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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프레미스 및
호스팅 환경

컨테이너 또는 VM

컨테이너 또는
VM 클라우드 구축 및 자동화

온-프레미스에 웹 스케일 앱 구축클라우드 호환 데이터 서비스 제공

* OPEX treatment is subject to customer’s auditor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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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최상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세요.
퓨어스토리지와 함께 민첩하고 안정적인 온-프레미스 클라우드로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개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기업들은 
자사의 민첩성 및 유연성을 향상시키면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은 간편하고, 유연하며, 온-디맨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 IT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인프라로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가장 간단한 해결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비용효과적인 옵션을 
제공하는 인프라는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또한, 모든 업무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동시키는 일은 쉽지 않으며, 특히 기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리-아키텍처링 
(re-architecturing)이 요구될 수 있어 이동이 더욱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강력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기업의 클라우드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기업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와 비교해, 가상화된 온-프레미스 인프라는 통합, 효율성, 데이터 보안 및 관리 측면에서 훨씬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고안정성, 고성능 및 손쉬운 확장을 지원합니다. 퓨어의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는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리소스 할당 및 데이터 이동이 민첩하며, 스토리지 레벨의 키(key) 암호화로 충분한 보안을 유지하고, 현대적인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퓨어스토리지는 AWS의 99.99%의 가용성과 비교해, 훨씬 높은 99.9999%의 고가용성을 제공합니다. 
퓨어스토리지는 VM 또는 컨테이너를 포함한 환경에서 통합, 자동화, 오케스트레이션 및 업계 선도적인 클라우드 자동화 플랫폼을 
위한 셀프 서비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업계 최고의 안정성 및 100% NVMe 성능을 활용해 워크로드,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전반에서 
손쉽게 공유 가능한 패스트 데이터(Fast Data)를 경험하세요. SaaS 제공 기업(예: 퓨어스토리지를 도입한 Workday 및 Paylocity), 
호스팅 클라우드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등 퓨어스토리지를 기반으로 구축된 수 천 개의 기업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디맨드 이용 및 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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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자동화하세요. 
퓨어스토리지는 VMware, Microsoft 및 OpenStack과의 완벽한 통합을 통해 간편한 자동화 및 셀프 서비스 기능을 구현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속도, 안정성 및 보안과 동시에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계하여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운영 민첩성을 경험하세요.

VMware
퓨어스토리지는 온-프레미스 VMware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vRealize Orchestrator에 연결된 플래시어레이(FlashArray™)는 온-디맨드 
방식의 VM 단위 프로비저닝 및 정책 기반 제어를 포함한 가장 일반적인 스토리지 
오케스트레이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즉각적인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며, vRealize Automation과의 통합은 온-디맨드 서비스형 
인프라(IaaS)를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퓨어는 가장 간단하게 VM을 구현하며, VM 단위의 제어를 지원하고, 가상 환경에서 물리 
환경으로, 물리 환경에서 가상 환경으로, 그리고 온- 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의 유연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VMware SDDC 
Validated Design은 소프트웨어 정의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한 사전 검증된 청사진을 제공하며, vCenter 웹 클라이언트 
플러그인은 단일 콘솔을 통해 모든 스토리지 관리 업무를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퓨어1 VM 분석(Pure1® VM analyt-
ics)은 전체 스택에 대한 포괄적인 성능 인사이트를 VM 수준까지 제공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VMware Metro Storage Cluster의 인증을 받은 퓨어의 내장형 액티브클러스터(ActiveCluster)는 제로 RPO 및 제로 RTO라는 
최고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제공하며, Site Recovery Manager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해 복구 및 보호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MICROSOFT
퓨어스토리지의 시스템 센터 통합을 위한 스위트(Pure’s suite of System Center integra-
tions)는 Microsoft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관리에 필요한 최고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퓨어의 VM 매니저 플러그인(Virtual Machine Manager plug-in)을 통해 모든 규모의 VM 
구축을 단일 패브릭으로 구성하고 관리하세요. 또한, 오케스트레이터 플러그인(Orchestrator 
plug-in)을 통해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및 모니터링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세요. 오퍼레이션 
매니저 플러그인(Operations Manager plug-in)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리소스의 상태 및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파악하여 신속한 해결을 돕습니다. 윈도우 어드민 센터를 위한 퓨어스토리지 익스텐션(Pure Storage 
Extension for Windows Admin Center)을 통해 플래시어레이(FlashArray) 제품군에 대한 다양한 관리 기능을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퓨어스토리지 파워셸 툴킷(Pure Storage PowerShell Toolkit)으로 Microsoft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통합 경험을 
확장시키고, 한층 뛰어난 자동화를 구현하세요. 모든 기능은 어레이에 포함돼 있습니다.

OPENSTACK
퓨어스토리지는 OpenStack을 위한 다양한 통합 방법을 제공합니다. 플래시어레이(-
FlashArray)를 위한 블록 스토리지 Cinder 드라이버는 통합 시간을 단축하며,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며, 탄력적으로 클라우드를 구축하도록 합니다. 비동기식 및 동기식 데이터 복제 방식을 
모두 지원해 여러 위치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블레이드(Flash-
Blade) Manilla 드라이버는 업계 최상급의 NFS 플랫폼을 기반으로 파일 서비스를 제공하며, 
퓨어스토리지의 파이썬 자동화 툴킷(Pure Storage Python Automation Toolkit)은 Cinder 및 Manilla를 능가하는 고급 
스토리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모든 플래시어레이(FlashArray) 및 플래시블레이드(FlashBlade) 스토리지 기능에 대한 완전한 
맞춤화 및 액세스를 위한 퓨어의 포괄적인 REST API는 OpenStack 안에서 플래시어레이(FlashArray) 및 플래시블레이드(Flash-
Blade) 관리를 자동화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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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이터 서비스 

서비스형 온-디맨드 컨테이너 스토리지
컨테이너 도입이 폭증함에 따라, 퓨어스토리지는 서비스형 컨
테이너 스토리지(Container Storage-as-a-Service) 제공을 
위한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Pure Service Orchestra-
tor)를 출시하여 올플래시의 빠른 속도 및 엔터프라이즈급 안정
성으로 지원되는 클라우드와 같은 민첩성을 제공하고 있습니
다.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Pure Service Orchestrator)
는 Docker 및 Kubernetes에 대한 완벽한 지원으로 플래시어
레이(FlashArray) 및 플래시블레이드
(FlashBlade) 시스템을 원활하게(seamless) 통합하여, 기업이 
미션 크리티컬한 컨테이너화 된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구축 
및 배포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온-프레미스 올플래시 PaaS
퓨어스토리지는 서비스형 컨테이너(Container-as-a-Ser-
vice)를 넘어, 온프레미스에서 현대적인 PaaS를 제공하도록 
지원합니다. Red Hat OpenShift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통해, 
올플래시를 프로비저닝하여 개발자들에게 퍼블릭 클라우드
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민첩성을 보장할 수 있습
니다.

클라우드를 위한 개방형의 간단한 자동화
퓨어는 선택 가능한 자동화 툴과의 사전 통합을 통해 기업이 가
상화 또는 컨테이너화 된 데브옵스 환경에 가장 적합한 기술 스
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퓨어의 파이썬(Python), 파워셸
(PowerShell), 앤시블(Ansible), 솔트스택(SaltStack) 및 퍼펫
(Puppet) 모듈로 지원되는 손쉬우면서도 안정적인 코드형 인
프라(Infrastructure-as-Code)를 구축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경험하세요.

클라우드 호환 데이터 서비스 
온-프레미스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궁극적 목적은 퍼블릭 클라
우드와 동일한 수준의 블록, 파일 및 오브젝트 서비스를 온-디
맨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퓨어스토리지는 퓨리티(Purity) 운
영 환경과 퓨어1(Pure1®)을 통해 오브젝트 등 기업이 필요한 
모든 프로토콜을 제공하며, REST API를 통해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 웹 스케일 앱 구축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기반하며, 차세대 개발자들 역시 설계 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퓨어스토리지의 오
브젝트 스토리지 플랫폼 플래시블레이드(FlashBlade)는 온-
프레미스 환경에서 웹 스케일 앱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례 없
는 성능 및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온-디맨드 이용 및 과금
현재 기업들의 IT 환경에서 데이터 양이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리소스의 오버/언더 프로비저닝 이슈가 
지속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퓨어 
에버그린 스토리지 서비스(Pure Evergreen Storage 
Service)는 서비스형 스토리지(Storage-as-a-service)를 유연
한 운영비용(OPEX) 모델 기반의 사용량 기반 과금 방식으로 제
공합니다. 에버그린 스토리지 서비스(Evergreen Storage 
Service)는 블록, 파일 및 오브젝트를 지원하며, 퍼블릭 클라우
드에 연결하거나 하이브리드 조합을 통해 
온-프레미스 및 코로케이션 시설 안에 구축 가능합니다. 에버
그린 스토리지 서비스(Evergreen Storage Service)를 통해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성능 및 보안을 누리면서 퍼블릭 클라우
드의 탄력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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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
IT 인프라의 무분별한 확산(sprawl) 및 사일로(silo)는 지금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민첩성과 
온-디맨드 방식의 확장성에 한계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 새로운 기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 
데이터센터 아키텍처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기술 도입이 느려지게 됩니다. 이제는 이런 방식을 바꿀 때입니다.

이를 위해 Cisco와 퓨어스토리지는 완벽한 모듈형 아키 
텍처를 기반으로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추상화(ab-
stract)하여 무중단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현대적인 컨버지드 인프라(CI) 솔루션 플래시스택(Flash-
Stack™)을 제공합니다. 데이터센터 솔루션을 재설계할 
필요 없이, 새로운 기술을 원활하게(seamlessly) 구축하 
세요. 플래시스택(FlashStack™)은 VM을 인식하고, 하이 
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 가능하면서도,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한 전용 컴퓨트 및 스토리지 티어의 예측 가능성 및 
효율성의 이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플래시스택(Flash-
Stack)으로 기업은 자사의 운영 모델을 현대화하고, 비즈 
니스 요구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구축하고, 하이브리드 환경에 대비하세요. 
퓨어스토리지는 분리된 컴퓨트 및 스토리지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유연하게 구축하고 확장하여 민첩성 및 비용 
절감 효과 극대화하도록 지원합니다. 퓨어의 솔루션 중 무엇 
을 선택하시든지 관계 없이, 플래시스택(FlashStack™)을 
직접 구축하거나 턴키 방식의 플래시스택(FlashStack™)을 
활용해 언제나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에버그린(Evergreen 
™)을 통해 영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스토리지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또한, 준비가 됐을 때 기업의 온-프레미스 클라우드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장할 수 있고, 퓨어스토리지의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하이브리드 인프라에 걸쳐 양방향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모빌리티, 원활한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단 한번만 구축한 뒤 
어느 환경에서나 실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간편함
퓨어스토리지 솔루션은 상시 구동되고, 
빠르며, 안전하게 보안이 됩니다. 자체 
관리가 가능하며, 플러그-앤-플레이 
(plug-n-play) 방식으로 간편하고, 클라
우드와의 연결을 지원합니다. 민첩한 AI 
기반 관리, 예측 분석 및 업계 최고의 기
술 지원 및 보호를 제공합니다.

에버그린(Evergreen)
퓨어 솔루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향상됩니다. 한 번 구매하시면, 소프트웨
어와 하드웨어 대한 혁신을 지속하기 위
한 SaaS 방식의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통
해 100% NVMe//X와 같은 차세대 스토
리지로 중단, 다운타임 또는 위험한 데이
터 마이그레이션 없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
퓨어의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는 언제
나 효율적이며, 모든 티어 및 워크로드를 
통합하는 동시에 상면 공간 및 전력 소모
를 최대 10배까지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퓨어스토리지의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는 
셀프 서비스를 위해 완전한 자동화 및 확
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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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퓨어스토리지 홈페이지
https://www.purestorage.com/kr/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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