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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 최적화된 아키텍처, 
최신 계층 1 스토리지
비즈니스 성공에 필요한 IT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되면서 
스토리지 인프라를 보다 단순하고, 지능적이며, 빠르고, 유연하며, 비즈니스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대두되었습니다. 
아이디어 경제에서 비즈니스의 성공은 아이디어를 가치로 전환하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귀사의 데이터 센터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유연한 플래시 최적화된 아키텍처인 HPE 3PAR StoreServ 스토리지는 
디지털 전환의 일부로 레거시 스토리지의 애플리케이션과 워크로드를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성장 중인 중간 규모의 엔터프라이즈, 
ITaaS(IT as a Service) 지원을 모색 중인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하이브리드 또는 관리형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 중인 글로벌 서비스 
프로바이더든지 HPE 3PAR StoreServ 스토리지는 비즈니스 성과 개선을 
지원할 최신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모델을 통해 계층 1 데이터 
서비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올플래시 어레이 성능, 미션 크리티컬 
복원력과 QoS(서비스 품질)를 제공합니다.

안전하게 통합
HPE 3PAR StoreServ 스토리지는 안전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단일 장애점을 
제거하는 동시에 블록, 파일, 개체 액세스를 올바르게 결합합니다. 계층 
1 복원력을 제공하고 가상 시스템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 호스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으므로 HPE 3PAR 
StoreServ 스토리지를 통해 데이터 액세스 품질이 저하되거나 중단되는 
문제 없이 단일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다수의 사용자 그룹,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류 검사 및 원활한 장애 처리/장애 복구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기능과 완전하게 중복된 하드웨어 구조가 결합되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의 복원력을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 
구성으로 사람의 실수를 방지하고 원격 진단을 통해 예기치 않은 문제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도 참고하십시오.

HPE 3PAR Get 6-Nines Guarantee 프로그램을 통해 HPE는 HPE 3PAR 
StoreServ 스토리지 시스템이 99.9999%의 가동 시간으로 데이터 
고가용성을 제공하도록 지원합니다.1

1  전체 이용 약관은 HPE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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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준비성

그림 1. 아이디어 경제의 스토리지 요구 사항

고성능 
M+ IOPS @ < 1ms 대기 시간

높은 집적도 
랙 장치당 테라바이트, 랙당 
페타바이트

지속적인 비용 감소 
매월 가용 GB당 비용 

간편한 사용 및 관리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성과 달성

계층 1 복원력 
데이터 보호, 무결성

모든 워크로드 지원 
블록, 파일, 개체 액세스

https://www.hpe.com/h20195/v2/getdocument.aspx?docname=4AA4-7264ENW
https://www.hpe.com/us/en/storage/3par.html
https://www.hpe.com/h20195/v2/Getdocument.aspx?docname=4AA5-2846E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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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InfoSight: 데이터 센터용 AI
HPE InfoSight는 스토리지의 관리 및 지원 방식을 전환하여 시간 낭비와 
애로사항을 해결합니다. HPE InfoSight는 인공 지능(AI), 예측 분석, 기계 
학습을 통해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기 전에 문제를 예측하고 방지합니다. 
또한 매 초마다 수백만 개의 센서를 분석하고 연관시켜 모든 고객은 신뢰할 
수 있는 더 스마트한 시스템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HPE InfoSight
는 인프라를 연중무휴 감시하므로 이제 더 이상 스토리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낮과 밤, 주말을 허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HPE InfoSight에서 3PAR StoreServ 어레이에 대해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프라 스택 전체를 확인하고 스토리지 외부의 문제 식별 지원

• 용량 및 리소스 요구에 맞게 예측 계획 간소화

• 사전 대응식 장애 감지로 문제 해결 시간 단축

• 상세한 성능, 용량, 대역폭 분석으로 글로벌 가시성 확보 

“ HPE 3PAR StoreServ 솔루션은 4노드 시스템으로 로드 밸런스가 좋고 
실제로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솔루션의 유지관리 
업그레이드를 문제 없이 진행했고 완벽했어요.

처리량도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전체의 업무 방식을 
생각해볼 여유도 생겼습니다.”

–  Trevor Jackso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Music Publishers of Canada IT 수석 책임자

SOCAN, HPE의 플래시 스토리지로 디지털 스트리밍 데이터 볼륨 증가 

HPE 3PAR 스토리지와 HPE Flexible Capacity로 온라인 소매 매장을  
개선한 YNAP
HPE 3PAR StoreServ 스토리지는 스토리지 성능과 용량을 개선하여 예측 
불가능한 전자상거래 트랜잭션 증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례 연구 읽기

올플래시 HPE 3PAR로 중요한 의료 이미지에 액세스하는 속도를 개선한 
Riverside Healthcare
HPE 3PAR StoreServ 스토리지는 환자 진단과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방사선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 응답성을 개선하고, 다른 핵심 의료 및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의 우수한 
성능과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사례 연구 읽기

https://www.youtube.com/watch?v=QVTrOR0oRqs
https://www.hpe.com/h20195/v2/Getdocument.aspx?docname=a00019691enw
https://www.hpe.com/h20195/v2/Getdocument.aspx?docname=a00016297e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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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시리즈 20000 시리즈9000 시리즈

운영 체제 
아키텍처 
관리 콘솔

성능 가속화
HPE 3PAR StoreServ 스토리지는 혁신적인 플래시 기반 스토리지 기술을 
사용하여 올플래시 어레이, 회전식 미디어와 결합된 솔리드 스테이트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컨버지드 플래시 어레이 및 플래시 기반 미디어를 
통한 시스템 캐시 확장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PE Flash Now

클라우드를 평가하고 있지만 데이터 관련 권한을 양도하는 것에는 
확신이 없습니까? 스토리지 비용 절감을 원하지만 제어 권한을 넘기거나 
새로운 보안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까?  HPE 3PAR Flash Now
는 온프레미스 플래시 스토리지 배포에 퍼블릭 클라우드의 경제성을 
제공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 아웃소싱하는 경우에 비해 더 경제적인 
비용으로 데이터에 대한 제어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HPE 3PAR Flash Advisor 툴셋

기존 인프라에 플래시를 추가할 경우 ROI에 대해 우려하십니까? HPE 3PAR 
Flash Advisor 툴셋을 사용하면 플래시를 추가할 경우 얻게 되는 이점을 
파악하여 기존 스토리지 투자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올플래시 HPE 3PAR StoreServ 스토리지

https://www.hpe.com/us/en/product-catalog/storage/disk-storage/pip.hpe-3par-storeserv-9000-storage.1009949091.html
https://www.hpe.com/us/en/storage/3par.html
https://www.hpe.com/us/en/storage/3par.html
https://www.hpe.com/h20195/v2/Getdocument.aspx?docname=4AA6-8194ENW
https://www.hpe.com/us/en/product-catalog/storage/disk-storage/pip.hpe-3par-storeserv-20000-storage.8295785.html
http://www8.hp.com/us/en/products/disk-storage/product-detail.html?oid=8737813#!tab=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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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워크로드 지원
HPE 3PAR StoreServ는 시스템 아키텍처에 다중 프로토콜 지원을 통합하여 
단일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블록 볼륨과 파일 공유를 프로비저닝하기 위한 
긴밀히 통합된 컨버지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컨버지드 솔루션은 기존 
솔루션과 달리 배포와 관리가 간편한 방식으로  
HPE 3PAR StoreServ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파일 공유 및 개체 액세스를 위해 
블록 워크로드에 이미 제공하는 아키텍처의 장점을 확장합니다.

HPE 3PAR File Persona는 다양한 파일 프로토콜, 파일 데이터 서비스, 개체 
액세스 API(REST)를 지원하며, 단일 그래픽 사용자 또는 프로그래밍 관리 
인터페이스의 블록 볼륨과 파일 공유 프로비저닝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은 시스템의 기본 Block Persona에서 처리하는 광범위한 
스토리지 워크로드를 확장합니다. Block Persona는 가상화,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에 적합하며, File Persona는 홈 디렉토리와 사용자 
공유, 개선된 콘텐츠 관리 및 협업, 데이터 보존 및 거버넌스를 지원합니다.

SMB/CIFS

NFS and FTP

RESTful API

그림 3. HPE 3PAR OS에 내장된 HPE 3PAR File Persona 소프트웨어

https://www.hpe.com/us/en/storage/3par-file-services.html


HPE 3PAR 데이터 축소 보장 
스토리지 기술 갱신 비용을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추가 구매, 관리 및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여 스토리지 ROI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시스템의 
플래시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플래시 미디어의 내구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총 스토리지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HPE 데이터 
축소 보장은 워크로드에 대해 보증된 스토리지 효율성을 제공합니다.2

무료 스토리지 효율성 평가

관리 시간을 대폭 줄이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작업 공간과 디스크 용량 
요구 사항을 줄이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다음 내용이 포함된 HPE의 무료 스토리지 평가를 받아보십시오.

• 현재 스토리지에 대한 완벽한 효율성 감사

• 스토리지 활용률 및 기본 용량

• SLA 충족을 위해 필요한 어레이 크기 조정

브로셔

2 HPE 3PAR 데이터 축소 보장 세부사항에 따른 자격 및 컴플라이언스 적용

지금 등록하기

올플래시 투자 극대화
데이터 패킹, 중복 제거, 압축을 포함한 HPE 3PAR Adaptive Data Reduction 
기술은 플래시 경제성을 실현합니다. 이 기술은 추가 비용 없이 데이터 
공간을 최소화하고 플래시 미디어의 내구성을 개선하여 총 스토리지 
효율성에 대한 스토리지 비용을 줄여줍니다.

소프트웨어에는 성능을 유지하면서 일관적인 높은 용량 사용률로 
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는 모든 SSD 계층에 적용되는 인라인 중복 제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press Scan에서 수행되는 인라인 압축으로 
중복 데이터가 제거되고 CPU 사이클이 낭비되지 않으며, 데이터 패킹이 
데이터를 하나의 페이지로 압축하여 스토리지 효율성과 대역폭을 
높여줍니다.

스토리지 기술 갱신 비용을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추가 구매, 관리 및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여 스토리지 ROI를 높일 수 있습니다. 

https://www.hpe.com/h20195/v2/Getdocument.aspx?docname=4AA4-9573ENW
https://www.hpe.com/h20195/v2/Getdocument.aspx?docname=a00020004enw
https://www.hpe.com/h20195/v2/Getdocument.aspx?docname=a00020004enw
http://www.hpe.com/info/getupdated
https://www.hpe.com/h20195/v2/getdocument.aspx?docname=4AA4-9573ENW
https://www.hpe.com/h20195/v2/getdocument.aspx?docname=4AA4-9573E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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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대응
자체 구성, 자체 프로비저닝 및 자체 최적화 기능을 통해  
스토리지 관리 업무를 간소화하고 자동화하며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HPE 3PAR StoreServ 스토리지는 서브시스템 수준에서 실행되고 관리자의 
개입이 불필요한 지능적인 자율 관리 및 최적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스토리지 계획 및 변경 관리 업무를 수동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능으로 프로비저닝 시간을 몇 시간, 몇 주, 며칠에서 몇 초로 
단축하여 응답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로 사용자 오류 
가능성이 감소합니다.

• 볼륨 하나를 15초 안에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 장애 상황에서도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높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 클릭 한 번으로 QoS 수준을 최적화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복잡성 제거

HPE 3PAR용 HPE Smart SAN은 자동으로 SAN 호스트 프로비저닝(SAN 
구역화)을 오케스트레이션하여 플래시 배포의 엔드 투 엔드 SAN 복잡성을 
줄여줍니다. HPE는 기존 SAN 스위치 구역화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피어 구역화에 대한 업계 표준 FCIA T-11 정의를 활용하여 HPE 3PAR 
StoreServ에 고유한 소프트웨어 기능 집합을 추가하고 HPE StoreFabric FC
를 설치하여 FC 솔루션에서 HPE Smart SAN 지원을 구현했습니다.

가상화가 필요 없는 로드 밸런싱
HPE 3PAR StoreServ 스토리지는 계층 1 전체에서 통합 데이터 모빌리티와 
미드레인지 어레이를 지원하여 사용자는 외부 가상화 어플라이언스 없이 
데이터 센터 수준에서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또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레이 간에 
데이터와 워크로드를 이동하여 예측 불가능한 동적 수요에 대응

• 피어 기반 스토리지 통합으로 추가 가상화 계층과 관리 오버헤드 제거

• 워크로드를 적절한 리소스에 매핑하고 데이터 센터에서 다양한 서비스 
수준 목표에 대해 스토리지 계층 설정

• 클러스터링된 VMware® 및 Microsoft Hyper-V 환경에서 데이터 가용성과 
보호 개선

계층 1 스토리지에서 간편한 고도화
통합 데이터 모빌리티는 다음을 비롯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문제를 
해결하여 기술 갱신을 간소화합니다.

• 레거시 EMC VMAX, CLARiiON CX4, DMX4 및 VNX, VNX2 어레이 교체

• HDS TagmaStore NSC(Network Storage Controller), USP(Universal 
Storage Platforms), USPV(Universal Storage Platform V), USP 
VM(Universal Storage Platform VM), VSP(Virtual Storage Platforms) 교체

• 레거시 IBM XIV Gen 2 또는 Gen 3 시스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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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중단 시간 RMC로부터 비즈니스 보호
사람의 실수에서부터 자연재해에 이르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애플리케이션 가동 중단은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보호는 광범위한 시나리오에 모두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HPE 3PAR StoreServ 스토리지는 내결함성과 하드웨어 중복성 등의 
고가용성 기능으로 애플리케이션 중단에 먼저 대비하는 복원력이 높은 
계층 1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PIT(특정 시점) 스냅샷으로 애플리케이션 오류와 데이터 손상 또는 
손실로부터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저비용의 원격 복제 기능은 사이트 전체 정전 및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HPE 3PAR StoreServ 제품군 중 어떤 모델 간에도 복제되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HPE StoreOnce 시스템의 온라인 디스크 기반 백업과 함께 모든 
위험을 최소화하는 광범위한 데이터 보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PE StoreOnce는 스냅샷을 더 오래 더 적은 공간에 저장할 수 있으므로 
애플리케이션 보호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보다 비용 효율적인 백업 
장치로 스냅샷을 이동하여 HPE 3PAR StoreServ 어레이의 플래시 용량을 
확보하십시오. 
 백업 ISV 라이선스 비용 절감을 위해 직접 백업 기능을 활용하여 기존 백업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 센터의 종속성을 제거하십시오.

그림 4.  HPE StoreOnce Recovery Manager Central을 사용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엔드 투 엔드 가용성 및 보호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에 투명

HPE StoreOnce  
23배 빠른 백업

HPE StoreOnce 
Recovery 
Manager Central HPE 3PAR 

Persistent 
Checksum

모든 HPE 3PAR StoreServ 모델 모든 HPE 3PAR StoreServ 모델

1 2 3

엔드 투 엔드 데이터 무결성 Express Protect를 통한 플랫 백업완전한 재해 복구 옵션 집합

동기식

비동기 스트리밍

비동기 주기

동기식 장거리

0 RPO, 로컬 거리

RPO(초), 확장 거리

0분 RPO, 확장 거리

0 RPO, 3 데이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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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성과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표준 제시
가상화, 클라우드,  ITaaS용으로 구축된 최신 아키텍처가 적용된 HPE 3PAR 
StoreServ 스토리지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하는 복원력을 갖춘 안전한 
멀티 테넌트 플랫폼으로 새로운 요구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 즉각적인 프로비저닝

• 블록 및 파일의 프로비저닝 민첩성 개선

•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워크로드 처리

• 지속 가능한 성능 제공

•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

• 데이터 센터 전반에 걸쳐 리소스 활용률 개선

• 스토리지의 총소유비용 절감

긴밀하게 클러스터링된 다중 컨트롤러 스케일아웃 아키텍처를 통해 
스토리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새 애플리케이션과 워크로드를 
경제적으로 계속 추가할 수 있으며, 이것은 자율적으로 계층화된 단일 
플래시 최적화된 어레이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고성능  
플래시 최적화된 아키텍처

확장성 
다수의 Active-Active 노드가 포함된 
스케일아웃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 통합 
VMware, Oracle, Microsoft SQL, 
Exchange와 통합

효율성 촉진 
플래시 투자 효과 극대화

안정성 
검증되고 복원력이 높은  
아키텍처

재해 복구 
다중 사이트 동기 및 비동기 복제로 
데이터 보호

간편한 사용 
자체 구성, 자체 최적화,  
자체 조정

데이터 모빌리티 
시스템과 사이트 전체에서 통합하여 
효율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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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h-Active 설계가 적용된 플래시 최적화 아키텍처
HPE 3PAR StoreServ 스토리지는 고유한 컨트롤러 상호 연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Mesh-Active 설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플래시 최적화된 
아키텍처는 모놀리식 아키텍처와 모듈식 아키텍처의 장점을 동시에 
제공하며 높은 가격과 확장으로 인한 복잡성, 그리고 레거시 스토리지 
설계에서 발생 가능한 성능 병목 현상을 제거합니다.

레거시 Active-Active 컨트롤러 아키텍처와 달리 HPE 3PAR Mesh-Active 
설계는 시스템의 모든 컨트롤러에서 각 볼륨의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강력한 로드 밸런싱 성능과 더 많은 여유 공간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속 풀 메시 상호 연결 기능은 여러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결합하여 대기 
시간이 짧고 고성능의 노드간 통신에 이상적인 캐시 일관성을 제공하는 
플래시 최적화된 Mesh-Active 클러스터를 형성합니다. 
 각 노드에 있는 HPE 3PAR Gen5 ASIC가 대기 시간이 짧은 전용 고대역폭 
링크를 통해 모든 컨트롤러를 연결하고 DMA(직접 메모리 액세스)를 
사용하여 어레이 전체에 광범위하게 I/O 워크로드를 분산시켜 대기 시간을 
단축합니다. 
 
 

그림 5.  레거시 아키텍처와 HPE 3PAR StoreServ 스토리지

기존 아키텍처 상충 요소 HPE 3PAR 아키텍처

기존 모놀리식 스토리지

기존 모듈식 스토리지

풀 메시 상호 연결

비용 효율적

일반적인 Active/Passive 또는 Active/Optimized 방식

이중 컨트롤러 설계로 확장성과 복원력 제한

확장성, 복원력, Active-Active

복잡성 및 비용

정적이고 유연하지 못함

호스트 연결

데이터 캐시

드라이브 연결

스위치 매트릭스

비용 효율성

확장성

복원력

Mesh-Active

효율성, 멀티 테넌시 및 자율 관리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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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가상화 및 시스템 전체 스트라이핑
HPE 3PAR 아키텍처는 세 가지 스토리지 가상화 수준을 사용하여 용량 
활용률을 높이고 성능을 가속화합니다. 스토리지 가상화에 대한 세밀한 
접근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각 물리적 디스크를 세분화된 할당 단위로 분리. 분리된 각 단위는 가상 
볼륨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다른 논리적 디스크에 독립적으로 할당하고 
동적으로 재할당할 수 있음

• 동일한 물리적 드라이브에서 혼합 RAID 레벨 지원

• 플래시와 기타 비휘발성 메모리 유형 지원

논리적 디스크는 QoS 매개변수가 적용되는 가상화 계층(가용성 레벨, 
드라이브 미디어 유형, RAID 레벨 등)입니다. 데이터의 하위 LUN 계층화와 
시스템 전체 스트라이핑을 지원하여 용량 사용률과 성능 수준이 
향상됩니다. 세분화된 가상화와 시스템 전체 스트라이핑 기능을 함께 
사용하면 시스템 전체에 사용 정보가 고르게 분포되어 I/O 패턴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 전체 스페어링이 
신속한 “다대다(many-to-many)” 재구성을 지원하므로 성능 저하를 
방지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HPE 3PAR StoreServ 아키텍처 기술 백서를 다운로드하십시오.

HPE 3PAR StoreServ 스토리지 

HPE 3PAR StoreServ 스토리지는 ITaaS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계된 미드레인지 및 하이엔드 플래시 어레이에 대한 단일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민첩성과 효율성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기본 스토리지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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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기술로 플래시 투자 확장
플래시와 관련된 HPE 혁신 기능은 플래시 미디어의 비용을 절감하며, 각 
노드의 HPE 3PAR Gen5 Express ASIC는 플래시 미디어 투자를 확장하는 
효율적인 실리콘 기반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HPE 3PAR 적응형 데이터 축소 소프트웨어(모든 SSD 계층에 대한 인라인 
중복 제거 포함)를 통해 시스템이 성능 저하 없이 일관되게 높은 용량 
사용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라인 Express Scan을 통한 압축으로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고 CPU 사이클 낭비를 방지합니다. 데이터 패킹은 데이터를 
하나의 페이지로 압축하여 스토리지 효율성과 대역폭을 높여줍니다. 
스토리지 기술 갱신 비용을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추가 구매, 관리 및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여 스토리지 ROI를 높일 수 있습니다.

Adaptive Sparing 기술
HPE Adaptive Sparing은 시스템의 스페어링 접근 방식으로 플래시의 
성능과 내구성을 개선합니다. 다른 아키텍처에서는 '핫' 스페어로 사용하기 
위해 전체 드라이브를 예약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드라이브는 
시스템의 다른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사용되므로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입니다. 반면 HPE 3PAR 아키텍처는 각 드라이브에서 
소량의 '예비' 공간을 예약합니다. HPE 3PAR StoreServ의 특허 받은 Adaptive 
Sparing 기술은 예비 공간을 가져와 드라이브의 펌웨어로 다시 넘기므로 
일상적인 작업을 위해 드라이브에서 사용하는 내부 용량이 증가합니다. 
Adaptive Sparing 기술은 매우 강력하여 드라이브의 독립적인 내구성보다 
SSD의 내구성을 최대 5배 향상하고 쓰기 성능도 높여줍니다.

계층 1 복원력을 위한 Persistent 기술
HPE 3PAR StoreServ 스토리지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적용된 내장 하드웨어 중복성으로 계층 1 복원력을 제공합니다.

• Peer Persistence

 –  자동화되고 투명한 장애 조치 및 장애 복구로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의 원활한 실행 유지

 –  Microsoft Windows Server® 및 Microsoft Windows® Hyper-V 환경에 대한 
VMware vMSC(vSphere® Metro Storage Cluster) 인증과 지원이 제공되는 
간편한 복원력 구현. 타사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해 로컬 스토리지 
장애 시 중단 없는 데이터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타사 사이트에 동일한 
데이터를 복제하여 완전한 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할 경우 강력한 데이터 
보호 제공

• Persistent Cache

 –  계획되지 않은 구성요소 실패로 인한 성능 영향을 제거하여 가상 데이터 
센터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데 적합

 –  고유의 Mesh-Active 설계를 활용하여 장애가 발생할 경우 클러스터의 
다른 노드에 캐시를 빠르게 “다시 미러링”하여 쓰기 캐싱 보존

• Persistent Ports

 – 가상화된 환경에서 높은 가용성 지원

 –  레이저 손상을 경험한 모든 프런트 엔드 컨트롤러 포트에서 자동으로 
장애 조치

 –  호스트 경로 연결의 투명한 전환 지원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호스트 경로의 온라인 
상태 유지

• Persistent Checksum

 –  엔드 투 엔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고 호스트에서 스토리지 어레이까지 
사일런트 손상(silent corruption) 방지

https://www.hpe.com/h20195/v2/Getdocument.aspx?docname=4AA4-9573ENW
https://www.hpe.com/h20195/v2/Getdocument.aspx?docname=4AA6-0776ENW
https://www.hpe.com/us/en/product-catalog/storage/storage-software/pip.storage-software.5335710.html
https://www.hpe.com/h20195/v2/Getdocument.aspx?docname=4aa3-3516enw
https://www.hpe.com/h20195/v2/getdocument.aspx?docname=4AA4-4545ENW
https://www.hpe.com/h20195/v2/Getdocument.aspx?docname=4aa3-3516e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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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HPE 3PAR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

관리 보호 최적화 효율성

StoreServ 관리 콘솔 
명령줄 인터페이스
시스템 보고서
서비스 프로세서

File Persona
Smart SAN

HPE OneView 통합
WSAPI, SMI-S, SNMP

OpenStack® 통합
VMware 통합

Dockers 컨테이너 지원

원격 복사
Peer Persistence, CL X

Recovery Manager Central
유휴 데이터 암호화
파일 저장소 스냅샷
Persistent Checksum

Persistent Cache
Persistent Port
Virtual Domain

Virtual Lock 및 File Lock
VSS 프로바이더

Adaptive Sparing
Adaptive Flash Cache
Priority Optimization

페더레이션(Peer Motion, Online Import)
Adaptive Optimization

Express Protect
적응형 읽기 및 쓰기

고속 쓰기
자동 캐시 오프로드
복합 워크로드 기술

제로 감지
중복 제거
압축

데이터 패킹
씬 프로비저닝

Virtual Copy
Thin Conversion
Thin Persistence
Express Layout

Express Indexing
Express Scan

그림 6.  HPE 3PAR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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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셔

애플리케이션 관리형 스토리지
HPE는 VMware, Citrix®, Red Hat®, Oracle, Symantec, Microsoft, SAP®와 같은 파트너와 함께 HPE 
3PAR StoreServ 스토리지와 연동되는 통합 플랫폼별 스토리지 솔루션을 개발하여 주요 전략적 IT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기술에 투자합니다.

ITaaS, 가상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설계된 스토리지
HPE 3PAR StoreServ 스토리지에 구축된 고유 가상화 및 자동화 기능은 HPE 소프트웨어 제품 
및 솔루션과 연동하여 VMware vSphere, VMware View®, Microsoft Windows Server Hyper-V, Citrix 
XenServer, RHEV(Red Hat Enterprise Virtualization), Oracle VM에 고유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HPE 3PAR StoreServ의 고급 스토리지 기술과 하이퍼바이저 통합으로 VM 밀도와 스토리지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VMware가 VVols(가상 볼륨) 기술 구축 시 파이버 채널 참조 
플랫폼으로 HPE 3PAR StoreServ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5분 투자로 절감 효과 계산

기존 스토리지에서 HPE 3PAR StoreServ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여 3년간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와 ROI를 계산해보십시오. HPE Storage Quick ROI 툴로 비용 절감을 시작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자세히 알아보기
hpe.com/storage/3par
HPE 3PAR StoreServ 제품군 브로셔 전체 버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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