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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이 학습 안내서는 Pure Storage Foundation 시험(시험번호 PCA_001) 준비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대상

이 독학 안내서는 독학으로 Pure Foundation 시험을 준비하거나, 응시하기 전에 

먼저 검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이 안내서는 Pure Storage 

제품에 대한 교육 또는 제품 체험 대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학습 안내서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 학습 안내서는 Pure Foundation 

시험의 핵심 주제만 사용하기 쉬운 형식으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시험 목표와 

밀접하게 정리해놓기는 했지만, 시험에 나올만한 모든 문제를 다루지 않으며 실제 

시험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이 안내서는 FlashArray의 개념과 운영에 

관한 무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과 연계하여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이 안내서가 Pure Storage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에 유익하게 사용되기를 바라며, 

certification@purestorage.com으로 피드백을 보내주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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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1®

PURE1 META

Pure1의 능력은 Pure1 Meta의 글로벌 예측 지능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천 개의 클라우드 접속 어레이와 

기계학습 예측 분석을 통해 축적된 실시간 콜홈(call-home) 데이터를 활용하는 Meta는 Pure 1 서비스를 위한 AI 

엔진입니다. 

Pure1 Manage는 SaaS에 기반한 것으로, 모든 브라우저 또는 Pure1 Mobile App을 이용하여 귀하의 어레이를 관리할 

수 있으며, 아무것도 구매, 전개, 또는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일 대시보드에서 로그인만 하면, 스토리지의 상태와 

성능에 대한 완벽한 가시성을 유지하면서 귀하의 모든 어레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Pure1 Meta는 10만여 개의 워크로드 성능에 대한 가시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워크로드 DNA”, 즉 핵심 성능 특성을 

심층 분석하여 얻은 워크로드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Pure1 Support는 특정 이슈를 고유한 방법으로 예측하는 

일련의 데이터 점인 “이슈 핑거프린트(issue fingerprint)”를 개발하였고, Meta는 이들 핑거프린트를 이용하여 전 

세계에 설치된 어레이에서 입력되는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Meta에서 매치되는 것을 발견하면 고객에게 

통보하고, Pure1 Support에서 자동으로 티켓을 발부하고 이슈가 발생하기도 전에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교정해줍니다. 

PURE1 MANAGE

Pure1은 Pure Storage FlashArray와 FlashBlade™ 양쪽에 대한 공통 관리 플랫폼입니다. 새로운 Pure 1 대시보드로 

로그인하여 귀하의 Pure Storage에 대한 중요하고 모든 통계를 모니터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분석 및 보고 기능을 

이용하여 귀하의 스토리지의 상태와 성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권고 사항도 제공합니다. 

Pure1 Manage를 이용하면 스토리지 관리가 힘들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이 기능이 모든 어레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PURE1 ANALYZE

Pure1 Meta는 매 30초마다 상태를 보고(call home)하는 수천 개의 센서 장착 어레이에서 나오는 풍부한 텔리메트리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계학습 모델을 실행시킴으로써, 개별 성능 및 용량 예측에 적용했을 때 정확한 예측 결과를 

산출해줍니다. 이러한 분석 기법은 과거의 추정에 의한 작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새로운 워크로드가 제대로 

부합하는지, 2개의 워크로드가 함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지, 어레이의 성능 및 용량 수요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 Pure1 Workload Planner는 Workload DNA의 지능을 이용하여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고객의 워크로드 배치를 완벽하게 최적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Meta는 볼륨 레벨의 이동 또는 성장 임팩트 분석을 통해, 귀사의 성장에 맞춰 워크로드 배치를 최적화하도록 도와 

드립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고객은 인프라 확장과 구매 예산 및 일정을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PURE1 SUPPORT

Pure1 Support는 Pure의 핵심 요소로서, 과거 2년 동안 유지보수 및 세대별 업그레이드를 포함하여 FlashArray에 대해 

이미 입증된 99.9999%의 가용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고객의 데이터를 온라인에 유지하고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지속적 모니터링과 예측 분석 및 적극적 대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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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의 적극적이고 예측적인 지원 경험을 통해 업계 최고의 인재와 Pure1 Meta의 글로벌 예측 지능을 결합함으로써, 

잠재 이슈를 감지하는 차원을 넘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고객이 느끼기도 전에 미리 교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부분의 지원 사례를 공개하는데, 지금까지 고객들에게서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500개 

이상의 Sev1 사례를 해결하였습니다. 

당사의 프로액티브한 지원을 통해 우리의 팀은 귀사의 팀이 되는 것입니다. 당사 전문가들은 귀사의 어레이를 항상 

계산하고 있으며,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는 어떠한 Sev 1의 경우에도 15분 이내에 응답하고, 귀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해 주신다면, 즉각 L2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귀하와 

함께 일하는 동안, 우리의 목표는 비교불가하고 100% Pure한 전세계 지원 경험을 제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용성을 유지시켜드리는 것입니다. 

Pure1 Meta는 당사의 어레이 텔리메트리를 토대로 한 빅데이터 예측 분석과 기계학습을 통해 어떠한 문제건 귀사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식별하고 해결해 드립니다. 당사의 어레이는 매 30초마다 로그 데이터를 홈으로 전송하며, 우리는 

이 로그 데이터를 점점 확대되고 있는 이슈 핑거프린트 라이브러리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치되는 것을 

발견하면, 자동으로 사건을 오픈하고 지원 직원에게 고객의 잠재적 문제를 통보합니다. 

중점 분야

• Pure1 Support 및 Pure1 Manage와 관련된 Pure1 Meta의 역량 및 역할 이해

• Pure1의 아키텍처 및 인도 모델 이해

• Pure1의 관리 역량 및 플랫폼 지원에 대한 이해

• “워크로드 DNA”가 무엇이며, 어레이 관리에 있어서의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

• Pure1 Support의 역량 이해

• “이슈 핑거프린트”가 무엇이며, 어레이 지원에 있어서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

PURE1® 학습 자료

• Pure1 개요

• Pure1 Cloud 및 Remote Assist

• Pure1 Manage Forecast

• Pure1 Manage Analyze

• Pure1 Datasheet

모범 사례
다중경로 설정

• 라운드 로빈, 경로 당 단일 I/O

• 각 컨트롤러 당 1개, 최소한 호스트 당 2개의 경로

인증 획득

https://support.purestorage.com/Pure1/Pure1_Administration/Internal_Reference/01_-_Pure1_Internal_Runbook#What_is_Pure1.3F
https://support.purestorage.com/Pure1/Support/Introduction_to_Pure1_Cloud_and_Remote_Assist
https://support.purestorage.com/Pure1/Pure1_Manage/01_Pure1_Manage_User_Guide/325%3A_Pure1_Manage_-_Forecast
http://www.purestorage.com/products/pure-1/analyze.html
http://www.purestorage.com/content/dam/purestorage/pdf/datasheets/ps_ds5p_pure1_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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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주기적으로 UNMAP을 실행하여 가상 스토리지에서 삭제된 블록을 해제시켜 주십시오. 

중점 분야

• 어레이 다중 경로에 대해 권고하는 설정 식별

• UMMAP을 이용하여 가상 스토리지를 최적화하는 방법 식별

모범 사례 학습 자료

• Pure 및 Microsoft 모범 사례

• Pure 및 VMWare 모범 사례

FLASHARRAY

FlashArray 컨트롤러에는 Purity//FA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고, 입력 데이터를 버퍼링하며, 스토리지 쉘프와 다른 

컨트롤러 및 호스트에 접속하는 프로세서 및 메모리 집합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FlashArray 컨트롤러는 스테이트리스
(stateless) 방식으로, FlashArray에 저장되는 데이터에 관련된 모든 메타데이터는 스토리지 쉘프에 저장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 어레이의 컨트롤러는 언제든 데이터 손실 없이 교체할 수 있습니다. FlashArray에 저장된 

데이터는 물리적 저장공간 활용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편성되며, 호스트의 덮어쓰기 또는 삭제 기능에 의해 대체된 

데이터가 점유하던 저장공간은 회수하게 됩니다. 

인증 획득

https://support.purestorage.com/Solutions/Microsoft_Platform_Guide
https://support.purestorage.com/Solutions/VMware_Platform_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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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규격 

중점 분야

• FlashArray의 하드웨어 컴포넌트 식별

• FlashArray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식별

• Pure의 스토리지 플랫폼에 관련된 “스테이트리스”(stateless)의 의미와 중요성 이해

• FlashArray의 “무중단(Non disruptive)” 서비스 역량을 이해하고 설명

• 입력되는 읽기 및 쓰기 요구를 위한 데이터 경로 이해

• 메타데이터의 역할 및 FlashArray 내 주재 위치 이해

• 입력되는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FlashArray에서 사용하는 관리 프로세스를 이해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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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RAM 

NVRAM 내부에서, 데이터는 DRAM에 기록되는데, 이는 우리가 무제한의 내구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당사의 PCIe 

인터페이스에 필적할 성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잃어버리지 않고 취급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하므로, 

우리는 전원 두절 시에 대비하여 RAM 콘텐츠를 플래시에 기록할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퍼캐패시터를 이용합니다. 

플래시에 기록하는 것은 전원 두절 시 뿐이므로, 내구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NVRAM 모듈에는 DRAM, 플래시 및 

수퍼캐패시터를 비롯하여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배터리팩, 케이블, UPS 또는 기타 복잡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컨트롤러는 PCIe-부착 스토리지용 표준 인터페이스인 NVM Express(NVMe)를 이용하여 FlashArray//m 및 

FlashArray//X NVRAM 모듈과 통신합니다. NVMe는 고성능 뿐만 아니라, 다중 코어 시스템에서의 확장성까지 

고려해서 설계하였습니다. 

중점 분야

• NVRAM이 FlashArray에 설계되어 있는지 설명

• FlashArray 데이터 경로 설계에서 NVRAM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점 이해

• 전원 두절 시 FlashArray의 주소 데이터 무결성은 어떠한지 식별

• NVRAM과의 통신에서 FlashArray가 사용하는 프로토콜과 버스 서브시스템 식별

• 다른 시스템 프로토콜에 비해 NVMe의 장점 이해

RAID-HA

교정이 불가한 읽기 오류나 장치 고장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FlashArray의 동적 다중 레벨 체계
(scheme)를 이용합니다. RAID-HA를 이용함으로써 읽기 오류 복구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어레이 내에 저장된 

데이터의 성격과 상태를 기초로 한 보호 변수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점 분야

• Raid-HA의 장점과 데이터 보호 최적화 이해

• Raid-HA가 어떠한 영향을 최소화 하는지 식별

플랫폼 학습 자료

• FlashArray 데이터시트

• FlashArray 신속 설치 가이드

• Flasharray//M R2 기술 규격

• Flasharray//X70 기술 규격

인증 획득

http://www.purestorage.com/content/dam/purestorage/pdf/datasheets/ps_ds6p_flasharray_01.pdf
https://support.purestorage.com/FlashArray/FlashArray_Hardware/95_FlashArray_M/Install_and_Upgrade_Guides/FlashArray%2F%2F%2F%2FM_Quick_Installation_Guide
https://support.purestorage.com/FlashArray/FlashArray_Hardware/95_FlashArray_M/Product_Information/06_FlashArray%2F%2FM_R2_Technical_Specifications
https://support.purestorage.com/FlashArray/FlashArray_Hardware/94_FlashArray_X/FlashArray_X_Product_Information/FlashArray%2F%2F%2F%2FX70_Technical_Specifications


GUI: 분석
Purity//FA에서는 디폴트로 전체 어레이에 대한 성능 세부 내용을 나타냅니다. 특정 볼륨의 성능 세부 내용을 

분석하려면, 성능[Performance] 페이지 상단에 있는 볼륨[Volumes] 하위 탭을 클릭하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볼륨
[Volumes]을 선택한 다음, 분석하고자 하는 볼륨을 선택하십시오. 특정 볼륨 그룹 내의 성능 세부 내용을 분석하려면, 

성능[Performance] 페이지 상단에 있는 볼륨[Volumes] 하위 탭을 클릭하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볼륨 그룹[Volume 

Groups]을 선택한 다음, 분석하고자 하는 볼륨을 선택하십시오. 한 번에 최대 5개의 볼륨 및 볼륨 그룹까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것을 지우고 모든 볼륨의 성능 세부사항을 다시 나타내려면 모두 지우기[Clear All]를 클릭하십시오. 분석
[Analysis] 아래의 성능[Performance] 페이지에는 대기시간(Latency), IOPS 및 대역폭 차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능 

차트에서 특정 시점에 나타나는 팝업은 아래와 같은 값을 보여줍니다. 

대기시간(LATENCY)

대기시간 차트는 여러 가지 동작에 대한 평균 대기시간을 나타냅니다. 

• SAN - 개시자(initiator)와 어레이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밀리 초 단위로 측정한 평균 시간. 

SAN 시간은 I/O의 읽기 또는 쓰기 중 오직 한 쪽에 대한 것만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 읽기 대기시간(R) - 읽기 동작 중에 도착해서 완료하기까지 밀리 초 단위로 측정된 평균 시간. 

• 쓰기 대기시간(W) - 쓰기 동작 중에 도착해서 완료하기까지 밀리 초 단위로 측정된 평균 시간. 

• 미러드 쓰기 대기시간(MW) - 쓰기 동작 중에 도착해서 완료하기까지 밀리 초 단위로 측정된 평균 시간. 호스트와 

원격 어레이 각각의 볼륨의 팟으로 동기되어 복제되는 쓰기 동작의 합계를 나타냅니다. 

• 큐 심도 (Queue depth) - 모든 볼륨에 대한 I/O 요구의 평균 대기 건수. 

IOPS

IOPS(Input/output Operations Per Second [초당 입/출력 동작]) 차트는 어레이에서 매 초당 처리된 I/O 요구 내역을 

보여 줍니다. 이 지표에서는 각 요청(request)에 대해 얼마나 많은 또는 얼마나 적은 데이터가 전송되었는지에 관계 없이 

초당 요구 수를 계산합니다. 

• 읽기 IOPS(R) - 매 초당 처리한 읽기 요구의 수. 

• 쓰기 IOPS(W) - 매 초당 처리한 쓰기 요구의 수. 

• 미러드 쓰기 IOPS(MW) - 매 초당 처리한 쓰기 요구의 수. 호스트와 원격 어레이 각각의 볼륨의 팟으로 동기되어 

복제되는 쓰기 동작의 합계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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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 

대역폭 차트는 모든 파일 시스템 간에 주고받은 초당 바이트 수를 보여줍니다. 이때 데이터는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전송된 것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축소 상태가 아닌 확장 상태의 데이터를 계수합니다. 이 숫자에는 메타데이터의 

대역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읽기 대역폭(R) - 매 초당 읽은 바이트 수. 

• 쓰기 대역폭(W) - 매 초당 기록한 바이트 수. 

• 미러드 쓰기 대역폭(MW) - 볼륨의 팟에 매 초당 기록한 바이트 수. 호스트와 원격 어레이 각각의 볼륨의 팟으로 

동기되어 복제되는 쓰기 동작의 합계를 나타냅니다. 

중점 분야

• Purity가 GUI를 이용하여 어디에서 FlashArray의 어떠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지 식별

• Purity의 분석 기능과 역량 이해

• 볼륨에 관한 분석 세부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내는지 식별

• 어떠한 성능 값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는지 식별

• 대기시간과 관련하여 측정되는 값을 식별

• 처리된 I/O 요구를 얼마나 자주 추적하는지 이해

• IOPS와 관련하여 측정되는 값을 식별

• 대역폭과 관련된 추적 정보를 보는데 있어서 이용하는 데이터 사이즈 식별

• 분석 보고에서 데이터 절감 및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

• 대역폭과 관련하여 측정되는 값을 식별

용량 

어레이 용량[Array Capacity] 차트에서는 어레이 상의 가용 물리적 스토리지의 양과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가 점유하고 

있는 스토리지의 양을 보여줍니다. 데이터 점 변동은 볼륨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리적 스토리지의 변동 상태를 

나타냅니다. 

어레이 용량[Array Capacity] 차트에서, 특정 시점에 나타나는 팝업은 아래와 같은 지표를 보여줍니다. 

• 빈 공간: 사용되지 않아서 할당 가능한 공간. 

• 시스템: 내부 어레이 메타데이터가 점유하고 있는 물리 공간. 

• 공유 공간: 중복 제거된 데이터가 점유하고 있는 물리 공간으로, 이는 데이터 중복 제거의 결과로 다른 볼륨 및 

스냅샷에서 이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스냅샷: 한 개 이상의 스냅샷에 고유한 데이터가 점유하고 있는 물리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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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 볼륨 데이터가 점유하고 있는 물리 공간으로, 볼륨 간에 공유되지 않으면서 어레이 메타데이터와 스냅샷을 

배제하고 있는 공간. 

• 사용 공간: 볼륨, 스냅샷, 공유 공간 및 시스템 데이터가 점유하고 있는 물리 저장 공간. 

• 가용 용량: 어레이 상의 총 가용 물리 공간. 

• 데이터 축소: 볼륨 내 맵핑된 섹터 대 데이터 압축 및 중복 제거 후 데이터가 점유하고 있는 물리 공간의 양의 비율. 

데이터 축소에 씬 프로비저닝에 의한 축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호스트 용량[Host Capacity] 차트에서는 선택된 모든 볼륨의 프로비저닝된 사이즈를 보여 줍니다. 호스트 용량 

차트에서, 특정 시점에 나타나는 팝업은 아래와 같은 지표를 보여줍니다. 

• 프로비저닝된 공간: 모든 볼륨에서 프로비저닝된 공간의 전체 크기. 호스트에 보고된 저장 용량을 표시합니다. 

설정[Settings] 아래의 시스템[System] 페이지에서는 FlashArray 어레이의 일반 속성을 표시 및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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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ARRAY 구성
Purity//FA GUI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어레이 고유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상태[Health] > 하드웨어[Hardware] 페이지를 통해서 어레이의 상태를 나타내줍니다. 

• 분석[Analysis] 페이지를 통해서는 용량과, 스토리지 소모 및 성능(대기시간, IOPS, 대역폭) 지표를 모니터 합니다. 

스토리지[Storage] > 어레이[Array] 페이지에서는 어레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CLI purearray 명령어를 

이용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점 분야

• Purity FlashArray GUI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어레이 고유의 작업을 식별

• 어레이의 상태 확인 방법 식별

• 가용 용량, 스토리지 소모 및 성능 지표 확인 방법 식별

• 어레이 이름 변경 방법 식별

볼륨 

FlashArrays는 디스크 어레이 사용 시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RAID 그룹 및 스페어 드라이브와 같은 드라이브 기반 

개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Purity//FA에서는 특정 어레이 내 모든 플래시 모듈의 전체 스토리지 용량을 한 개의 동질성 

풀(pool)로 간주하고, 관리자가 생성한 볼륨에 호스트가 데이터를 기록할 때만 이 풀에서 스토리지를 할당해줍니다. 

따라서, FlashArray 볼륨을 생성하려면 관리 동작이나 디스플레이 및 프로비저닝된 사이즈에 이용할 볼륨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1. 스토리지[Storage] > 볼륨[Volumes] 선택합니다. 

2. 볼륨[Volumes] 패널에서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고 생성[Create].를 선택합니다. 볼륨 생성[Create Volume]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컨테이너[Container] 필드에서 볼륨이 생성될 루트 위치, 팟 또는 볼륨 그룹을 선택합니다. 

4. 이름[Name] 필드에 새로운 볼륨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5. 프로비저닝된 사이즈[Provisioned Size] 필드에서 프로비저닝된(가상) 사이즈와 사이즈 단위를 지정합니다. 

볼륨 사이즈는 1메가바이트에서 4페타바이트 사이의 값이어야 합니다. 프로비저닝된 사이즈는 호스트에 

보고됩니다. 

6.	 생성[Create]을 클릭하십시오. 

볼륨을 생성하는 것은 어레이에 불변 데이터 구조를 생성하되, 물리적 스토리지를 할당하지는 않습니다. Purity//FA

는 호스트에서 데이터를 기록할 때만 물리적 스토리지를 할당합니다. 그러므로 볼륨을 생성하는 것은 거의 즉각적으로 

이뤄집니다. 볼륨은 실제로 여기에 데이터가 기록될 때까지는 물리적 스토리지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볼륨이 

생성되더라도 어레이의 물리적 스토리지 사용에 즉각적인 효과를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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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ity//FA가 관리 동작 및 표시 기능에서 볼륨을 식별하는 이름은 이름 변경[Rename]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로 바뀐 이름은 즉시 유효하며, CLI, GUI 또는 REST 상호 작용 등에서 이전 이름은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합니다. 

크기 변경[Resize]을 이용하면, 호스트에서 인지하는 기존 볼륨의 가상 용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볼륨 사이즈가 

변경되면 연결된 호스트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볼륨 사이즈를 줄이는 경우, Purity//FA는 자동으로 볼륨에 대한 

실행취소(undo) 스냅샷을 찍습니다. 실행취소(undo) 스냅샷에는 24시간 소거 대기시간이 입력되며, 이 시간이 지나면 

해당 스냅샷은 파기됩니다. 24시간 소거 대기 중에는 실행취소(undo) 스냅샷을 보거나, 복구하거나, 파기된 볼륨
[Destroyed Volumes] 폴더를 통해 영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줄어든(잘라낸) 볼륨의 사이즈를 늘린다 하여 처음 줄일 

때에 사라진 데이터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특정 볼륨을 복사[Copy]하여 새로운 볼륨을 생성하거나, 기존 볼륨에 덮어 쓸 수 있습니다. 특정 볼륨을 복사하고 나면, 

새로운 또는 덮어 쓰인 볼륨에는 원래의 볼륨의 이름이 붙게 됩니다. 

볼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파기[Destroy]하면 됩니다. 볼륨을 파기하면, Purity//FA는 자동으로 볼륨에 대한 

실행취소(undo) 스냅샷을 찍습니다. 실행취소(undo) 스냅샷에는 24시간 소거 대기시간이 입력됩니다. 24시간 소거 

대기 중에는 실행취소(undo) 스냅샷을 보거나, 복구하거나, 파기된 볼륨[Destroyed Volumes] 폴더를 통해 영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볼륨을 삭제하면 그 볼륨 내의 데이터는 완전히 지워지고, Purity//FA에서 데이터가 점유하고 있던 저장 

공간을 다시 확보하게 됩니다. 24시간 대기 시간이 지나면, 실행취소(undo) 스냅샷이 완전히 삭제되어 다시 복구할 수 

없게 됩니다. 

중점 분야

• Purity가 어레이에서의 전체 스토리지 용량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해

• Purity에서 볼륨을 생성하는 절차를 식별

• 볼륨을 생성하면 물리적 스토리지 소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

• Purity에서 볼륨 이름 정하는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

• 볼륨 크기 변경이 어레이나 호스트에서 바라보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

• 데이터 손실 없이 어떻게 크기 변경을 실행 취소(undo)할 수 있는지 식별

• 크기 변경, 삭제된 스냅샷 및 볼륨에 대한 유지 기준 이해

• 볼륨을 생성하고 복사하는 방법 식별

호스트
호스트는 스토리지 네트워크 주소, 즉 Fibre Channel WWN(worldwide name [월드와이드 이름]) 또는 iSCSI 

IQN(qualified name) [정규화된 이름])을 지정해주는데, 이를 이용하여 호스트 컴퓨터의 개시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는 이들 Fibre Channel 또는 iSCSI 포트를 이용하여 통신하게 됩니다. 어레이는 호스트에 연계된 WWN 또는 

IQN의 어느 쪽으로부터든 어레이 자체의 어느 포트에라 입력되는 명령어를 수신하고 이에 응답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Purity//FA에서 호스트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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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된 이름이 어레이 내 다른 호스트에 이미 부여되어 있을 때

2. 지정된 WWN 또는 IQN 중 어느 쪽이든 어레이 내 호스트에 이미 연결되어 있을 때

3. 호스트를 생성하면 동시 호스트 제한을 초과할 수 있으며, WWN 또는 IQN을 생성하면 동시 개시자(initiator) 

제한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Purity//FA에서 호스트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 호스트가 한 개 이상의 볼륨에 개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Purity//FA는 WWN 또는 IQN을 호스트에 연계시키지 않습니다. 

• WWN 또는 IQN을 생성하여 동시 개시자의 최대 수를 초과하는 경우

• 지정된 WWN 또는 IQN이 어레이 내 다른 호스트에 이미 연계되어 있을 때 호스트 설정은 GUI(스토리지[Storage] 
> 호스트[Hosts]) 및 CLI(purehost 명령)을 이용하여 이뤄집니다. 

호스트-볼륨 연결은 GUI(스토리지[Storage] > 호스트[Hosts] 및 스토리지[Storage] > 볼륨[Volumes]) 및 

CLI(purehgroup connect, purehost connect 및 purevol connect 명령)을 이용하여 수행됩니다. 

연결[Connections] 페이지에서는 Purity//FA 호스트와 어레이 포트 간의 연결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호스트 연결[Host Connections] 창에는 호스트 목록, 각 호스트의 연결 상태 및 각 호스트에 관련된 개시자 포트의 수 

등이 나타납니다. 연결 상태는 호스트가 어느 타겟 포트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None”과 모든 개시자로부터 양쪽 

컨트롤러의 모든 타겟 포트에 같은 수의 경로를 갖게 되는 “Redundant”로 구분됩니다. 

호스트 연결 상태와 타겟 포트는 GUI(상태[Health] > 연결[Connections] 선택) 및 CLI(pureport list,  
purehost list --all 및 purevol list --all 명령)을 이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중점 분야

• 호스트와 어레이 파이버 채널 설정 요건 이해

• 호스트와 어레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핸드세이크 과정 이해

• 어레이 폐기 호스트 생성에 이르는 구성 조건 식별

• Purity에서 호스트를 제거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건 식별

• Purity에서 WWN 또는 IQN을 호스트에 연결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건 식별

• GUI를 이용하여 호스트-볼륨을 연결하는 방법 식별

• 호스트 연결 상태 확인 방법 식별

• 호스트 연결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식별

FlashArray 학습 자료

•FlashArray 사용자 가이드

인증 획득

https://support.purestorage.com/FlashArray/PurityFA/FlashArray_User_Guide/Purity%2F%2F%2F%2FFA_Version_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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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BLADE™

연결성
8x 40Gb/s 또는 32x 10Gb/s 이더넷 포트/섀시

SCALE-OUT DIRECTFLASH™ + COMPUTE

• 초 저 대기시간을 자랑하는 17 및 52TB 용량의 옵션이 있으며, 확장 및 성능 향상을 위해 시스템에 핫-플러그 

방식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FlashBlade는 일반적으로 20배 정도 작은 공간에서 냉각 및 소모 전력은 10배 적게 사용하면서 업계 최고의 

처리량과 IOPS, 대기시간 및 용량을 제공합니다. 

• 최소 구성: 7블레이드(blade)

• 최대 구성: 15블레이드(blade)

• 각 블레이드에서는 산출(Intel system-on-a-chip), 스토리지(DirectFlash) 및 NVRAM을 통합합니다. 

• 이들 블레이드는 이중 패브릭 모듈을 통해서 서로 연결됩니다. 

스케일-아웃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Purity//FB 소프트웨어는 FlashBlade의 심장부로서, 스케일-아웃 스토리지 용량과 서비스 및 관리 기능을 구현합니다. 

소프트웨어-정의 네트워킹
섀시에 대해 320Gb/s의 총 네트워크 대역폭을 제공하는 40Gb 내장 이더넷 패브릭이 포함됩니다. 

중점 분야

• FlashBlade 섀시의 구조와 설계 방식 이해

• FlashBlade 블레이드의 구조와 설계 방식 이해

• FlashBlade의 네트워크 연결 설정 이해

• FlashBlade 섀시 네트워킹 성능 규격 식별

• FlashBlade의 용량 옵션, 최소 및 최대 구성 식별

• 스케일-아웃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로서의 Purity의 역할 이해

 하드웨어 문제 진단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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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대시보드
어레이의 개요를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하드웨어 상태, 최근 경보, 스토리지 용량 및 입/출력(I/O) 성능 지표 등이 

포함됩니다. 

스토리지
어레이 상의 파일 시스템 목록과 그 속성을 나타내 주며, 프로비저닝된 사이즈, 용량 사용도 세부 내용 및 내보내기
(export) 규칙 등이 포함됩니다. 파일 시스템을 내보내기 하는 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유효 데이터 가상 IP 주소(data 

vip)가 있어야 합니다. Data vip는 “설정[Settings] > 네트워크[Network]” 페이지에서 설정합니다. 

상태
경보, 하드웨어 상태 및 패리티를 포함하여 어레이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분석
어레이의 과거 기록을 보여 주는데, 스토리지 용량 및 다양한 관점에서의 I/O 성능 지표가 포함됩니다. 

설정
어레이 전반의 시스템과 네트워크 설정 상태를 보여줍니다. 어레이 전반의 컴포넌트를 관리하는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시스템 타임, 연결성, 연결 설정 및 경보 설정이 포함됩니다. 

중점 분야

• FlashBlade GUI Dashboard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식별

• FlashBlade 스토리지 패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식별

• 파일 시스템 내보내기의 요건 이해

• Data VIP 설정 방법 이해

• FlashBlade Health 패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식별

• FlashBlade Analysis 패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식별

• FlashBlade 설정 패널에서 어떠한 구성 옵션을 이용할 수 있는지 식별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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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용량[capacity] 패널에서는 파일 시스템 데이터가 점유하고 있는 어레이 공간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원 중앙에 있는 

퍼센트 비율은 사용 공간을 전체 공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Used/Total). 용량 데이터는 아래와 같은 컴포넌트로 

세분됩니다. 

파일 시스템
데이터 압축을 통해 데이터를 줄인 후, 어레이에서 기록 데이터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양. 

객체 스토어
데이터 압축을 통해 데이터를 줄인 후, 어레이의 버킷에서 기록 데이터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양. 

공백 

사용되지 않은 공간. 

사용 공간
데이터 압축을 통해 데이터를 줄인 후, 어레이에서 기록 데이터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양. 

전체 공간 

어레이의 사용 가능한 전체 공간. 

데이터 축소 

기록된 데이터 크기와, 데이터 압축 후, 데이터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의 비율. 

중점 분야

• 용량[capacity] 패널에서 점유 용량을 어떻게 결정하여 나타내는지 식별

• 용량[capacity] 패널에서 어떠한 용량 데이터를 볼 수 있는지 식별

FlashBlade 학습 자료

• FlashBlade 사용자 가이드

• Flashblade Datasheet

인증 획득

https://support.purestorage.com/@api/deki/files/3726/FlashBlade_User_Guide_2.0.pdf?revision=3
https://www.purestorage.com/content/dam/purestorage/pdf/datasheets/ps_flashblade_datashee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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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능성
어레이 또는 한 개 이상의 Purity//FA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예기치 않은 변화가 나타나면 경보가 

트리거됩니다. 이 경보는 심각성 정도에 따라 중대(critical), 경고(warning) 또는 정보(informational)로 분류됩니다. 

경보는 GUI 및 CLI를 이용하여 표시합니다. 이 경보는 또한 폰홈(phone home) 기능을 이용하여 로그되며, Pure 

Storage Support에 전송되기도 합니다. 또한, 경보를 지정된 이메일 주소에 메시지로 보내거나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단순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 기반 트랩으로 SNMP 관리자에게 통보하기도 합니다. 

폰홈(PHONE HOME) 기능
폰홈 기능은 어레이와 Pure Storage Support팀 간에 직통 보안 링크를 제공합니다. 이 링크는 로그 콘텐츠와 경보 

메시지를 Pure Storage Support 팀에게 전송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선택 사항으로는, 프록시 호스트를 구성하여 

HTTPS 통신에 이용할 있습니다. 

폰홈 기능은 GUI(설정[Settings] > 시스템[System]) 및 CLI(purearray 명령어)를 이용하여 관리합니다. 감사 추적 

기능에서는 사용자가 어레이의 구성을 수정하기 위해 수행했던 Purity//FA GUI, Purity//FA CLI 또는 REST API 동작의 

시간대별 기록을 보여줍니다. 감사 추적 결과는 GUI(설정[Settings] > 사용자[Users]) 및 CLI(puremessage 명령어)를 

이용하여 표시합니다. 

원격 지원
원격 지원 세션은 어레이와 Pure Storage Support 간의 보안 채널을 열어주는 어레이 관리자가 제어하며, 이를 통해 

기술자가 어레이에 로그인할 수 있게 됩니다. 관리자는 언제든 이 세션을 점검하고 폐쇄할 수 있습니다. 

원격 지원 세션은 GUI(설정[Settings] > 시스템[System]) 및 CLI(purearray remoteassist 명령어)를 이용하여 개방 및 

폐쇄합니다. 

인터페이스, 넷마스크, 게이트웨이 IP 주소 및 MTU를 포함하여 네트워크 연결 속성을 구성합니다. 이더넷과 본드 

인터페이스 IP 주소 및 넷마스크는 해당 넷마스크에 따라 분명하게 설정합니다. DHCP 모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레이에서는 최소한 3개의 IP 주소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각 물리 컨트롤러 관리 포트에 한 개씩, 그리고, 

멀티홈(multi-homed) VIP에 한 개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DNS 설정은 GUI(설정[Settings] > 네트워크[Network]) 및 CLI(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경우 

purenetwork 명령어, 그리고 DNS 설정에는 puredns 명령어)를 이용하여 구성합니다. 이더넷 인터페이스는 복제, 

관리 또는 iSCSI의 3가지 중 하나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중점 분야

• 폰홈의 기능과 용도 이해

• 폰홈 기능을 어디에서 구성하는지 식별

• 감사 추적 기능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포착하는지 이해

• 원격 보조 기능과 그 용도 이해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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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보조 세션 개시 방법 식별

• 원격 보조 기능 설정 방법 식별

• 원격 보조 구성 요건 식별

경보
타이틀 바의 맨 오른쪽에 나타나는 경보 아이콘은 각각 최근에 나타난 경고(Warning) 및 중대(Critical) 경보를 

의미합니다. 최근 경보는 Purity//FA에서 지난 24시간 내에 본 것을 의미하며,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현안 이슈로 

간주합니다. 경보 줄의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경보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타납니다. 경보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려면 

상태[Health] > 경보[Alerts]를 선택하십시오. 

중대(적색) 경보는 대개 서비스 중단, 주요 성능 문제, 도는 데이터 손실 위험 등의 원인으로 트리거 되므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섀시에서 FlashBlade를 제거하면 Purity//FB에서 중대 경보를 트리거하게 됩니다. 

Purity//FA는 사용 용량이 100%에 도달하는 경우에도 중대 경보를 트리거 합니다. 이 경우를 중대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어레이에서 기록 요구를 억제하여 대기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고(황색) 경보는 심각성이 낮음에서 중간까지인 경우로서, 중대 경보처럼 긴급한 경우는 아니더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태가 불안정한 FlashBlade에서 데이터를 계속 처리하고 있는 것을 Purity//FB에서 감지하면 경고 

경보를 트리거합니다. Purity//FA는 사용 용량이 90%에 도달하는 경우에도 경고 경보를 트리거 합니다. 

정보(청색) 경보는 일반적인 동작 변화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정도의 것으로, 특별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NFS 서비스가 불안정한 경우 Purity//FB에서 정보 경보를 트리거 합니다. Purity//FA는 사용 용량이 80%에 

도달하는 경우에도 정보 경보를 트리거합니다. 

중점 분야

• 경보가 언제 트리거 되며, 지원 조치는 언제 시작되는지 식별

• 경보의 심각성 범주 식별

• 경보가 어디에 나타나는지 식별

• 경보 통지 설정 방법 식별

• 경보 통지에 관한 세부 내용 확인 방법 식별

FLASHSTACK™

FlashStack은 임무수행에 필수적인 워크로드를 제공하고, 확장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Cisco 인증 

아키텍처를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우수한 플랫폼입니다. FlashStack 아키텍처는 중요한 워크로드와 

애플리케이션을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뢰성과 높은 가용성을 위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개별 컴포넌트와 높은 가용성을 결합하여 단일 리던던트 아키텍처로 만들고, 여기에 단순화된 백업 및 복구 

동작에 필요한 도구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인증 획득



20

IT 기관들이 FlashStack을 이용하면, 중단 없이 용량을 업그레이드하고, 클라우드 같은 역량을 전개함으로써 조직 

전반의 데이터에 상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IT 관리자들은 기존 인프라 오너십을 전면 교체하는 것을 피하고, 

데이터센터 스택 전체를 즉각 관리할 수 있는 친숙하고 통합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드웨어 컴포넌트:

• Cisco UCS는 고밀도, 모듈형, 정책-기반 컴퓨팅 플랫폼으로, 

 a) 블레이드와 랙 서버 양쪽 다 포함하여 1개에서 160개의 서버까지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고, 

 b)  패브릭 인터커넥트와, 패브릭 확장기및 Cisco 가상 인터페이스 카드(VIC)를 통해 Cisco SingleConnect 기술과 

상호 연계되어 있습니다. 

• Cisco Nexus® Family 교환기 및 Cisco MDS 9000 Family 파이버 채널 디렉터

• Pure Storage FlashArray//M 및 FlashArray//X

중점 분야

• FlashStack의 공동 가치 제안을 이해

• FlashStack 컨버지드 인프라 플랫폼을 구성하는 컴포넌트 식별

• FlashStack의 최대 스케일-아웃 구성 식별

• FlashStack을 상호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Cisco SingleConnect 기술의 구성 요소 식별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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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Stack 학습 자료

• FlashStack 개요

EVERGREEN™ 모델
Evergreen Subscriptions는 귀하의 기존 스토리지 풋프린트 외에 현재 및 미래에 추가 요금 지불 없이 모든 것이 

포함된 당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네, 아주 간단합니다. 수년간에 걸쳐 주요 성능을 개선하는 동안 

기존의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그 목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형편이 좋지 않을 때 예산에 타격을 주는 막대한 비용 지불에 지치셨습니까? 아니면 계속 낡아져가는 스토리지를 

유지하기 위해 점증하는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까? Evergreen Subscriptions는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예측한 대로의 

정액제 요금을 제시합니다. 요금이 내려갈 수는 있지만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귀하가 당사에 가입되어 있는 한 

문제가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동급 또는 상급 제품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Evergreen Subscriptions는 최고급 서비스의 모든 것을 제공하여 귀사의 어레이가 빠르고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지원해드립니다. Pure1® Cloud 내 당사의 Global Insight Engine을 이용하여 예측 분석을 하는데, 이는 잠재적 문제가 

실제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발견하여 고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당사 전문가들은 귀사의 어레이를 항상 

계산하고 있으며,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는 어떠한 Sev 1의 경우에도 15분 이내에 응답하고, 귀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사에 연락해 주시면, 즉각 L2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간과 금전 

낭비인 L1 지원 차원의 번거로움과 반복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귀사가 가입하시면, 여기에 실질적인 관리 서비스가 

포함되는 것과 같습니다. 

당사의 표준 Evergreen Gold에 가입하시면, 컨트롤러와 플래시 미디어 양쪽을 재구매 없이 현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Evergreen Gold에는 3년마다 갱신되는 차세대 컨트롤러가 포함됩니다. 

Evergreen Gold의 Upgrade Flex 번들을 이용하면, 일정 용량 구매를 통해 FlashArray를 확대하시는 경우, 언제라도 

귀사의 기존 컨트롤러를 당사의 최신 컨트롤러(심지어 차세대용일지라도)로 교환할 수 있는 크레딧을 드립니다. 어느 

쪽이든, 귀사의 컨트롤러는 현대적인 것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플래시 미디어의 경우, Upgrade Flex와 연계하지 않고 

용량을 확대할 때는 밀도가 낮은 귀사의 기존 플래시 일부에 대해 교환 크레딧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귀사의 

전체 FlashArray가 현대화되더라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TB를 재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점이 Evergreen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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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분야

• Evergreen Model의 TCO에서의 가치 제안 이해

• Evergreen Model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식별

• Evergreen Model의 기능과 업그레이드에 대해 식별

• Evergreen Model의 유지보수 요금제 식별 

• Evergreen Model에 포함된 지원 혜택 식별

• Evergreen Model의 가입 등급 식별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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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중단 운용

ACTIVE/ACTIVE 고가용성
군집 형태의 컨트롤러 디자인에 의하여 특정 컨트롤러 또는 어느 컨트롤러 구성품이 완전히 고장나더라도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미러드 NV-RAM

Write IO는 NV-RAM 모듈에 계속 저장되어 있어서 전원 상실 및 기기 고장 시에도 진행 중인 기록 동작을 보호하게 

됩니다. 

핫스왑 가능한 컴포넌트
Flash 모듈, NV-RAM 모듈 및 컨트롤러는 지속 동작을 보장하기 위해, 심지어 고장 복구 시에도 핫스왑이 가능합니다. 

스테이트리스 컨트롤러 구조
고장 난 컨트롤러는 간단히 전원 코드를 빼고, 새로운 것으로 연결만 해주면, FlashArray는 일체의 성능 손실 없이 완전 

가용 상태로 돌아옵니다. 

무중단 용량 확대
플래시 용량은 온라인으로 추가하여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중단 컨트롤러 업그레이드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가동 중단 없이 성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무중단 하드웨어 교체 

고장 컴포넌트의 유지보수 또는 교체는 온라인으로 수행됩니다. 

무중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새로운 기능이나 플래시 기술 발전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용성 및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에 대한 무중단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FlashArray의 IO 처리는 양쪽 컨트롤러의 모든 포트에서 액티브/액티브하지만, 한 컨트롤러의 성능은 백엔드로 비축해 

둡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유지보수 작업을 성능 손실이 전혀 없는 상태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점 분야

• 무중단 운용이 가능하게 되는 컨트롤러 디자인 이해

• 기록 IO가 어떻게 처리되고 보호되는지 이해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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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컴포넌트를 핫스왑 할 수 있는지 식별

• 시스템 복구 및 업그레이드에서 스테이트리스 아키텍처의 중요성 이해

• 용량을 어떻게 무중단 상태로 추가할 수 있는지 이해

• 스토리지 성능을 어떻게 무중단 상태로 확대할 수 있는지 이해

•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무중단 상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 이해

• 유지보수 활동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 이해

데이터 축소
많은 공급업체가 그들의 DR 넘버에 씬 프로비저닝 또는 스냅 절감을 포함시켜서 빈약한 코어 DR을 보충하거나, 각 

볼륨에 대한 DR 구성에 대해 논하려고 하겠지만, 이는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가리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당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사의 인라인 및 “always-on DR” 기술을 이용하여 전세계에 설치된 베이스 전반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밝히고, 별도로 씬 프로비저닝이 포함된 상태에서 어떠한 결과치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 드립니다. 

패턴 제거

패턴 제거를 통해서 0을 포함하여 반복되는 이진 패턴을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용량 절감 외에도 패턴 제거를 

통해 중복 제거 스캐너와 압축 엔진에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볼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512B 정렬의 가변 중복 제거 

고성능 인라인 중복 제거기는 512 정렬 바이트의 4~32K 가변 블록 사이즈에서 동작합니다. 고정 블록 아키텍처에서는 

놓친 중복까지도 제거하기 때문에 플래시에는 고유의 데이터 블록만 저장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러한 중복 

제거를 위해 별도의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라인 압축 

인라인 압축 기능을 이용하여 원래 포맷된 것 보다 더 작은 용량으로 데이터를 줄여줍니다. 추가 전용(Append-only) 

쓰기 레이아웃과 가변 주소지정 방식을 이용하면, 고정 블록 아키텍처에서 유입된 낭비 공간을 제거하여 압축을 활용한 

절감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압축 기능을 심층 감소와 결합하면 2~4배의 데이터 절감이 가능하며, 이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절감의 주된 형식입니다. 

심층 감소 

Purity Reduce는 인라인 압축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별도의 심층 압축 알고리즘을 프로세스 뒤에 적용하여, 인라인으로 

압축된 데이터 감소를 극대화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플래시 제품은 다중 압축 알고리즘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소가 

불가능합니다.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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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감소 

FlashArray에서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에는 오직 메타데이터만 관련이 있습니다. Purity에서는 데이터 절감 엔진을 

활용하여, ‘스냅샷(snapshot)’, ‘클론(clone)’, ‘복제(replication)’ 및 ‘xCopy’ 명령에 대해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중복을 

제거한 데이터 사본을 제공합니다. 

중점 분야

• 총 데이터 절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씬 프로비저닝과 스냅샷 세이빙의 영향 이해

• 전체 데이터 풋프린트를 줄이기 위해 Pure는 패턴 제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이해

• 512B의 조절된, 인라인 중복 제거 기능의 영향 이해

• 원래의 포맷보다 적은 용량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인라인 압축의 영향 이해

• Purity에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심층 절감을 이용하는지 이해

• 복제 절감 시 어떻게 메타데이터를 활용하는지 이해

Evergreen 학습 자료

• Evergreen 효율성

• Evergreen 프로그램

• Purity 신뢰성 

• Purity 데이터 절감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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