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리지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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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로, 퓨어스토리지 올-플래시 어레이 구축으로 자사 스위칭 시스템의 무중단 
운영 확보 

1998년 설립 된 주식회사 스마트로는 KT그룹의 금융-통신 계열사로 신용카드 VAN(
부가가치통신망) 서비스와 PG 서비스, 그리고 Fin-Tech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에서 
지불결제시장을 선도하는 종합 전자지불 전문업체다. 

24시간 무장애 결제 서비스를 공급하는 스마트로는 신용 카드 가맹점의 무중단 서비스 
및 안정적인 승인 거래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스위칭 VAN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안정성 및 성능이라는 2가지 해결책을 합리적인 금액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이 이번 사업 성공의 관건이었다.

퓨어스토리지, 가장 안정적인 스토리지로 최종 선정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앞서 성능과 안정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여러 
제품들을 검토한 결과, 퓨어스토리지는 가장 안정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었다. 

미드레인지급 디스크 스토리지로는 만족할만한 성능을 얻을 수 없었으며, 엔터프라이즈급 
디스크 스토리지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었다. 스마트로는 퓨어스토리지의 FA-420
이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와 대등하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입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퓨어스토리지의 클라우드 기반 관리 플랫폼 퓨어1™은 스마트로가 퓨
어스토리지를 선택하게 된 주요 요소 중 하나였다. 스마트로 IT본부 양현모 본부장은 
“여러 스토리지 제품들을 비교한 끝에 비용 대비 성능 및 모니터링의 편의성에서 경
쟁 우위에 있는 퓨어스토리지 FA-420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스마트로는 신용 카드 가맹점의 무중단 서비스 및 안정적인 승인 거래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스위칭 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다양한 스토리지를 평가 후 퓨어스토리지의 올-플래시 어레이를 최종 
도입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로는 가상화 서버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 및 안정성을 확보하며 서비스 
다운타임을 최소화했다.

“여러 스토리지 제품들을 
비교한 끝에 비용 대비 
성능 및 모니터링의 
편의성에서 경쟁 우위에 있는 
퓨어스토리지 FA-420 
을 도입했다.”

-스마트로 IT본부장 양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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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시스템 성능 및 안정성 확보로 서비스 다운타임 최소화 

스마트로는 미션 크리티컬 업무의 스토리지 장애로 인한 서비스 복구 최소화를 목표로 
퓨어스토리지의 올-플래시 어레이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이를 통해 가상화된 서버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 및 안정성을 제공하여 서비스 다운타임을 최소화했다. 또한, 플래시어레이 
구축으로 스마트로는 평균 0.25ms의 응답속도를 확보했다.

양현모 본부장은 “올-플래시 스토리지는 기존의 물리적인 HDD 기반이 아니라 전자적인 
SSD 기반이어서, 기존의 HDD 기반의 기능들을 그대로 적용하게 될 경우, SSD를 최적화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RAID도 SSD에 최적화된 별도 RAID를 적용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벤더는 기존 HDD에서 구현된 RAID를 사용하고 있었다. 퓨어스토리지는 스토리지에서 
제공하는 내부복제, 외부복제, 무중단 교체 등의 여러 기능들을 올-플래시에서 안정적으로 
구현 했으며, 이 모든 기능들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말했다.

7:1의 데이터 절감으로 스토리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용량 증설에 대한 부담감 해소 

스마트로는 퓨어스토리지의 인라인 방식 데이터 압축 및 중복제거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비해 데이터의 양을 약 85%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7대1의 중복제거율을 통해 많은 
스토리지 공간을 확보하고, 추후 용량 증설에 대한 부담감 또한 해소시켰다. 

양현모 본부장은 “이번 스위칭 시스템은 가상화된 환경에 DB를 올려 구축했다. 이 환경에서 
중복제거율이 5대1이 나올 것이라 제안을 받았으며, 이런 중복제거율은 고성능의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플래시어레이 실제 구축 결과 7대
1의 중복제거율이 나왔으며 스토리지 여유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스마트로의 향후 비즈니스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로는 이미 지난 몇 달간 성공적인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검증했고, 향후 스토
리지 셸프 추가만으로 복잡한 신규 구성과 연결 작업 없이 증설과 확장이 가능한 환경
을 갖추었다.

자체 이중화 및 퓨어1 활용한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 증대 

퓨어스토리지 플래시어레이는 플래시 메모리에 최적화 되어 있는 아키텍처가 적용된 
제품으로 주요 부품 이중화를 통해 서비스 중단 없는 최고의 안정성을 제공했다. 또한, 
퓨어스토리지의 클라우드 기반 관리 및 선제적 기술 지원 시스템인 퓨어1은 스토리지 운영 
및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양현모 본부장은 “클라우드 기반의 실시간 관리 플랫폼인 퓨어1으로 예상하지 못한 장애의 
발생을 줄이고 실제 장애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도 빠르게 대처하여 장애에 대한 서비스 
다운타임을 최소화하여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로는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퓨어1은 클라우드에 지속적으로 어레이를 연결하여 매 30초마다 용량, 성능 및 상태를 
원격으로 측정하고 업데이트한다. 상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문제가 파악되면 
해당 문제를 실시간으로 분석 엔진에 업로드하고, 퓨어스토리지 기술 지원팀이 어느 
어레이가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 후 고객에게 연락을 취해 사전에 문제를 해결한다. 이를 
통해 담당자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고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할 수 있다.

회사명:

스마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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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사례:

• VSI – VMware® vSphere®

도전과제:

•  서비스 다운타임 장기화

•  용량 증설에 대한 부담감

•  높은 스토리지 총소유비용

IT 혁신:

•  평균 0.25ms 응답속도로 빠르
고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7:1의 중복제거율로 스토리
지효율성 향상

• 퓨어1을 활용한 모니터링 간소화

“플래시어레이 실제 구축 
결과 7대1의 중복제거율이 
나왔으며 스토리지 여유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

-스마트로 IT본부장 양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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