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워크로드를 위한 공유 가속화 스토리지
(SHARED ACCELERATED STORAGE FOR EVERY WORKLOAD)

FLASHARRAY





개요

퓨어스토리지의 FlashArray//X는 업계 최초의 엔터프라이즈급 올-NVMe 플래시 스토리지 어레이입니다. 
FlashArray//X는 ‘공유 가속화 스토리지’라는 새로운 스토리지 클래스에 속합니다. '공유 가속화 스토리지'는 
가트너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성능, 간단함 및 통합에서 획기적인 혁신을 제공하는 스토리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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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워크로드를 위한 공유 가속화 스토리지

새로운 카테고리: 공유 가속화 스토리지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진화하는 스케일 아웃 애
플리케이션 아키텍처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차세대 ‘공유 가속화 스토리지’는 네트워크로 연
결된 스토리지(NAS)와 직접 연결 스토리지(DAS) 모두를 공유하는 단일한 아키텍처에 통합
합니다. 공유되는 단일한 설계로 데이터 silo들을 통합하고, 운영, 데브옵스(DevOps) 및 데이
터 분석을 가속화하여, 기업이 데이터 중심의 아키텍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
한 아키텍처를 통해 조직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인 데이터로부터 인텔리전스와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의 가속화  

최소 지연시간이 250 μs에 불과한 FlashArray//X의 올-NVMe 아키텍처는 비즈니스에 핵심
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새로운 수준의 고성능을 제공하여 트랜잭션을 가속화하고, 보다 몰
입적인 고객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Purity ActiveCluster가 내장되어 더 많은 애플리
케이션이 항상 안정적인 액티브/액티브 메트로 클러스터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하이퍼 통합  

NVMe는 클라우드에서 혼합 워크로드를 통합하는 데 필요한 전례 없는 수준의 성능과 상면절
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X는 초고집적도의 18.3TB DirectFlash 모듈을 지원합니다. 이는 서
비스 중단이나 성능 저하 없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Purity의 상시 가동 QoS 기능은 

I/O 경합을 걱정하지 않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플리케이션 통합  

앞으로의 업무 조직들은 이제 다양한 기존 비즈니스 앱과 새로운 현대적인 웹 스케일 앱들을 

혼합 구동합니다. 아키텍처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 두 가지가 따로 존재했습니
다. 그러나 FlashArray//X와 NVMe를 사용하면 모든 것을 단일한 공유 가속 스토리지 아키
텍처에서 구동할 수 있습니다.

100% NVMe 성능
•  지연시간 최소 250 µs
 기존 세대 올플래시 어레이 대비 
 최대 2배 빠른 속도
• NVMe DirectFlash 아키텍처
• NVMe-oF-Ready1

효율성 & 경제성
•  업계 최고 수준인 5:1 데이터 절감, 
 10:1 총 효율성
• 모든 어레이 소프트웨어 무상

고집적도 통합
• 6U에서 3PB의 유효 용량 제공
• 입증된 99.9999%의 가용성 및 
 상시 구동 QoS 기능

궁극적인 단순성
• AI에 기반한 관리 및 예측적 지원
•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REST API

업계 인정
• 4년 연속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 솔리드  
 스테이트 어레이 부문 리더 선정2

• NetPromoter Score (NPS) 83.7점
 고객 만족도 상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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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D ACCELERATED STORAGE
With the explosion of pervasive flash memory, fast networks, and 
parallel protocols like NVMe and NVMe-oF all becoming available, 
it’s now possible to define a new category of storage which has the 
potential to unite SAN and DAS into a single storage architecture.  
Shared Accelerated Storage can deliver the simplicity and 
performance of DAS, while enabling the eciency and reliability of 
shared storage.  This enables classic scale-up applications like 
databases and VMs to share the same unified architecture as 
modern scale-out applications like analytics, NoSQL databases, and 
container farms.

“The NVMe-oF protocol …will 
help balance the 

performance and simplicity of 
direct-attached storage (DAS) 

with the scalability and 
manageability of shared 

storage.”

FAST NETWORKS & PROTOCOLS CHANGE EVERYTHING
The advent of fast networks coupled with parallel protocols like NVMe and NVMe-oF enable shared storage to have 
the same performance as local storage, and completely o�oads storage processing from host CPUs, an issue that was 
particularly problematic in iSCSI SANs.

PCIe NVMe-oF 
RoCE✓

✓

NVMe-oF

30%

NVMe-oF, RoCE

NVMe

THE OPPORTUNITY: MASSIVE CONSOLIDATION AND AGILITY
Shared Accelerated Storage delivers the ultimate consolidation, enabling broadly-shared storage services to connect 
easily to diskless commodity compute, driven by open full-stack orchestration tools.  What if your infrastructure could 
evolve lik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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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Me-oF 프로토콜은 고속 RDMA(Remote Direct Memory Access)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공유 
스토리지의 확장성 및 관리성과 함께 직접 연결 스토리지(DAS)의 성능과 간단함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
을 줄 것입니다.” 
― 가트너3

공유 가속화 스토리지
확산되는 플래시 메모리, 빠른 네트워크, NVMe와 NVMe-oF 같은 병렬의 메모리 프로토콜 등장으로 이제 SAN과 DAS를 하나의 스토리지 아키텍처
로 통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스토리지 카테고리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유 가속화 스토리지'란 말은 가트너가 처음 소개한 용
어입니다. 이 스토리지는 DAS의 간단함과 성능을 제공하며, 공유 스토리지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지원합니다. 이 때문에 분석, NoSQL 데이터베이스, 컨
테이너 팜 등 현대적인 스케일 아웃 애플리케이션들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VM 등의 기존 스케일 업 애플리케이션들도 동일한 데이터 중심의 아
키텍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빠른 네트워크와 프로토콜  

NVMe 및 NVMe-oF와 결합된 고속 네트워크는 공유 스토리지가 로컬 스토리지와 동일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iSCSI SAN에서 문제가 

되는 스토리지 프로세싱을 호스트 CPU에서 오프로드 시킵니다.

“OUTSIDE THE BOX” 
페널티 제거

CPU가 완전하게 앱 APP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전체 아키텍처의 병렬화

잠재적 기회: 방대한 통합 및 민첩성  

공유 가속화 스토리지는 궁극적인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스토리지 서비스들은 개방형 풀 스택 오케스트레이션 툴에 의해 구동
되는 디스크 없는 일반 컴퓨팅에 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서로 단절된 어플라이언스들로 구성된 인프라스트럭처가 자동화된 통합 아키텍처로 진화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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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Me, 그 이상
NVMe가 진정한 병렬 구조의 성능 잠재력을 제공하긴 하지만, 이는 하나의 프로토콜에 불과합니다.

–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프로토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퓨어스토리지 플래시를 하드 디스크인 것처럼 만드는 기존의 일반 SSD아키텍처를 벗어
나 FlashArray//X 하드웨어와 Purity 운영 소프트웨어가 RAW(원시) NAND와 직집 소통 및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퓨어스토리지는 이러한 아키텍처
를 DirectFlash™라 부릅니다. DirectFlash는 DirectFlash Module, DirectFlash Shelf, DirectFlash Software로 구성되며, 이들은 Purity 내에서 실
행됩니다.

DIRECTFLASH MODULE 

DirectFlash Module(DFM)은 퓨어스토리지가 설계한 플래시 모듈로 NVMe를 통해 원시 플래시를 

FlashArray에 직접 연결합니다. 기존의 SSD와는 달리 DFM에 플래시 변환 계층(FTL)이나 플래시 컨트롤
러가 없는 단순한 원시 플래시 모듈입니다. 이는 SSD 오버 프로비저닝과 개조된 레거시 아키텍처 내의 모든 

SSD에 존재하는 성능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DFM는 시스템 수준의 소프트웨어가 모든 가용한 원시 플래시
를 확인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DIRECTFLASH SOFTWARE 

레거시 아키텍처에서는 모든 플래시가 각각의 SSD 별로 관리됩니다. 그러나 Di-

rectFlash Software(DFS)에서는 전역적으로 관리가 수행됩니다. DFS는 플래시
의 마모를 최소화하고 불량 블록 관리를 전역적 수준에서 처리하여 오버 프로비저
닝 영역을 줄입니다. 또한, DFS는 세부적인 I/O 스케줄링과 전역적 성능 관리를 제
공하여 SSD 아키텍처에서 자주 발생하는 느린 I/O의 발생을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평균 지연시간을 줄여 IO가 보다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DFS는 모든 것을 

전역적으로 관리하므로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관리됩니다.

DIRECTFLASH™ SHELF

퓨어스토리지는 DirectFlash 아키텍처를 FlashArray//X 

섀시 밖으로 확장했습니다. DirectFlash Shelf는 50 Gb/s 

RoCE Ethernet 상에서 NVMe-oF으로 //X 기본 섀시에 연
결되어 용량 확장과 서로 다른 크기의 DirectFlash Module

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플래시의 집적도가 

향상되고 새로운 형태의 솔리드 스테이트 메모리(예: SCM, 

QLC)가 나오는 경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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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티(Purity) -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FlashArray의 핵심 

FlashArray용 Purity는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FlashArray//X의 심장부로서 풍부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서비스, DirectFlash™ 전역적 플래시 관리, 모
든 버전의 영속적(Evergreen™) 업그레이드를 제공합니다. Purity//FA 5는 ActiveCluster, QoS, 파일공유 및 VVol를 제공하였으며, 가장 최근 출시된 

Purity//FA 5.1은 총 데이터 절감 효율성이 20% 향상되었으며, Snap to NFS를 지원합니다. 모든 어레이에는 모든 Purity 스토리지 서비스, API 및 고급 

데이터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압축 기능 향상 

업계 최고의 데이터 절감이 한층 더 향상되었
습니다. Purity 5.1는 향상된 압축을 통해 최대 

20% 이상의 더 높은 데이터 절감율을 제공합
니다. 해당 버전으로 무중단 업그레이드를 하
면, Purity는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를 한 단
계 더 압축합니다.

PURITY REDUCE 는 압축, 중복 제거 등 5

가지 유형의 인라인 및 사후 데이터 절감 기술
을 구현하여 타사 대비 2배 더 효과적인 데이
터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씬 프로비저닝을 

포함하는 경우, 평균 총 효율이 업계 최고 수준
인 10:1에 달합니다. 데이터 절감은 512바이트 

가변 블록 크기로 상시 가동되어 별도의 튜닝 

작업 없이 혼합 워크로드 전반에 걸쳐 데이터
를 효과적으로 절감합니다.

PURITY ASSURE 는 고가용성, 듀얼 패리티 

RAID-HA와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상시 가동 

QoS 및 암호화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기능은 부품 장애 발생 시나 유지보수 

중에도 FlashArray에 일관성 있는 성능을 제
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PURITY REST API 는 Purity의 개방형 플
랫폼, 클라우드 연결 및 통합을 활용하여 VM-

ware, Microsoft 및 OpenStack과 같은 오픈
소스 툴을 통한 자동화를 지원합니다.

 PURITY PROTECT 는 Purity ActiveClus-

ter와 공간을 절약해주는 스냅샷, 복제 및 보
호 정책을 단일한 엔드투엔드 데이터 보호 및 

복구 솔루션으로 결합하여 로컬 및 전역적으
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모
든 Purity 보호 서비스는 FlashArray에 완전
하게 통합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데이터 절
감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PURITY SECURE 는 FlashArray가 FIPS 

140-2 검증된 상시 암호화, NIAP/CC 인증 및 

Rapid Data Locking 기능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 표준을 충족함을 의미합니다.

PURITY RUN 은 FlashArray에서 애플리케
이션 구동을 위한 플랫폼으로 경량의 데이터 

서비스 중심 프로세스에 최적화되었습니다. 

Purity Run 앱의 포함 사항: Windows File 

Services, Snap to NFS, VM Analytics, 

CAT for SAP.

WINDOWS FILE SERVICES

Purity Run 플랫폼을 활용하는 Purity는 완전 

통합된 Windows File Server를 통해 CIFS/

SMB 및 NFS 파일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
공합니다. Purity의 WFS 기능은 데이터센터
를 완전하게 통합하고, 레거시 파일 서버를 

FlashArray에서 직접 실행되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WFS 파일 공유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편, Purity의 QoS 기능은 파
일 액세스가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지장을 주
지 않도록 보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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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CLUSTER – 액티브/액티브 메트로 클러스터링을 위한 간소함의 재정의 

두 데이터센터 간에 애플리케이션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동해주는 퓨어스토리지의 초간단 솔루션 Purity ActiveCluster는 '복구'를 과거의 것으
로 만듭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Pure1® Cloud Mediator, 스냅샷 복제와의 완전한 통합 등이 포함된 ActiveCluster의 혁신적인 설계로 모든 데이터센터 

애플리케이션이 메트로 클러스터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ActiveCluster는 몇 분 안에 설정이 가능하며 제3의 사이트가 필요하지 않
습니다. 에버그린(Evergreen) 프로그램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ActiveCluster는 데이터센터 내 또는 데이터센터 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민첩성을 위해 두 대의 FlashArray 간의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또는 

컨트롤러로 4개로 구성된 랙 레벨 HA 클러스터링을 지원합니다. ActiveCluster는 도심 지역에서 특히 빛을 발휘합니다. 구동 중인 볼륨을 최대 200km 

떨어져 있는(또는 지연시간 5ms 이내) 두 개 사이트 간에 그냥 ‘구성에 포함’ 하기만 하면 됩니다. 추가적인 설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ActiveClus-

ter는 비동기 스냅샷 복제와 완전하게 통합되어 제3의 복제 복사본을 전세계 어느 곳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DATA CENTER METRO
RACK 2 UP TO 5ms ROUND TRIP*

* or 150 miles

GLOBAL
ANYWHERERACK 1

LIVE MIGRATION

DATA CENTER 
AVAILABILITY

CLOUD MEDIATOR

CAMPUS OR METRO
AVAILABILITY

THREE DATA CENTER
PROTECTION

데이터센터 메트로
최대 5ms 왕복 시간*

전역적
모든 곳렉 1 렉 2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데이터센터 가용성

캠퍼스 또는 Metro 내 가용성 제3의 데이터센터 보호

로컬에서 재난복구와 클라우드까지 개방형 자체 보호 스토리지 

퓨어스토리지의 오픈 스냅샷과 복제 솔루션을 활용하면 백업을 과거의 일로 만들거나 적어도 복구를 최후의 수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 즉각적인 애
플리케이션 복구를 위해 로컬 스냅샷을 생성하거나 (2) DR 사이트의 FlashArray에 복제하여 Snapshot을 오프 사이트에서 보호하면 됩니다. 퓨어스토
리지의 새로운 휴대용 스냅샷은 스냅샷과 함께 복구 메타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므로 FlashArray 스냅샷을 (3) FlashBlade™나 (4) 모든 NFS 디바이
스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퓨어스토리지의 CloudSnap 기능은 백업 및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스냅샷을 AWS로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퓨
어스토리지는 개방성을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어스토리지의 DeltaSnap API는 동급 최고의 제3의 데이터 보호 애플리케이션이 퓨어 스냅샷을 

보호 디바이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KOREA@PURESTORAGE.COM  |  02-6001-3330  | PURESTORAGE.COM/KR 7

mailto:KOREA@PURESTORAGE.CO.KR


6

SIMPLICITY BY DESIGN FROM DAY 1
FlashArray//X has the power to simplify…everything.  The hardware, software, and cloud management experience 
are co-designed to make everything just work – no manual required!  Effortless is…

BUILT TO ACCELERATE AND INTEGRATE
FlashArray//X builds on the rich integration track record of the FlashArray family, it’s been tested and certified to 
work with all your critical applications and cloud infrastructure.

BUSINESS  
APPLICATIONS

DEVOPS & 
AUTOMATION

DESKTOP  
VIRTUALIZATION

VIRTUALIZATION, CONTAINERS,  
AND CLOUD INFRASTRUCTURE

DATA CENTER 
INFRASTRUCTURE

ONE BOX 30-MINUTE 
INSTALL

6 CABLES NO MANUAL 
REQUIRED

ALL SOFTWARE 
INCLUDED

EVERYTHING 
ENCRYPTED

NO TIERING OR 
PERFORMANCE TUNING

✓

AI-DRIVEN CLOUD SUPPORT, 
MANAGEMENT & ANALYTICS

API-BASED EVERYTHING 
FOR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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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간단한 설계 

FlashArray//X는 모든 것을 간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관리 경험은 모든 것이 수동 개입 없이 작동되
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간단하게 만드는 일부 방법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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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

박스 1개 설치 시간 30분 케이블 6개 사용설명서 불필요 모든 어레이 소프트웨어 포함

모든 데이터의 
암호화

티어링 또는 성능 
튜닝 불필요

자동화를 위해 
모든 것이 API 기반

AI 기반의 클라우드 지원, 
관리 및 분석

가속화와 통합을 위한 설계
FlashArray//X는 FlashArray 제품군의 쌓인 노하우로 뒷받침되며 모든 핵심적인 애플리케이션 및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와 함께 작동되도록 테스
트 및 검증을 거쳤습니다.

Recreate PMS(From PDF)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컨테이너 및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데브옵스 & 자동화 데스크탑 가상화 데이터센터 인프라스트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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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OF-THE-BOX CLOUD AUTOMATION
 

and virtualization, it’s been pre-integrated into all the popular full-stack orchestration tools so you can deliver storage-on-

demand for your production team, developers, and data scientists.

ACCELERATING YOUR VMWARE SDDC
There are two key ingredients to running your VM-based 
environment in the cloud model: VVols and vRealize.  

FlashArray//X supports VVols natively, and accelerates 
instant conversion from VMFS  VVols.  VVols not only 

delivers per-VM storage operations like snapshots and 
replication, but enables full VMware storage policy-based 

management (SPBM), for both automation and policy 
enforcement in your cloud.  And with vRealize, you can 

truly have fully-automated provisioning via a service 
catalog that you expose directly to your end-users: VMs 

as a service delivered!

And with Pure’s vCenter Web Client and our
new Pure1 VM Analytics, you can have both full 

management within vCenter and easy VM-to- 
storage performance correlation.

 VMware vSphere

Pure
Web Client

SRM

 

VVols

      QoS

VASA  

OPEN, FULL-STACK AUTOMATION 
A wide range of tools have emerged to easily 
orchestrate the full-stack IT environment.  Pure’s 

management philosophy is API-first, everything Pure 
can be controlled via our REST API.  We’ve made 

automation even easier by delivering integration 
plugins and toolkits for most major orchestration 

frameworks.

CONTAINER STORAGE-AS-A-SERVICE:
NEW PURE STORAGE SERVICE ORCHESTRATOR

Container adoption is exploding, but lack of persistent 
storage support for stateful containers threatens to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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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클라우드 자동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효율성을 향상하려면 자동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FlashArray//X는 컨테이너 및 가상화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
든 보편적인 풀-스택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사전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팀, 개발자 및 데이터 과학자들이 즉각적으로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VMware SDDC 가속화 

클라우드 모델의 VM 기반 환경을 구동하는 데 핵심적인 2가지 요소는 VVol과 vRe-

alize입니다. FlashArray//X는 VVols를 기본으로 지원하며, 즉각적인 VMFS → 

VVols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VVol은 스냅샷과 복제 같은 VM 단위 스토리지 작
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의 정책 시행과 자동화를 위해 모든 것이 포함
된 VMware 스토리지 정책 기반 관리(SPBM)를 제공합니다. vRealize는 엔드유저들
을 위한 서비스 카탈로그를 통해 프로비저닝을 완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VM을 서
비스로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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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스토리지의 vCenter Web Client와 새로운 

Pure1 VM Analytics는 vCenter에서 모든 관리가 

수행되고, VM-스토리지 간의 성능 상관관계가 쉽게 

성립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방형 풀-스택 자동화 

풀-스택 IT 환경의 오케스트레이션을 간소화시켜 주는 다양한 툴들이 등장했습니다. 관리
에 대한 퓨어스토리지의 기본 원칙은 API 우선, 즉 퓨어스토리지의 모든 것은 REST API

를 통해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퓨어스토리지는 대부분의 주요 오케스트레이
션 프레임워크를 위한 통합 플러그인과 툴킷을 제공함으로써 자동화를 한층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비스로서의 컨테이너 스토리지: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 

컨테이너 도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상태 저장 컨테이너를 위한 지속적인 스토리지 

지원이 부족하여 이러한 추세가 누그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퓨어스토리지는 Docker, Ku-

bernetes 및 Mesosphere를 위한 플러그인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컨테이너 지원을 가능
하게 합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환경은 대단히 유동적이기 때문에(컨테이너의 대부분은 몇 

초 동안 '생존'함) 보다 스마트한 프로비저닝이 필요합니다. 새로 선보이는 퓨어 서비스 오케
스트레이터(Pure Service Orchestrator)는 다수의 FlashArray 및 FlashBlade 시스템 

전반에 걸쳐 즉각적으로 자동화된, 정책 기반의 컨테이너 프로비저닝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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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지원, SAAS 기반 관리, 풀 스택 분석 및 예측적 지원 

Pure1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스토리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장치에서든 로그인만 하면 스토리지 시스템을 관리 및 분
석할 수 있습니다. Software as a Service (SaaS)와 마찬가지
로, Pure1은 새로운 기능과 개선 사항을 모든 고객들이 즉각적으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면 관리가 필요한 

경우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전송합니다.

글로벌 예측 인텔리전스에 기반한 성능 예측 및 선제적 지원 

Pure1에 탑재된 인공 지능 엔진인 Pure1 Meta™는 스토리지를 보
다 효과적으로 관리, 자동화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수만 대의 퓨어스토리지 어레이로 구성된 글로벌 센서 네트워크가 매일 1조 개 이상의 

데이터포인트를 제공하여 지금까지 7페타바이트(PB) 이상에 달하는 성능 데이터가 축적되었습니다. Pure1 Meta

는 특정 워크로드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워크로드 DNA'입니다. Meta는 

FlashArray의 워크로드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용량과 성능은 어떻게 증가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워크로드가 어레이에 적합한지
의 여부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Meta는 연결된 어레이들을 지속적으로 스캐닝하고 ‘이슈 핑거프린트’와 비교한 후 어레이에 문제
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Pure1 지원팀에 경고를 보냅니다. Meta는 간단함과 안정성(이제까지 500여 건 이상의 매우 민감한 장애 예방)을 향
상시키고 오버 프로비저닝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FlashArray는 SaaS와 클라우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를 한 번 구축한 이후 서브스크립션을 통해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성능, 용량, 집적도 

및 기능을 확장해 나가며 혁신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운타임이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필요하지 않으며 성능에 지장을 주지도 않습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제품 설계 시 미래 기술을 위한 호환성을 고려했습니다. 퓨어스토리지의 ‘적정 규모’의 용량 보증은 필요한 유효 용량에서 시작하여 비즈니스 

확장에 따라 Capacity Consolidation 프로그램을 통해 스토리지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집적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에버그린 스토리지 프로그
램을 통해 스토리지 용량을 재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토리지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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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X 사양은 //X R2 버전 기준이며, 2018년 6월에 출시되었습니다. 

** 유효 용량은 HA, RAID, 메타데이터 오버헤드, GB 대 GiB 전환율을 고려한 것이며, 상시 가동 글로벌 인라인 중복
제거, 압축, 패턴 제거를 통한 데이터 절감 혜택이 포함됩니다. 평균 데이터 절감율은 5:1 기준이며, 씬 프로비저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18년 하반기 출시 예정
† 어레이가 퓨어스토리지 DirectFlash Shelf 및 또는 퓨어스토리지의 SAS 기반 확장 쉘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어레이가 퓨어스토리지의 SAS 기반 확장 쉘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2018년 하반기 출시 예정
2 Gartner, Magic Quadrant for Solid- 
 State Arrays, 2017년 7월 13일 가트너는 
 조사 보고서에 소개된 특정 업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기술 
 용자에게 높은 등급으로 평가된 업체만을 
 택하도록 조언하지 않습니다. 가트너의 연구 
 간행물은 가트너 조사 기관의 의견으로 
 구성되며 사실에 대한 진술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트너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특정 
 목적에 대한 상업성 또는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증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Gartner, The Future of Hyperconverged 
 and Integrated Systems Will Be Shaped 
 by Shared Accelerated Storage,
 2017년 5월 25일

CAPACITY PHYSICAL

//X10 최대 55 TB / 53.5 TiB  
유효 용량** 
최대 20 TB / 18.6 TiB  
물리 용량

3U
490 – 600 W (유휴 - 피크)
최대 구성 시 43.1 kg
13cm x 48.1cm x 75.5cm 섀시 

//X20 최대 275 TB / 251.8 TiB  
유효 용량** 
최대 87 TB / 80.3 TiB  
물리 용량††

3U
620 – 688 W (유휴 - 피크)
최대 구성 시 43.1 kg
13cm x 48.1cm x 75.5cm 섀시

//X50 최대 650 TB / 602.8 TiB  
유효 용량** 
최대 185 TB / 171 TiB  
물리 용량†

3U
620 – 760 W (유휴 - 피크)
최대 구성 시 43.1 kg
13cm x 48.1cm x 75.5cm 섀시

//X70 최대 1.3 PB / 1238.5 TiB  
유효 용량** 
최대 366 TB / 320.1 TiB  
물리 용량†

3U
915 – 1345 W (유휴 - 피크)
최대 구성 시 44 kg
13cm x 48.1cm x 75.5cm 섀시

//X90 최대 3 PB / 3003.1 TiB  
유효 용량**
최대 878 TB / 768.3 TiB  
물리 용량†

3U – 6U
1100 – 1570 W (유휴 - 피크)
최대 구성 시 44 kg
13cm x 48.1cm x 75.5cm 섀시

DIRECT 
플래시
쉘프

최대 1.9 PB 유효 용량** 
최대 512 TB / 465.6 TiB  
물리 용량 

3U
460 - 500 W (유휴 - 피크)
최대 구성 시 39.8kg
13cm x 48.1cm x 75.5cm 섀시

//X 연결성

온보드 포트(컨트롤러당)
•  2 x 1/10/25 Gb Ethernet
• 2 x 1/10/25 Gb Ethernet 복제 포트
• 2 x 1 Gb 관리 포트

호스트 I/O 카드 (컨트롤러당 슬롯 3개)
•  2-포트 10GBase-T Ethernet
• 2-포트 1/10/25 Gb Ethernet
• 2-포트 40 Gb Ethernet
• 2-포트 50 Gb 
 Ethernet (NVMe-oF Ready)***
• 2-포트 16/32 Gb 
 FC(NVMe-oF Ready)
• 4-포트 16/32 Gb 
 FC(NVMe-oF Ready)

DirectFlash 용량 팩
2.2 TB  

DirectFlash
모듈

4.5 TB  
DirectFlash
모듈

9.1 TB  
DirectFlash
모듈

18.3 TB  
DirectFlash
모듈

//X 샤시 내 1 Pack당 (10개 모듈, 최대 2 Pack) 22 TB 45 TB 91 TB 183 TB

DirectFlash 쉘프 1 Pack당 (14개 모듈, 최대 2 Pack) 31 TB 63 TB 127 TB 256 TB

기존 SATA/SAS 용량 팩
512 GB 
플래시 
모듈

1 TB / 960 GB 
플래시 
모듈

2 / 1.9 TB 
플래시 
모듈

3.8 TB 
플래시 
모듈

7.6 TB 
플래시 
모듈

//X 샤시 내 1 Pack당 (10개 모듈, 최대 2 Pack) 5 TB 10 TB 20 TB 38 TB 76 TB

SAS 쉘프 내 1 Pack당 (12개 모듈, 최대 2 Pack) 11 TB 22 TB 45 TB 90 TB

용량 구성 옵션 

FlashArray//X 컨트롤러는 올-NVMe DirectFlash™ 모듈과 기존의 SATA/SAS 플래시 모듈을 동시에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쉽게 업그레이드
와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DirectFlash NVMe Shelf나 기존의 SAS 확장 Shelf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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