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퓨어스토리지, VMware vCenter SRM(사이트 리커버리 매니저) 및  

향상된 vSphere 웹 클라이언트 플러그인 지원으로 VMware와 통합 강화 

 

2015 년 2 월 9 일 — 시장을 선도하는 솔리드 스테이트 어레이(SSA) 전문기업인 

퓨어스토리지(www.purestorage.co.kr, 지사장 강민우)가 VMware vCenter SRM(사이트 리커버리 

매니저) 및 향상된 vSphere 웹 클라이언트 플러그인을 위한 새로운 스토리지 복제 

어댑터(Storage Replication Adapter; SRA)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퓨어스토리지  플래시어레이  400 시리즈 어레이(FlashArray 400 Series)와 함께 사용 되는 

해당 솔루션은  VMware 환경 을 위한 간단하고 원활한  스토리지 및  가상화 

관리  경험 , 포괄적인  재해 복구  보호 및  확장  가능성 을 

제공한다. 플래시어레이 의 퓨리티  운영 환경(Purity Operating Environment) 의 

더욱 견고하고  뛰어난  통합 을 제공하는 확장된  플러그인 은 VMware 관리자가  

vSphere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스토리지 프로비저닝을 수행하고, 가상 머신  가용성 및 성능에 

최적화된 민첩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퓨어스토리지의  새로운 스토리지 

복제 어댑터 는 퓨리티 플래시리커버(FlashRecover) 복제 , 스냅샷 , 보호  정책  및 VMware 

vCenter SRM과의 기본 통합을 제공하며, 퓨리티의 로컬 데이터 보호  기능을 확장해 가상 머신 

및  vSphere 클러스터의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VMware vCenter SRM을 위한 스토리지 복제 어댑터 

퓨어스토리지 스토리지 복제 어댑터는 VMware vCenter SRM 지원을 위해 기본 어레이 복제 및 

보호 정책을 제공한다. 이러한 통합은 데이터 보호 및 장애 복구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재해 

복구 (DR)를 간소화한다. 사이트 리커버리 매니저 정책은 생산 애플리케이션이나 어레이 복제를 

방해하지 않고 테스트 및 검증될 수 있다. 이는,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며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만족하는 간단한 방법을 제공한다.  

 

• VMware vCenter SRM을 위한 퓨어스토리지 스토리지 복제 어댑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전체 vSphere 클러스터에 자동화된 기본 데이터 보호 및 복제 정책 제공 

• vSphere 데이터스토어 및 데이터스토어 클러스터에 차별화된 데이터 보호 및 복제 

정책 제공 

• 중앙집중형 리포팅으로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 보호 플랜 제공 

• 서로 다른 퓨어스토리지 플래시어레이간 복제 토폴로지 지원 

• 사전 정의된 사이트 리커버리 매니저 장애 복구 정책의 페일오버 및 페일백 자동화 

http://www.purestorage.co.kr/


 
• 생산 시스템 또는 어레이 복제 중단 없이 장애 복구 정책 테스트 및 검증 

퓨어스토리지의 vSphere SRM을 위한 스토리지 복제 어댑터는 VMware vSphere SRM 5.5, 5.8 

및 이후 출시되는 버전 에 대한 VMware 호환 인증 을 받았다. 퓨어스토리지 스토리지 복제 

어댑터 및 퓨리티  플래시리커버는 추가 비용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며 , my.VMware.com 

또는  퓨어스토리지 커뮤니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VMware vSphere 웹 클라이언트를 위한 향상된 플러그인 

퓨어스토리지는  VMware 사용자들에게 운영상의  민첩성 및 가상 머신의  향상된 애플리케이션 

성능과 가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자사의 VMware vSphere 웹 클라이언트 플러그인을 강화했다. 

VMware 관리자는 강화된 플러그인을 통해 플래시어레이의 퓨리티 플래시리커버 보호 정책을 

스냅샷 기반의 백업 및 복제를 자동화하기 위해 적용 할 수 있으며, 이는 vCenter SRM 과 결합 

될 경우 간단하면서 강력한 엔드-투-엔드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제공한다. 가상화 관리자들은 

플래시어래이의 스토리지 성능 및 복원 설정을 최적화하는 동안 스토리지 프로비전 및 온디맨드 

가상화 머신이 더욱 간소화 되었음을 체감할 것이다. 

 

퓨어스토리지 vSphere 웹  클라이언트  플러그인은  직접  VMware vSphere 내에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vSphere 호스트 및 클러스터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스토어 프로비저닝 자동화 

• 데이터스토어 용량 증가 자동화  

• 스토리지 성능 및 가용성을 위한 최적의 설정 자동화 및 보장 

• vSphere 클러스터 및 데이터스토어에 대한 플래시리커버 스냅샷 및 복제 정책 제공 

• 스토리지 성능 및 용량 모니터링 

 

강화된 퓨어스토리지  웹 클라이언트  플러그인은  VMware vSphere 5.1 및 향후 출시되는 

버전과  완벽하게 호환된다 .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해당 솔루션은 자사의 퓨리티 4.1.1 과 

함께 내달  출시 될 예정이다 . 

 

퓨어스토리지 본 스튜어트(Vaughn Stewart) 수석 에반젤리스트는 " 플래시 

스토리지 는 VMware 고객과 고객의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플래시 스토리지는  일관성 있는  빠른 응답속도를 제공해 모든 

애플리케이션 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워크로드의 동적이고 예상치 못한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성능을 제공한다. 이는 애플리케이션 및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가상  통합  인프라 에 이상적이다 "며 “새로운  VMware vSphere 웹 클라이언트  및  

SRM 통합 솔루션은 일상적인 운영  및 재해 복구  프로세스를  VMware 기본 환경에 적용하며 

http://www.vmware.com/resources/compatibility/detail.php?productid=38264&deviceCategory=sra&details=1&partner=399
https://my.vmware.com/web/vmware/details?productId=357&downloadGroup=SRM_SRA
http://www.purestorage.com/support/


 
VMware 사용자를 위한  스토리지 관리를 간소화한다. 이는  민첩하고  탄력적이며  고성능의 

안전하게 보호된  가상화  애플리케이션 제공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VMware vCenter SRM 및 vSphere 웹 클라이언트 플러그인을 위한 퓨어스토리지의 스토리지 

복제 어댑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퓨어스토리지에 대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솔리드 스테이트 어레이(SSA) 전문기업 퓨어스토리지는 데이터센터 내의 광범위한 플래시 

도입을 가능하게 한다. 퓨어스토리지의 올-플래시 엔터프라이즈 어레이는 전통적인 기계식 디스크와 

비교해, 더 낮은 비용으로 뛰어난 성능 및 효율성을 제공한다. 성능 집약적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퓨어스토리지의 플래시 어레이는 서버가상화 및 통합, 데스크톱가상화, OLTP 데이터베이스, 실시간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purestorag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문의 연락처 

민커뮤니케이션 

이라온 과장/ 오주연 대리 

02-3495-7811/itpr@minco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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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urestorage.com/applications/vmware.html
http://www.purestorag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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