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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Storwize V7000F
고성능의, 높은 수준의 기능의 비용 효과적인 올
플래시 스토리지

중점 사항
●●

●●

●●

●●

●●

한 비용 효과 솔루션에서 시장 선도적인
기능 및 스토리지 가상화로 올 플래시
성능 배치
강력한 데이터 압축으로 스토리지 비용
절감 지원
비즈니스 민첩성 향상을 위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 구축
IBM® Spectrum Virtualize™ 성능을
활용해 기존 자산 수명 연장, 스토리지
활용도 극대화, 비용 절감 지원
400개의 가상화 시스템 전반에 걸쳐
스토리지 상태의 엔드 투 엔드 보기, 장기간
성능 분석 도구, 용량 통계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신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스토리지 관리 간소화

오늘날의 조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스토리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
데이터 경제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IT 직원은 더욱 많은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면서, 실시간 통찰력과 더욱 많은 고객 상호
작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IBM Storwize® 의 올 플래시 스토리지 솔루션은
이전에 비해 매우 저렴한 가격에 빠르고 안정적이며 일관적인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IBM Storwize V7000F는 최고의 기능, 성능, 안정성을 제공하는
Storwize 제품군 내 플랫폼입니다. 매우 경쟁력 있는 초기 배치 비용으로
풍성한 스토리지 서비스로 올 플래시 솔루션을 구현하려는 기업들은
Storwize V7000F를 이상적인 솔루션으로 보통 발견합니다.

고성능 및 기능
Storwize V7000F는 올 플래시, 확장성이 높은 가상화된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단일의 시스템으로 워크로드를 통합하도록 설계되어
관리를 손쉽게 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우수한 성능 및 높은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10코어 CPU 및 데이터 압축 액셀러레이터 카드는 스토리지
처리량 및 성능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Storwize V7000F는 또한 향상된
플래시 드라이브의 이점을 활용하며 600개의 Storwize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s）, 씬 프로비저닝, 스냅샷, 플래시 최적화
데이터 감소 제품군보다 혁신적인 신규 사용자 인터페이스, 동기식/
비동기식 복제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IBM Storwize
V7000F가 시장 선도적인 가상화 기능을 활용해 비용 효과적인 고성능,
높은 수준의 기능의 올 플래시 스토리지가 필요한 조직들에게 이상적인
선택 사항을 제공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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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스토리지 기능
IBM Spectrum Virtualize는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솔루션의
IBM Spectrum Storage™ 제품군을 위한 블록 데이터 플레인
백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능은 기반 시스템이
기능을 기본 지원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혼합 스토리지 환경의
분리된 스토리지 용량과 시스템을 통합된 가상 자원으로
결합하고, 기업 데이터 서비스를 전체 가상화 용량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가상화는 기존 자산 수명 연장, 스토리지 관리 간소화,
스토리지 활용도 최대화, 운영 비용을 절감하여 자본 투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IBM Spectrum Virtualize 기반 덕분에
Storwize V7000F는 데이터 압축, 클라우드 연결성, 동적 계층화,
데이터 복제 서비스 등 풍성한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손쉬운 관리
Storwize V7000F는 초기 단계부터 사용하기 매우 쉽습니다.
혁신적인 신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관리자는 서로 다른
공급업체의 여러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단일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일관된 방식으로 구성, 관리 및 서비스 작업을
수행하며, 관리를 대폭 간소화하고 오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솔루션의 업계 최고 IBM Spectrum Storage 제품군 중
하나인 IBM Spectrum Control™ 은 Storwize V7000F 및 주변
스토리지 인프라의 스토리지 상태, 장기간 성능 분석 도구 및
용량 통계에 대한 엔드-투-엔드 뷰를 조직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비용 이점
IBM Storwize V7000F는 이전 솔루션보다 높은 스토리지
밀도를 제공하는 신규 SSD（Solid State Drives） 카테고리의
성능과 비용 이점을 활용합니다. 스토리지 용량 요건 및 비용을
추가 절감하기 위해 Storwize V7000F는 IBM 데이터 압축
기술로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 패턴 전반에 걸쳐
일관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기능
IBM Spectrum Virtualize for Public Cloud 기능은 사내 데이터
센터 및 IBM 클라우드 간 이기종 스토리지 복제를 지원합니다.
이는 장애 복구 대상 설정을 위해 또는 온프레미스 및
IBM 클라우드 간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IBM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및 가용성
Storwize V7000F는 또한 현재 RAID 솔루션보다 최대 10배의
디스크 재구축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급 시스템
가용성, “파이브나인”（99.999%） 가용성, 정적 데이터 암호화 및
분산된 RAID 기술을 제공합니다.1 IBM HyperSwap® 기술은
단일 Storwize V7000F 시스템이 여러 데이터 센터의 서버들을
지원하게 합니다. VMware vMotion 또는 IBM PowerVM®
Live Partition Mobility와 같은 서버 데이터 이동성
기능과 결합했을 때, IBM HyperSwap는 무중단 스토리지와
데이터 센터 간의 가상화 시스템 이동성을 지원하며,
최대 300 km（186마일） 의 원거리에서도 가능합니다.

PowerVM, OpenStack, Microsoft Hyper-V, VMware vSphere
v6 및 VMware vSphere Virtual Volumes, Kubernetes및 Docker
컨테이너, Storwize V7000F와의 밀접한 친화성 및 가상화
스토리지 설계는 클라우드 배치의 핵심에 있는 가상화 서버를
보완하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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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수준의 지원

●● ●

Storwize 제품군 솔루션은 이제 세 가지 신규 고객 지원과 제품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

IBM Data Reduction Guarantee는 IBM Spectrum Virtualize
기반 오퍼링에서 기본 데이터 압축 효과성 수준으로 계획
위험을 줄이고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 ●

IBM Controller Upgrade Program은 지정된 올 플래시
IBM 스토리지 시스템의 고객을 지원해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진행 중인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위한 최첨단
컨트롤러 기술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IBM High-Availability Guarantee는 비즈니스 핵심 데이터 및
스토리지 시스템의 가용성을 보장하여 비즈니스 중단 시간과
관련된 비용 및 위험을 방지하도록 기업들을 도와줍니다.

IBM Storwize V7000F 개요
호스트 인터페이스

1 Gbps iSCSI 및 옵션으로 16 Gbps 파이버 채널 또는 10 Gbps iSCSI/FCoE（Fibre Channel over Ethernet） 제공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지원 드라이브 개수

2.5인치 플래시 드라이브
400 GB, 800 GB, 1.6 TB, 1.92 TB, 3.2 TB, 3.84 TB, 7.68 TB 및 15.36 TB

●●

RAID 레벨

RAID 0, 1, 5, 6, 10, 분산형

지원되는 최대 드라이브 개수

시스템당 760개; 클러스터링된 시스템당 3,040개

팬 및 전원 공급 장치

완전 이중화, 핫스왑형

랙 지원

표준 19인치

관리 소프트웨어

IBM Spectrum Virtualize 소프트웨어

제어 엔클로저/클러스터 시스템당 캐시

128 or 256 GB/최대 1,024 GB 클러스터링

각 시스템에 포함된 고급 기능

내부 스토리지, 씬 프로비저닝,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의 가상화

추가 사용 가능한 고급 기능

원격 미러링, Compression, 외부 가상화, 암호화, IBM Easy Tier®

복제 서비스

IBM FlashCopy®, IBM Spectrum Protect™ Snapshot, Metro Mirror（동기식）, Global Mirror（비동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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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IBM인가?
IBM의 Storwize 제품군은 모든 유형의 워크로드에게
비용 효과적이고 높은 수준의 고성능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제품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간 규모 기업 및 대기업에
맞춤화 되어 있는 Storwize 솔루션은 특히 효율화된 패키지로
성능을 제공하므로 쉽게 구매, 배치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Storwize V7000F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IBM 담당자나 IBM 비즈니스 파트너사에 문의하거나
또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ibm.com/us-en/marketplace/storwize-v7000f

또한 IBM 글로벌 파이낸싱은 사업 성장에 필요한 기술을
인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결제 옵션을 제공합니다.
IBM 글로벌 파이낸싱은 인수에서 처분에 이르기까지 I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수명관리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ibm.com/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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