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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폭증으로 인해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규모와 종류 또한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IT 서비스 요건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IT 인프라 운영 또한 중요한 업무입니다.

오늘날의 데이터센터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전통적인 IT 환경과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환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IT와 클라우드 기반의 IT 모두를 아우르는 컨버지드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센터 현대화로의 첫 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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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현대화의 시작, 컨버지드 인프라

HITACHI UCP CI
Hitachi Unified Compute Platform CI(Converged Infrastructure)는

컴퓨팅, 네트워킹, 스토리지, 시스템 관리솔루션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 구성한 컨버지드 솔루션입니다.

히타치 밴타라(Hitachi Vantara)의 앞선 기술력에 기반을 둔 컴퓨팅, 네트워킹,

스토리지 솔루션을 사전 구성 및 테스트를 완료하여 패키지 형태로 공급합니다.

더 나아가, 함께 제공되는 차세대 관리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

Hitachi UCP Advisor를 통해 기업내 IT 조직은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을 운영, 관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스위치 소프트웨어 단일기술지원

제품특장점 Key Features

Hitachi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및 소프트웨어가 단일 
제품(단일 SKUs)으로 공급

Hitachi의 차세대 관리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 제공

Hitachi에서 사전 구성, 
테스트 되어 고객사에 전달

Hitachi를 통해 
단일 기술 지원 제공

HITACHI 
UCP CI

서버,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의
구성, 변경, 확장을
손쉽게 수행 가능

유연한 구성

단일 관리 자동화 솔루션
Hitachi UCP Advisor를 통한

운영 비용 최소화

Hitachi가 제공하는
안정적인 인프라 솔루션을 통한

가용성 보장

효율적 운영 높은 안정성



기대효과 Key Benefits

Hitachi Unified Compute Platform CI(이하 UCP CI)는 사전 구성, 테스트 후 고객에게 전달되어, 설치, 구성 그리고 환경 테스트에 소요 

되는 비용 및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의 상면공간을 효율화 할수 있으며, 유연한 시스템 구성을 통

해 필요한 용량, 성능을 쉽고 빠르고 증설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히타치 밴타라(Hitachi Vantara)의 앞선 기술력을 기반으로 높은 성능

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서버 및 스토리지 제품을 기반으로 가능합니다.

LEGACY

CLOUDDIGITAL
WORKPLACE

AVAILABILITY

PROTECTION

RECOVERY 
TIME

BUSINESS
INSIGHTS

Uptime Operational 
Efficiency

Performance Data 
Intelligence

Costs Silos Foot printRisk

간단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관련
소프트웨어가 사전 설치되어 고객 전달

고성능

Hitachi VSP 스토리지의 고성능, 
고가용성 및 Data 솔루션을 그대로 사용

경제적

최소한의 상면 구성 및 운영 단순화로
시스템 운영 비용 최소화

확장

스케일업 및 스케일아웃을 기반으로
필요한 만큼의 용량 및 성능 확장 용이



Hitachi Unified Compute Platform CI(이하 UCP CI)는 데이터센터의 미션크리티컬한 업무 환경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IT 환경을 통

합하여 손쉽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또한 히타치 밴타라(Hitachi Vantara)에서 제공하는 관리 솔루션을 

통해, 베어메탈 환경과 가상화 환경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최상의 운영 환경을 제공합니다.

적용 분야 Use Cases

Rack Scale 하이퍼컨버지드 하이퍼컨버지드
Hitachi UCP RS Hitachi UCP HC Operational 

Efficiency

Scale-Out Apps Custom Apps
Legacy & Traditional

IT Apps
High Performance

Apps

컨버지드인프라
Hitachi UCP CI

베어메탈(Bare Metal) 
환경 및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가상화 환경 지원

VM VM

VM

베어메탈 및 가상화

높은 성능 및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엔터프라이즈급의 
중요 업무

향후 소프트웨어정의
데이터센터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로의 원활한 전환

향후 대규모 확장이 
예상되는 서버 및
데스크탑 가상화

미션크리티컬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버 및 데스크탑 가상화



제품사양 Specification

데이터센터 현대화의 시작, 컨버지드 인프라

HITACHI UCP CI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24 청담빌딩 5층  TEL 02-510-0300  FAX 02-547-9998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KNN 타워 1303호  TEL 051-784-7811, 7813  FAX 051-463-7805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56 대성빌딩 2층  TEL 053-426-9800  FAX 053-426-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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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비즈타워 3층  TEL 062-385-2193  FAX 062-385-2194
수원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82-1 R7빌딩 3층  TEL 031-216-8717~8 FAX 031-216-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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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별 볼륨당 선택적 적용 가능
● 128 노드까지 확장
● 노드 당 3TB 메모리 확장
● 노드 당 12개 디스크 확장

● 업계 최고 성능의 소프트웨어정의 스토리지
● 플래시 최적화 기반의 올플래시 및
● 하이브리드플래시 높은 확장성 및 효율성

Hitachi Virtual Storage 
Platform G/F

Hitachi Advanced 
Server DS120

● Fiber Channel Switch: Brocade
● IP Switch: Cisco

● 차세대 관리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
● 시스템 통합 원격 관리
● 유연한 워크플로우

Hitachi UCP 
Advisor 2.0FC/IP Switch

● 소프트웨어정의 
 자동화 솔루션

Hitachi Automation 
Director

● 통합 성능 모니터링 및 
 분석 솔루션

Hitachi Performance 
Analytics

●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백업 솔루션

Live 
Protector

● 시스템 장애 원격 감시 
 솔루션

Hitachi 
Hi-Tr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