 지능형 성능 관리까지 구현과 운영의
모든 측면을 단순화하도록 설계된 지능형 관리 기능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동급 최고의
올플래시 NVMe
SSD 성능 및 용량

업계 최고의
스토리지 가상화를
통한 노후자산의
수명 연장

최고 수준의
RAS 분석으로
무중단 안심 서비스

스토리지 관리
복잡성 제거

4:1 데이터 절감
보증 프로그램 제공

스토리지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특히 VSP E 시리즈는 고급 관리 소프트웨어인 옵스
센터(Ops Center)와 호환이 가능하다.

옵스센터는 VSP 데이터 인프라 관리, 최적화, 계획 및 보호가 가능한 확장된 성능을 제공하는 통합
AIOPs 기반의 관리 스위트이다. 옵스센터는 인프라 정보를 빅데이터화 하고, 머신러닝 기반의 분석을
NVMe로 민첩성 극대화

지원해 이를 서비스 기반의 자동화로 확장할 수 있다. 최적화된 결과 제공으로 문제 파악과 해결

민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토리지 내부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 VSP E 시리즈는 NVMe에 최적
화된 스토리지로, 고성능 미디어를 처리하기 위해 스토리지 OS와 하드웨어를 NVMe 최적화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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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Ops : 매우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IT 운영 환경을 인공지능을 이용해 관리함으로써 최소한의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어려움을 보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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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한 템플릿 기반의 자동화로 직원들은 더욱 혁신적인 업무에

업계 최고의 복원력

집중할 수 있다. 또한 VSP E 시리즈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플러그인으로 연결해 클라우드 네이티
브한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다.

4:1 데이터
절감 보증

옵스센터(Ops Center)의 특징

Protector

Analyzer

IT 셀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엔드-투-엔드
분석으로 운영 최적화
터(Ops Cent
er)
스센
옵

지난 30년간 업계를 리드한 신뢰성

업계 최초
100% 데이터
가용성 보증
스케일아웃

GLOBAL-ACTIVE
DEVICE

클라우드
지원

!

3개의
데이터센터

견고한 인프라 환경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은 자사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IT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
에 예산이 초과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초기 전략 구축부터 설계, 구현, 마이그레이
션 및 관리까지 모든 라이프사이클을 동행할 수 있는 전문 파트너가 필요하다.

신기술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환경과 통합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다면 도입

Management
Suite

과정에서 리스크가 커지고, 디지털 비즈니스의 가치 창출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효성인포메이션
Automator

Administrator

간소화를 위한
통합 경험

수작업 업무 및
리스크 감소

시스템이 제공하는 VSP E 시리즈는 클라우드 가용성, 무중단 마이그레이션부터 신속한 데이터
보호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능을 즉각 활용할 수 있다.

특히 VSP E790과 E590으로 E 시리즈가 확대되면서 미드레인지 고객들은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성능까지 체감할 수 있게 됐다. 업계 최고의 기능과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통해 미드레인지 스토리지
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기업들에게 넓은 선택권과 경제성을 제공하는 VSP E 시리즈를 주목해보자.
업계 최고의 100% 데이터 가용성
중단 없는 IT 서비스를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한 복구 능력이 중요하다. VSP E 시리즈는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100% 데이터 가용성과 많은 비즈니스에서 검증받은 액티브-액티브
Metro Clustering 기반의 무중단 재해복구 기술을 제공한다. 업계 최고의 재해복구 기술이 AIOps
와 결합하면,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데이터센터 구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업은 비즈
니스에만 집중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VSP E 시리즈는 AI 및 머신러닝에 기반한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 절감 기법을 적용해 애플리케이
션 성능을 최대로 높인다. 최대 4:1의 데이터 절감과 중복제거를 보장하며, 스토리지 효율성 역시
향상한다. 그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계약 중 플래시 수명이 다한 SSD를 선제적으로 교체하는 보증
서비스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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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하는
VSP 시리즈

VSP 5000 Series
엔터프라이즈 클래스 올플래시
VSP E Series
NVMe 올플래시
VSP F Series
올플래시

공통 스토리지 OS
공통 관리 도구
동일한 기능

요구 조건에 따른 성능과 확장 제공

VSP G Series
하이브리드 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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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워크로드 환경을 위한 최고의 선택

특히 전용 하드웨어인 FPGA 기반의 하드웨어 가속 파일 시스템을 통해 고성능의 데이터 처리를
제공하면서, 작은 규모의 플래시만으로 파일의 개수 및 애플리케이션과 상관없이 예측 가능한 높
은 성능을 보장하는 등 플래시를 활용한 고성능 NAS 환경을 완벽하게 구현한다.

고성능 스케일아웃 NAS, ‘HNAS 5000 시리즈’
Modern File Storage

NAS를 파일 공유 스토리지로만 인식했다면 오산이다. HNAS 5000 시리즈는 분산된 엔터프라이
즈 및 데이터센터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를 위한 간단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기업의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를 완벽히 지원한다.

버추얼 클러스터로 최대 80노드
스케일아웃 확장 지원
노드당 2배 이상 Throughput 성능 향상

Massive Scalability
무제한 가상 용량 확장
파일 시스템당
1,300/8,400억 개 오브젝트

Hitachi 블록 스토리지 파일 옵션

파일 시스템 당 1PB 물리적 용량 확장

기본 라이선스에 주요 기능 제공

최대 500개의 파일 시스템 지원

NAS를 재정의하다
HNAS 5000 시리즈는 최고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제공한다. 엔터프라이즈 스케일아웃 파일 시스
템을 기반으로 최대 80노드의 확장 버추얼 클러스터를 지원한다. 파일 시스템당 1페타바이트(PB)
의 물리적 용량 확장이 가능하며, 최대 500개의 파일 시스템을 지원한다. 기존 대비 노드당 2배에
서 최대 4배 이상의 스루풋(Throughput) 성능 향상 등 데이터 관리에 탁월하다.

Data Management
Service

Efficiency

향상된 클라우드 연동성 및
오픈시프트 연동 지원

차세대 하드웨어 가속 FPGA 탑재

개선된 데이터 리커버리 기능

작은 파일 성능/저장공간 최적화

Unix, Windows 및 혼합 모드 지원

낮은 파일시스템/메타 오버헤드

강력한 성능과 최고의 효율성
HNAS 5000 시리즈는 차세대 하드웨어 가속 FPGA 기반의 병렬 하드웨어 아키텍처로 가용성을
높이고 파일 서비스 중복제거 기능, 자동관리 기능이 향상됐다.

하드웨어 기반 중복제거를 통해 최대 90%의 데이터를 절감한다. HNAS 5000 시리즈는 데이터
관리와 이동을 분리한 하이브리드-코어 아키텍처로, 프라이머리(Primary) I/O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액티브 중복제거를 지원한다. 중복제거된 데이터의 읽기 작업에서도 해당 데이터의 포인터
정보만 저장하기 때문에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은데, 이는 HNAS 플랫폼의 아키텍처에서
만 가능한 유일한 기술이다.

또한 스케일아웃 NAS의 약점이던 작은 파일 처리에 대한 성능 향상 및 용량 효율성을 위한 최적
화 기능을 통해 저장공간 28% 절감, 5배 빠른 레이턴시 감소, 25% 많은 사용자 수용 등의 효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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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최적화까지 완벽 지원
이전 세대보다 4배 더 빨라진 HNAS 5000 시리즈는 클라우드 통합 및 도커(Docker)2), 쿠버네티
스 등 컨테이너 플랫폼과 연동해 신속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ROI를 향상하

비정형 데이터 저장과 관리,
HNAS가 책임진다!

고 엔터프라이즈 및 데이터센터 애플리케이션의 분산 워크로드 환경을 위한 최고의 차세대 인프
라 구축을 지원한다.
넥스트 노멀 및 뉴노멀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요소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간편한 액세스’다.
특히 AI, 빅데이터 분석 등 고성능 스케일아웃 파일 스토리지에 대한 수요 증가와 VDI(가상 데스크

단, 기업의 데이터 중 80%가 비정형 데이터라면 정보에 기반한 조직으로 전환되기는 어렵다.

톱 인프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데이터 보호와 가상화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HNAS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솔루션이다. 분산 엔터프라이즈 및 데이터센터

80%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를 위한 간단하고 효율적인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또한 DM2C(Data Migrator to Cloud) 패키지를 통해 별도의 연동 및 개발 없이 NAS와 오브젝트

데이터 액세스, 관리 용이성, 신뢰성, 고성능을 요구하는 조직에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스토리지, 클라우드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보관 및 활용의 효율성이 높
아지고 미래지향적인 아키텍처 구현이 가능하다.

성능과 용량 확장성으로 스토리지 기능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업무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HNAS 5000 시리즈는 최근 공공부문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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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IT 민첩성 향상

으로 완료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규모 및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 고성능 처리가 필요
한 기업들에게 HNAS 5000 시리즈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HNAS 활용사례

HNAS는 모든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모든 네트워크 사용자가 싱글

안전성, 신뢰성이 보장되는

스토리지 공간을 무제한 제공하기

HNAS 디바이스로 디지털화된

단일 지점에서 비정형 데이터를

때문에 사용자가 언제든 필요할 때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어

관리할 수 있다.

스토리지에 액세스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협업을 추진할 수 있다.
소중한 데이터 자산을 보호하고,

스마트팩토리
인프라

클라우드 통합
플랫폼

대규모의 각종
센서 데이터를
정책에 따라
보관 및 재사용

기존 인프라
변경 없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구축

랜섬웨어 대응
파일 변조 및 삭제를
원천 차단하는
WORM 기능을 통한
완벽 대응

멀티 워크로드 및
고성능 요구 환경
Read Cache 및
메타데이터
분리 기능을 통한
고성능 제공

가상화 환경
가상화 및
멀티테넌시 환경과
VM 이미지에 대한
백업·복구·클론
자동화 지원

자동화되고 투명한 데이터

향상된 데이터 분석과 새로운 정보에

중복제거 및 압축 기술로 데이터

더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증가 시 충분히 대응함으로써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불필요한 구매를 줄일 수 있다.

스토리지 효율성을 향상한다.
가상화, 머신러닝,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을 지원한다.

인터넷 접속에 제약을 받지 않고
HNAS는 백업 시스템뿐 아니라

데이터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 스토리지 시스템으로도

병목 현상이나 운영 중단 상황이

활용이 가능하다.

아니라면 사용자가 늘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백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도커(Docker) : 리눅스 소프트웨어 컨테이너 안에 응용 프로그램들을 배치하는 일을 자동화해 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이자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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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dvantages of Effectively Managing Unstructured Data, www.hitachivantara.com,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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