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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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Virtual Storage Platform 5000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기존 엔터프라이즈의 완벽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영속성입

니다. VSP 5000 시리즈는 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엔터프라이즈 기반의 100% 데이

터 가용성을 지원하는 가장 안정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데이터옵스를 인

프라에 적용한 AI 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빅데이터에 기반한 자동화 구현이 가능합

니다. 이는 클라우드 시대에 적합한, 예측 가능한 자동화 환경입니다.

고성능의 인프라 환경을 위해 NVMe 최적화, 2100만 IOPS, 70μs 레이턴시를 포함

하여 업계 최고의 성능을 보장해 드립니다. VSP 5000 시리즈는 메인 프레임부터 클

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까지 기업의 어떠한 워크로드라도 즉각적으로 반응

할 수 있는 통합 스토리지 플랫폼을 제공해 드립니다. 

VSP 5000 
Series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가장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전환의 Stairway

Resilience

Automation

Agile

· 업계 최고의 복원력을 
	 제공하며 무중단 
	 인프라의 표준 제시
· AI 자동화와 연계한 
	 자가 복구 인프라 
	 로드맵 제시

· 클라우드와 AI기반의 	
	 통합 관리 플랫폼이 	
	 만나 지능적인 자동화 	
	 관리를 실현한 
	 아키텍처

· NVMe에 최적화된 		
	 Accelerated Flash 	
	 Fabric으로
	 업계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요구	
	 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유연한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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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성을 극대화한
진정한 하이엔드 스케일아웃 시스템

민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VSP 5000 시리

즈는 플래시,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와 같은 고성능 미디어를 처리하기 위해 

PCIe 기반의 Accelerated Flash Fabric를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이 아키텍

처는 스케일아웃 기반의  멀티 프로세싱이 지연 현상 없이 수행되도록 내부 대

역폭과 응답 성능을 보장하였으며, 플래시와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SCM: 

Storage Class Memory)가 성능의 병목 없이 빠른 속도를 실현할 수 있게 도와

드립니다. 

Accelerated Flash Fabric은 4중화된 PCIe 스위치 기반으로 다중 노드의 무중

단 스케일아웃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최소 2대의 컨트롤러로 시작해서 엔

터프라이즈 워크로드 증가에 따라 최대 2100만 IOPS, 69PB까지 확장하여 민첩

한 엔터프라이즈 IT 환경의 기반을 제공해 드립니다. 

Accelerated Flash Fabric (엔드-투-엔드 NVMe 가속화 기술)  
2100만IOPs, 70μs의 비밀

Quad controller Block Quad controller Block Quad controller Block

NVMe-oF*
프론트엔드

SAS SSDs/ 
HDDs

INTERCONNECT  PCIe SWITCHES 

ACCELERATED 
FLASH FABRIC

FABRIC-
ACCELERATON 

MODULES

FABRIC-
ACCELERATON 

MODULES

FABRIC-
ACCELERATON 

MODULES

NVMe SSDs/ 
SCM**

NVM
e 백

엔
드

엔
드

-투
-엔

드
 NVM

e 가
속

화
 실

현

* 추후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원 예정
** 추후 지원 예정

1

2

3

4

미래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유연한 스케일아웃5

NVMe I/O의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한 FPGA 기반 Fabric 
Acceleration Module을 통해 
46%의 추가 I/O 성능 구현

컨트롤러 간 PCIe switch 연결을 
통해 스케일아웃 기반 
멀터프로세싱 처리에 대한 
초저지연 성능 보장

NVMe 프론트엔드는 호스트에 
발생한 NVMe 데이터에 대한 
최적의 응답 성능 제공

21

4 필요에 따라 HDD, SAS SSD, 
NVMe SSD 또는 SCM**를 
유연하게 혼합 구성가능

5

NVMe 백엔드는 NVMe 성능에 
최적화된 NVMe SSD & SCM**의 
성능 보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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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반의
클라우드 자동화 솔루션

이제는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기업 내 모든 부서는 예외 없이 데이터를 기반으

로 한 분석과 적용을 통해 빠른 성과를 내도록 요구받을 것입니다. IT 담당자는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텔레메터리 데이터를 빅데이터 화하여 인공지능

과 자동화를 적용한 AIOps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Ops Center는 인프라 정보를 빅데이터 화할 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기반의 분석

을 지원하여 이를 서비스 기반의 자동화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VSP 5000 시

리즈에 클라우드 플랫폼을 Plug-in으로 연결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한 자동화

를 구현할 수 있으며, Ops Center를 통해 엔터프라이즈에 최적화된 분석과 재

해복구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AI 기반 통합 관리 플랫폼

하이퍼바이저
서버 OS

네트워크

스토리지

Ops Center 

Administrator

Analyzer

Automator

Data Protection
(HDID)

텔레메트리 
데이터

선제적 지원

자동화

AI 데이터 
모델링 및 변환

비용을 컨트롤하고 
다운타임을 줄이기 위한 

예측  및 경보(alert)

수년간 축적한 빅데이터에 대한 
대조 및 분석

전체 데이터 경로에 
대한 정보 수집

태스크 자동화 및 
최적화 조치

Integrate

Automate

Analyze

Manage

Support

통합운영
IT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공통 서비스 
기반의 통합 관리

스마트 자동화
수작업을 표준화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AI기반 자동화

클라우드 플랫폼 연동
Plug-in을 통해 클라우드 

플랫폼에 네이티브 자동화 
제공 및 AIOps를 

클라우드 운영에 확장

글로벌 지원
다중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센터를 위한 

중앙통제기반의 최적화, 
계획, 장애처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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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업계 최고의 
무중단 재해복구 기술과 

100% 데이터 가용성 보증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에게 IT는 단순한 지원 부서가 아닌 비즈니스 그 자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화된 IT가 중단 없이 계속되려면 어떤 위협에도 빠

르게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VSP 5000시리즈는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100% 데이터 가용성과 많은 비즈

니스에서 검증받은 Active-Active Metro Clustering 기반의 무중단 재해 복구 기

술을 제공합니다. 업계 최고의 재해 복구 기술이 AIOps와 결합하면 스스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데이터 센터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신

뢰할 수 있는 IT를 바탕으로 오롯이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업계최고의 복원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센터 로드맵 제시

지난 30년간 
업계를 리드한 

신뢰성 GLOBAL-ACTIVE 
DEVICE

스케일 아웃 클라우드 
지원

3개의 
데이터센터

!

업계 최초 
100% 데이터 가용성 보증

4:1 
데이터 절감 보증

AIOps 기반 Ops Center와 업계 최고의 재해복구 솔루션이 결합하여 
예기치 않은 리스크에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프라의 로드맵을 제시

스냅샷 복제 Global Active Device

워크로드에 대한 
데이터 보호 SLA 프로파일 정의에 

Automator1) 사용

Automator가 HDID2)를 
호출하여 데이터 
보호 기능 설정

HDID는 Automator에서 설정한 
규칙기반으로 데이터 보호 모니터링 수행,

만약 SLA 기준이 어긋날 경우 다시 재실행하여 서비스 복구

1) Ops Center Automator : 자동화 오케스트레이션
2) HDID(Data Instance Director) : Copy Data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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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P 5100/5100H는 VSP 5500/5500H로의 Data In Place 무중단 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예) VSP 5100에서 VSP 5500으로 업그레이드를 통해 12 컨트롤러까지 증설 가능
	 SCM : Storage Class Memory

VSP 5000 Series VSP 5100H VSP 5500H VSP 5100 VSP 5500

종류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올플래시 올플래시

성능 420만 이상 IOPS 2,100만 이상 IOPS 420만 이상 IOPS 2,100만 이상 IOPS

노드 2 노드 2/4/6 노드 2 노드 2/4/6 노드

컨트롤러 2 컨트롤러 4/8/12 컨트롤러 2 컨트롤러 4/8/12 컨트롤러

최대 캐시용량 1TB / 512GB(M/F) 2~ 6TB 1TB / 512GB(M/F) 2~ 6TB

최대 장착 드라이브 96(NVMe)/768(SAS)/ 
384(NL-SAS)/192(FMD)

288(NVMe)/2,304(SAS)/ 
1,152(NL-SAS)/576(FMD)

96(NVMe)/768(SAS)/ 
192(FMD)

288(NVMe)/2,304(SAS)/ 
576(FMD)

최대 물리용량 23PB 69PB 23PB 69PB

최대 외장용량 287PB 287PB 287PB 287PB

드라이브 SSD(NVMe) 1.9TB/3.8TB/7.6TB/15.3TB/30.6TB, 375GB(SCM) 1.9TB/3.8TB/7.6TB/15.3TB/30.6TB, 375GB(SCM)

SSD(SAS) 960GB/1.9TB/3.8TB/7.6TB/15.3TB/30.6TB 960GB/1.9TB/3.8TB/7.6TB/15.3TB/30.6TB

FMD 7TB, 14TB 7TB, 14TB

HDD(2.5") 10 rpm : 2.4TB -

HDD(3.5") 7.2K rpm : 14TB -

최대 지원 드라이브 수 768 SFF/384 LFF SAS
192 FMD
96 NVMe

2,304 SFF/1,152 LFF SAS
576 FMD
288 NVMe

768 SAS
192 FMD
96 NVMe

2,304 SAS
576 FMD
288 NVMe

최대 호스트 인터페이스 32 FC(NVMe 지원):  
16Gb/sec, 32Gb/sec
192 FC(NVMe 지원): 
16Gb/sec,  32Gb/sec
(Scale Out 확장)
32 FICON: 16Gb/sec
192 FICON: 16Gb/sec
(Scale Out 확장)
16 iSCSI: 10GBase-T
96 iSCSI: 10GBase-T
(Scale Out 확장)

192 FC(NVMe 지원) : 
16Gb/sec,  32Gb/sec
192 FICON: 16Gb/sec
96 iSCSI: 10GBase-T

32 FC(NVMe 지원):  
16Gb/sec, 32Gb/sec
192 FC(NVMe 지원): 
16Gb/sec,  32Gb/sec
(Scale Out 확장)
32 FICON: 16Gb/sec
192 FICON: 16Gb/sec
(Scale Out 확장)
16 iSCSI: 10GBase-T
96 iSCSI: 10GBase-T
(Scale Out 확장)

192 FC(NVMe 지원) : 
16Gb/sec,  32Gb/sec
192 FICON: 16Gb/sec
96 iSCSI: 10GBase-T

백엔드 인터페이스 PCIe Gen3 NVMe 32link
12Gbps SAS 32link

PCIe Gen3 NVMe 192link
12Gbps SAS 192link

PCIe Gen3 NVMe 32link
12Gbps SAS 32link

PCIe Gen3 NVMe 192link
12Gbps SAS 192link

최대 볼륨 사이즈 256TB 256TB 256TB 256TB

최대 볼륨 개수 65,280 65,280 65,280 65,280

지원 RAID 레벨 10, 5, 6 10, 5, 6 10, 5, 6 10, 5, 6

상세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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