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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x

5-10x

Purity OPERATING ENVIRONMENT 4.0 

CloudAssist 
Support 

Continuous Call-Home 

Proactive Resolution 

Secure Remote Assist 

Management 
Simplicity 

Web GUI, CLI, REST 

VMware vSphere 

OpenStack 

Deduplication 

Compression 

Pattern Removal 

Thin Provisioning 

FlashReduce 
Non-Disruptive Everything 

>99.999% Availability 

RAID-3D 

Always-On Encryption 

FlashProtect 
Replication 

Snapshots 

Protection Policies 

FlashRecover 

Purity 
Core 

Adaptive Metadata Fabric Scalable  |  512B Variable  |  Protected 

FlashCare Consistent Performance 
Flash-Aligned Data Layout 

Global Wear Leveling 

Continuous Optimization 

I/O Scheduling 

Non-Blocking R/W Architecture 

Full Performance Under Failure 

MLC FLASH MEMORY 

Purit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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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Sphere를 위한 최상의 스토리지 
퓨어스토리지가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를 실현합니다. 

VMware 관리자는 전통적인 디스크 스토리지를 
관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합니다. 

가상화 환경에서 성능 병목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레거시 디스크 기반 스토리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 및 운영 비용이 높은 디스크는 비용, 복잡성, 느린 
성능으로 인해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의 통합 및 가상화에 제약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고비용 
디스크 스토리지는 부피가 
크고 많은 열이 발생하며 
구매 및 운영 비용이 

높습니다.  

복잡성 
가상화 환경 관리자는 RAID, 
데이터 배치, 캐싱, 스토리지 

계층별로 데이터를 배치하는 일, 
오버 프로비저닝 등 스토리지 

관리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린 속도 
레거시 디스크 스토리지는 
가상화 애플리케이션의 속도 
저하를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퓨어스토리지는 강력한 가상화를 지원합니다. 

비즈니스 크리티컬 워크로드의 표준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를 빠르고
   간편하게 가상화하십시오. 
   확실하게 100% 가상화를 수행하십시오. 
   성능 저하 없이 워크로드를 통합하십시오. 

합리적인 비용: 디스크보다 훨씬 저렴한 100% 플래시 
   더 이상 값비싼 오버프로비저닝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괄적인 데이터 축소를 통해 GB당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합니다. 
   공간, 전력, 냉각비용을 절감합니다. 

확장성 및 안정성 
   99.999%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가상머신을 중단 없이 수백에서 수천 개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퓨어스토리지 FlashCare™는 레거시 디스크보다 훨씬 
   안정적인 올 플래시 스토리지를 구현합니다. 

획기적으로 쉬워진 관리 
   vCenter 내에서 모든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100% 자동화된 데이터 저장공간 관리기능을 
   제공합니다. 
   RAID 그룹, 가상머신 데이터 배치, 캐시 크기
   및 스토리지 계층화 등을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플래시리듀스(FlashReduce) 
인라인 데이터 축소 

  5-10배의 공간 절약 

  인라인 압축 및 중복 제거 

플래시프로텍트(FlashProtect) 
엔터프라이즈급 안정성
  무중단 

  99.999% 이상의 가용성 

  고성능 고가용성 

플래시리커버(FlashRecover) 
글로벌 데이터 프로텍션 
  공간 효율적인 스냅샷 

  복제 및 복원을 위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보호 정책을 적용한 완벽한 자동화 

씬(Thin) 또는 씩(Thick) 
프로비저닝 

  플래시어레이 상에서는 씩(Thick) 프로비저닝
   가상머신도 씬(Thin) 가상머신과 동일한 
   공간을 차지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가상머신(VM) 및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VDI) 

purestorage.com/applications/vmware.html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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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9%
GREATER

THAN

AVAILABILITY

*Based on an average virtual machine size.

purestorage.com/applications/vmware.html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퓨어스토리지는 VMware 환경에서 보다 빠른 처리속도를 제공합니다.* 

50GB VM 프로비저닝 100개 VDI 데스크탑 부팅 50GB VM S-vMotion 100개 VM 리컴포징 

강력한 복원력을 제공해 가상화를 
지원하는 플랫폼 

중단 없는 가용성, 
변함 없는 고성능. 
퓨어스토리지는 
성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무 중단 용량 확장,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엔드-투-엔드 데이터 완전성을 
제공합니다. 

역사상 가장 간편한 
스토리지 

더 이상 성능, RAID, 
스토리지 계층화, 
캐싱 등의 관리로 
고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플래시어레이(FlashArray)는 스토리지를 
단순화합니다. 제품에 만족하시지 못할 
경우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환불 정책은 현재 스토리지 업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품질 보증 정책입니다. 

스토리지 구입 및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더 나은 접근 

고비용 대규모 
업그레이드와 
유지관리에 
지치셨습니까? 
퓨어스토리지는 
단계적 확장과 무중단 업그레이드를 통해 
보다 쉽고 경제적인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합니다. 

//m20 //m50 //m70

    
• 최대 가용량 120+ TB*

• 5~40TB raw capacity

• 최대 가용량 250+ TB*

• 30~88TB raw capacity

•  최대 가용량 400+ TB*

•  44~136TB raw capacity

    

• 최대 150,000 32K IOPS**

• 평균 latency 1ms 미만
• 최대 대역폭 5GB/s

•  최대 220,000 32K IOPS**

•  평균 latency 1ms 미만
•  최대 대역폭 7GB/s

•  최대 300,000 32K IOPS**

•  평균 latency 1ms 미만
•  최대 대역폭 9GB/s

•  8Gb/s 파이버 채널
•  10Gb/s 이더넷 iSCSI

•  관리 및 복제 포트

•  16Gb/s 파이버 채널
•  10Gb/s 이더넷 iSCSI

•  관리 및 복제 포트

•  16Gb/s 파이버 채널
•  10Gb/s 이더넷 iSCSI

•  관리 및 복제 포트

   

용 량

성 능

호스트
연결성

물리적
사 양

•  3U

•  742 Watts

•  섀시(최대 구성 시) 49.9kg

•  5.12“ x 18.94“ x 29.72“

  FlashArray//m 섀시

•  3U~7U

•  1007~1447 Watts

•  섀시(최대 구성 시) 49.9kg,

   확장 쉘프 당 20kg

•  5.12“ x 18.94“ x 29.72“

   FlashArray//m 섀시

•  5U~11U

•  1439~2099 Watts

•  섀시(최대 구성 시) 49.9kg,

  확장 쉘프 당 20kg

   • 5.12“ x 18.94“ x 29.72“

   FlashArray//m 섀시

구분 //m20 //m50 //m70

* 최대 가용량은 HA, RAID, metadata overhead, GB-to-GiB conversion, inline data reduction, inline deduplication, compression, pattern removal 등을 고려한 것임. 
평균 데이터 축소율은 5:1로 가정한 것임
** 시장에서는 4K IOPS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대부분 실제 고객환경에서의 단위 IO크기가 32K 이상임을 고려하여 Pure Storage는 32K 블록에서의 IOPS를 제시함. 
FlashArray//m은 512B~32KB까지 자동적으로 I/O 처리단위를 조정함으로써 성능, 확장성, 데이터 축소율을 극대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