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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간소화

IBM Storage는 데이
터 중심 하이브리드 클
라우드를 위한 최적의
토대입니다.

소개
여러분은 증가하는 데이터 및 현업(LOB, Line-Of-Business) 애플리케이션 관리, 핵심 IT 애플리케이션 관리 및
경쟁 우위 확보와 같은 비즈니스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를 매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업무들은 스토리지 인프라의 성능, 용량, 보안을 계
속 향상하도록 요구합니다.

IBM® Storage는 컨테이너화, 관리, 데이터 보호에 대해
간소화된 접근법을 사용하여 데이터 인프라를 간소화합
니다.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토대는 하이브리드 클라우
드 환경에서 스토리지를 강화하고 효율화합니다.

IBM Storage로 실현
가능한 이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스토리지
온프레미스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스토리지
환경 전반에 원활하게 배포된 컨테이너 지원 엔
터프라이즈 스토리지로 복잡성을 줄입니다.

AI 및 데이터
대규모로 확장 가능하고 엣지부터 추론 단계까
지 전체적으로 제공되는 결과를 더 빨리 얻도록
최적화된 효율성으로 인프라를 간소화합니다.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복원력
가동 시간과 복원력을 극대화하면서 비용을 절
감함으로써 백업 스토리지 효율성, 데이터 보안
및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컨테이너를 위한 스토리지
프라이빗 클라우드 및 Red Hat® OpenShift®
Container 스토리지를 위한 엔터프라이즈급 서
비스를 활용하는 풍부한 보안이 적용되어 지속
가능한 스토리지 인프라로 실현되는 속도, 생산
성, 민첩성을 통해 비즈니스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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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를
위한 스토리지

IBM Spectrum® Scale
IBM Cloud® Object Storage
IBM Spectrum Discover
IBM Elastic Storage® System

IBM FlashSystem® 제품군
IBM SAN Volume Controller
IBM Storage Insights
IBM Spectrum Control
IBM Spectrum Virtualize for Public Cloud
IBM Spectrum Storage Suite
IBM Storage Suite for IBM Cloud Paks
IBM FlashWatch

IBM FlashSystem 제품군
IBM Spectrum Protect
IBM Spectrum Copy Data Management

포트폴리오

데이터 및 AI를
위한 스토리지

IBM Storage for Red Hat OpenShift
IBM Storage Suite for IBM Cloud Paks
IBM FlashSystem 제품군
IBM DS8000 Storage 시스템
IBM Spectrum Virtualize for Public Cloud
IBM Spectrum Scale
IBM Cloud Object Storage
IBM Spectrum Discover
IBM Spectrum Protect Plus

IBM zSystems를
위한 스토리지

SAP HANA를
위한 스토리지

IBM zSystems를 위한
스토리지

IBM Spectrum Protect
IBM Spectrum Protect Plus
IBM Spectrum Copy Data Management
IBM Spectrum Archive
IBM Tape Solutions

IBM DS8000® Storage 시스템
IBM TS7700 Virtual Tape Library
IBM Spectrum Scale

컨버지드 인프라

SAN b-type 제품군
SAN c-type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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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및 AI를 위한 스토리지
과제
AI는 데이터에서부터 시작되는 여정입니다. 데이터를 흔히 AI
의 연료라고 하며 IA(정보 아키텍처)가 없다면 AI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에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고의 AI는 잘
수집되고 구성되어 신중하게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조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데이터에서 통찰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프라는 AI 워크로드를 다루기에 부적합하고 데이터 사일로
때문에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AI가
진가를 발휘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현재의 인프라는 AI
용으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유연하지 않아서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려면 복잡성이 가중됩니다.
IBM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IBM Storage for data and AI는 단순한 스토리지 제품 및
솔루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AI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여정에서 기반이 될 스토리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IBM의
솔루션은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유연한 고성능 IA를 제공합니다.
IBM의 글로벌 데이터 액세스 및 서비스는 지출을 줄이고
조직에 더 큰 가치를 실현하는 비용 효율성을 제공하며, 더 쉬운
관리와 더 빠른 액세스를 지원하면서 확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소개

포트폴리오

데이터 및 AI를
위한 스토리지

성공하는 팀과 합류하기
Mercedes-Benz Stadium은 주요 스포츠, 콘서트 및 다양한
라이브 이벤트들의 팬들을 위한 명소입니다. IBM 솔루션은
원활한 단일 첨단 시스템으로 통합된 다양한 기술을 통해
경기장 또는 무대에서의 활동을 향상하는 고유한 맞춤식 경험을
팬들에게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기반 IBM Storage 솔루션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IBM과
Flagship Solutions Group은 IBM Spectrum Scale, IBM
FlashSystem 7300 및 IBM Cloud Object Storage를 사용하
는 IBM Elastic Storage Server를 기반으로 구축된 강력한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환경을 구현했습니다.

효율 향상
통합 라이프사이클 관리와 클라우드에 대한 계층화
를 지원합니다.

이점
글로벌 데이터 액세스
민첩하고 빠른 인사이트 확보를 위해 어디서나 데이터에 액세
스할 수 있습니다.

확장 가능한 AI 인프라
소규모로 시작해 거의 한계 없이 확장할 수 있다는 이
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성능
데이터에 대한 병렬 액세스와 원격 데이터를 위해 최
적화된 캐시로 고성능 아키텍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AI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IA
AI 여정에 최적화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민첩성을 갖춘 스토리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데이터 서비스
가장 가치 있는 리소스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플로우 효율 강화
내장된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관리 기능과 정책 기반
최적화로 비용을 절감합니다.

정확한 인사이트와 분석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더욱 정확하게 데이터로부터 인
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액세스 간소화
컨테이너 네이티브 스토리지로 빠르고 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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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및 AI를 위한 스토리지
솔루션

IBM Spectrum Scale

IBM Spectrum Scale은 파일 및 오브젝트 스토리지 데이터
액세스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보안과 글로벌 병렬 파일 시스템
을 갖추고 있고 데이터 효율적이며 확장성이 우수한 고성능 스
토리지 솔루션입니다. IBM Spectrum Scale을 사용하면 엣
지에서 코어, 퍼블릭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전체 데이터 센터
에 배포된 단일 스케일아웃 스토리지 솔루션에 하이브리드 클
라우드 전체의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IBM Spectrum
Scale은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글로벌 데이터 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IBM Spectrum Scal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IBM Cloud Object Storage

IBM Cloud Object Storage는 단순성, 강력한 내구성, 보
안, 효율성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오브젝트 기
반 워크로드를 위해 기하급수적인 데이터 증가를 지원하도
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솔루션은 엣지, 코어 데이터센터, 프
라이빗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데이터에 업계를 선도하는
비용 효율적 소프트웨어 정의 하이퍼스케일 스토리지를 제
공합니다. 고유한 비공유 병렬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Cloud
Object Storage는 성능을 유지하고 향상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이 테라바이트 단위에서 페타바이트 단위
로, 또는 심지어 엑사바이트 단위 구성으로 확장되어도 지
리적으로 분산된 데이터 보호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지 않습
니다.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사용자가 동시에 활성
화되는 대규모 데이터 환경을 위한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흔
히 배포되는 Cloud Object Storage는 기존의 여러 애플리
케이션을 위한 데이터 아카이빙 및 백업에도 사용됩니다.

IBM Spectrum Discover

IBM Spectrum Discover는 메타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사
용하여 오브젝트와 파일을 변경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
들의 인덱스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멀티소스 데이터 카탈
로그입니다. IBM Spectrum Discover는 또한 하이브리
드 클라우드 전반에서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IBM Spectrum Discover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IBM Cloud Object Storag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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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및 AI를 위한 스토리지
솔루션

IBM Elastic Storage System

IBM Elastic Storage System은 현대적인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software-defined storage, SDS) 솔루션입니
다. IBM Elastic Storage System 3200과 IBM Elastic
Storage System 5000을 사용하면 AI와 빅데이터를 위해
빠르고 확장성이 뛰어난 스토리지를 더 쉽게 배포할 수 있습
니다. IBM Spectrum Scale의 레이턴시가 낮은 고성능
NVMe(Non-Volatile Memory Express) 스토리지 기술과
8Y 글로벌 파일 시스템 및 글로벌 데이터 서비스로 IBM
Elastic Storage System 3200 및 5000 노드는 YB 이상
의 용량 구성으로 확장되고 페더레이션된 글로벌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IBM Elastic Storage System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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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Elastic Storage System 3200
IBM Elastic Storage System 3200은 고성능 AI 및 하이
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해 설계된 차세대 스토리지입니다. 이
스토리지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고성능 AI와 더 원활하
게 통합되어 데이터 민첩성을 향상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가
속화합니다. 또한 분석을 위한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을 해
결하도록 설계되었으며, NVMe 스토리지를 모두 적용해 인
사이트 도출 시간 단축을 지원합니다. 각 2U 시스템은 초당
80GB의 데이터를 처리하며 수십 테라바이트부터 수백 테
라바이트까지 다양한 용량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 서버를 추가하여 용량과 처리량을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IBM Elastic Storage System 3200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기 →

사이버 복원력

IBM zSystems를
위한 스토리지

SAP HANA를
위한 스토리지

IBM Elastic Storage System 5000
IBM Elastic Storage System 5000은 시장을 선도하는
성능, 밀도, 확장성을 갖춘 데이터 레이크용 스토리지 시
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정의 IBM Spectrum Scale 스토리지와 IBM Power9™ 프로세서 기반
I/O 집약적 서버를 함께 활용합니다. 조직 전반의 스토리
지 요구 사항을 IBM Elastic Storage System 5000과
NVMe 기반 3200으로 통합하여 비효율성을 낮추고, 도
입 비용을 절감하면서, 까다로운 AI, HPC, 분석 또는 고용
량 스토리지 요구 사항(일반적으로 의료, 미디어, 정부, 금
융 서비스 분야에서 요구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IBM
Spectrum Scale을 사용하면 데이터 사일로와 병목 현상
을 제거하고, 스토리지 관리를 간소화하며, 데이터 액세스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IBM Elastic Storage System 3200은 IBM
Spectrum Scale을 배포하는 가장 간단한 방
법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IBM Spectrum
Scal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IBM Elastic Storage System 5000에 대해 자세히 알
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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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복원력
과제
여러 가지 주요 트렌드로 인해 데이터 복원력 요구 사항이 달
라지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데이터 증가로 인해 기업은 데이
터 보존 전략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해 기업들은 더 민첩하고 효율적인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찾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 때문에 기업들은 사이
버 보안 이니셔티브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IBM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IBM의 데이터 복원력 솔루션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
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복원력 솔루션은 기업
들이 데이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이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
와 같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와줍니다. 데이터 복원
력 솔루션은 또한 SDS, 변경 불가 오브젝트 스토리지, 테이프
솔루션과의 통합을 통해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보존 및 사이
버 복원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은 새로운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 워크로드 보호를 통합하고
데이터 보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데이터 관리를 대폭 간
소화한다는 점입니다.

성공하는 팀과 합류하기
제퍼슨 대학의 Computational Medicine Center는 고성능
컴퓨팅으로 방대한 양의 생물학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을
이해하는 데 획기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설립 이사인 Dr.
Isidore Rigoutsos는 이렇게 말합니다. “1년여 전, IBM 솔
루션의 복원력을 테스트하던 중에 스토리지 시스템의 많은
영역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IBM
Spectrum Protect 덕분에 우리는 데이터 손실 없이 가동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수년에 해당하
는 데이터를 복구했는데, 이 데이터는 센터에서 수십 명이 생
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금방 연구 업무에 다시 집중할 수
있었고, 이것은 IBM 솔루션의 내장된 자동화 기능, 고가용성
기능, 여러 구성 요소 간의 원활한 통합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
습니다.”

이점
비용 절감
여러 가지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유연하고 경제적인 스토리
지 옵션으로 데이터 보존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데이터 백업 및 복구 가속화
최신 기술은 거의 즉각적인 데이터 복구를 수행하고 검색
가능한 글로벌 카탈로그(VM, 파일, 데이터베이스, 애플리
케이션으로 구성)를 제공합니다.

솔루션
IBM Spectrum Protect
IBM Spectrum Protect Plus
IBM Spectrum Copy Data Management
IBM Spectrum Archive
IBM Tape Solutions

관리 간소화
셀프 서비스 데이터 액세스와 SLA 기반의 포괄적인 정책을
제공하여 관리 부담을 줄여줍니다.
클라우드와의 원활한 통합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VM, 파일, 데이터베이스, 애
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위한 데이터 보호를 통합합니다.
더 빠른 배치
가상 어플라이언스와 에이전트리스 아키텍처로 배포를 가
속화하고 유지 관리 부담을 줄입니다.
계획 기반 보호
강력한 보안이 적용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잠그
거나 포괄적인 사이버 보안 계획의 일환으로 테이프 스토리
지를 적용해 데이터에 에어갭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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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복원력
솔루션

IBM FlashSystem 제품군

IBM FlashSystem 제품군은 스토리지 구성을 최적화하고,
문제 해결을 효율화하며,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쉽
게 배포하고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클라우드 지
원 스토리지 시스템 포트폴리오입니다.
IBM FlashSystem은 정교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스토리
지 솔루션을 배포하고, 인프라 현대화를 가속화하며, 보안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AI의 강력한 기능을 사용하여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돕는 IBM Spectrum Virtualize 소프트웨어
로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IBM FlashSystem 모델
은 프로덕션 워크로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사이버 보안을 향
상하기 위한 성능을 구현합니다.

엔트리 엔터프라이즈
IBM FlashSystem 5000
IBM FlashSystem 5015와 IBM FlashSystem 5035는
경제성 또는 성능을 저해하지 않고 엔터프라이즈급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BM Spectrum Virtualize의 풍부한 기능과 Storage
Insights의 AI 기반 예측 스토리지 관리 및 사전 예방적 지
원을 기반으로 구축된 IBM FlashSystem 5000은 모든
규모의 기업이 AI와 같은 현대적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BM FlashSystem 500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IBM FlashSystem 5200
IBM FlashSystem 5200은 1U만으로 인프라 혁신을
수행하는 NVMe의 강력한 성능을 활용하는 경제적이고
밀도가 높으며 풍부한 보안을 갖춘 컴팩트한 솔루션입니
다. 이 솔루션에는 IBM Spectrum Virtualize의 기능과
AI 기반 예측 스토리지 관리 및 사전 예방적 지원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드레인지 엔터프라이즈
IBM FlashSystem 7300
IBM FlashSystem 7300은 강력한 NVMe의 장점,
IBM FlashCore 기술의 혁신, 매우 낮은 레이턴시 구현
을 위한 SCM을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은 강력한 2U 시
스템 안에 IBM Spectrum Virtualize의 기능과 Storage
Insghts의 AI 예측 스토리지 관리 및 사전 예방적 지원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용량을 제공하는 IBM Flash-System
5200은 AI를 활용하여 관리를 간소화하고 경제성을 향
상하는 동시에 컨테이너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지
원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미드레인지 스토리지가 필요한 고객에게
하이엔드 기능을 제공하는 IBM FlashSystem 7300은
비즈니스를 최적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술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BM FlashSystem 520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IBM FlashSystem 730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알고 계십니까?
IBM FlashSystem 5000, 5200 및 7300은 다양한
워크로드 조합에 맞는 올플래시 및 하이브리드 플래
시 모델로 제공됩니다.

팁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려면, IBM 플래시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정교한 기능을 갖춘 고급 플래시
스토리지 솔루션을 제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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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복원력
솔루션

IBM FlashSystem 제품군

하이엔드 엔터프라이즈
IBM FlashSystem 9500
IBM FlashSystem 9500은 강력한 NVMe의 성능을 IBM
FlashCore 기술 및 매우 낮은 레이턴시 구현을 위한 SCM
의 신뢰성 및 보안과 결합합니다. 이 솔루션은 강력하고 빠
른 2U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 올플래시 어레이 안에
IBM Spectrum Virtualize의 기능과 Storage Insights의
AI 예측 스토리지 관리 및 사전 예방적 지원 기능을 포함하
고 있습니다.
IBM FlashSystem 9500은 최고 수준의 기능과 복원력이
필요한 성장 중인 기업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솔루션
은 IBM FlashSystem 9200보다 2배의 최대 성능, 연결
성, 용량을 제공하며 캐시를 최대 50% 더 제공합니다
(3TB). 또한, 이 솔루션은 추가적인 스냅샷을 지원하므로
더욱 세분화된 복구를 위한 Safeguarded Copy 백업을 더
자주 수행할 수 있으며, 보안 기능이 풍부한 새로운 부팅 기
능은 시스템 자체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IBM FlashSystem 9500은 또한 RoCE v2를 사용하여
100Gbps의 이더넷 연결을 지원합니다.

소개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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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인 데이터 중심 클라우드 스토리지 용량을 제공하는
FlashSystem 9500을 사용하면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을
최적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솔루션을 손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IBM FlashSystem 950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IBM FlashCore Modules
IBM FlashSystem 7300 및 IBM FlashSystem 9500
의 3세대 IBM FlashCore Modules(FCMs)는 향상된 압
축 기능을 제공하므로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영향을 주
지 않고 드라이브당 최대 116TB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FCM 3 드라이브는 셀프 암호화를 수행하며 FIPS
140-3 인증을 획득할 계획입니다.

팁
IBM FlashSystem 스토리지 제품군과 IBM Spectrum Virtualize는 Red Hat Ansible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Red Hat Ansible Collection for IBM
Spectrum virtualize and FlashSystem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컨테이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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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복원력
솔루션

IBM Safeguarded Copy
IBM FlashSystem은 또한 하드웨어 암호화, 그리고 사
이버 위험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된 변
경 불가 데이터 복제본을 제공하는 IBM Safeguarded
Copy도 제공합니다. Safeguarded Copy는 사용자의
실수, 악의적인 파괴 또는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데이
터 복구를 보호하도록 지원하므로 중단 없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대응책을 준비할 때 공격의 증거가 없는 마지막 스냅샷
을 알면 어느 스냅샷을 사용할지 빠르게 결정할 수 있습
니다. 또한 Safeguarded Copy 스냅샷은 운영 데이터
와 동일한 IBM FlashSystem 스토리지에 있으므로 동
일한 스냅샷 기술을 활용하여 매우 빠르게 복구할 수 있
습니다.

IBM FlashSystem Cyber Vault
사이버 위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격으로
인해 조직들은 평균적으로 21일의 복구 시간을 부담하
고 있습니다. IBM Safeguarded Copy와 함께 IBM
FlashSystem Cyber Vault를 사용하면 사이버 공격 복
구 시간을 며칠에서 몇 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IBM Cyber Vault는 사이버 공격 탐지 및 복구의 모든
단계에서 속도를 향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솔루
션은 지속적으로 실행되면서 Safeguarded Copy가 자
동으로 생성하는 스냅샷을 모니터링하여 손상 여부를 확
인합니다. 또한, 공격을 의미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관
찰되면 Cyber Vault는 최신 “클린” 스냅샷을 찾아냅니
다. 그러므로 이 시점까지의 복구가 훨씬 더 간단해지고
빨라집니다.

IBM Safeguarded Copy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IBM FlashSystem 스토리지는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이러한 사이버 복원력 툴을 배포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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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SAN Volume Controller

IBM SAN Volume Controller는 새로운 기능으로 효율성을
향상하고, 관리와 운영을 간소화하며, 기존 스토리지를 현대
화하고, 스토리지 시스템 유형에 상관없이 하이브리드 클라
우드에 공통된 접근법을 활용하기 위해 500개가 넘는 IBM
및 타사 스토리지 시스템의 스토리지를 통합하는 엔터프라
이즈급 시스템입니다.

대용량 데이터의 경제성을 효과적으로 극대화하도록 지원
하는 IBM SAN Volume Controller는 HyperSwap으로 데
이터의 가치를 향상하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며, 데이터의
단순성을 향상하고, 100% 가용성을 촉진하도록 돕습니다.
IBM SAN Volume Controller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IBM Storage Insights

IBM Storage Insights는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 스토
리지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단일 인터페이스를 제공합
니다. Storage Insights는 복잡한 스토리지 인프라를 관리
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결정을 내리고 지원을 효율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솔루션은 선도적인 IBM 데이터 관리 역량과
IBM Research®의 독보적인 AI 기반 분석을 결합합니다.
IBM Storage Insight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라이브 데모 체험하기 →

IBM Spectrum Control

IBM Spectrum Control은 멀티벤더 파일, 오브젝
트, 블록 및 SDS, 클라우드 스토리지 및 SAN에 걸쳐
모니터링과 분석을 제공합니다.
IBM Spectrum Control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 중심 용량 계획, 성능 추적 및 보고 기능
을 통해 스토리지 관리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IBM Spectrum Control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팁
더 자세한 정보, 추가적인 기능, 타사 스토리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IBM Storage Insights Pro로 업
그레이드하십시오.

소개

포트폴리오

데이터 및 AI를
위한 스토리지

사이버 복원력

IBM zSystems를
위한 스토리지

SAP HANA를
위한 스토리지

컨테이너를
위한 스토리지

스토리지
네트워킹

컨버지드
인프라

IBM Storage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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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복원력
솔루션

IBM FlashWatch

IBM FlashWatch 프로그램을 통해 IBM FlashSystem
및 IBM SAN Volume Controller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심하고 IBM 스토리지를 구입, 소유,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고가용성 보장
IBM Lab Services가 배포하는 HyperSwap을 사용하는
경우 99.9999%의 가용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검증되었
고, 선택 사항으로 100% 가용성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압축 보장
2:1로 자체 인증되었으며, 워크로드 프로파일링 적용 시
최대 5:1(서명된 계약서 필요)
모든 것이 포함된 라이선스
내부 스토리지의 라이선스 비용에 모든 스토리지 기능이
포함됨
포괄적인 케어
최대 7년간 24x7 지원을 제공하고 3년 동안 기술 어드바
이저, 향상된 응답 시간 및 관리형 코드 업그레이드 지원
클라우드 분석
IBM Storage Insights는 구성상의 오류를 탐지하고 문제
가 발생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온프레미
스 및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모니터링, 보고, 알림, 문제 해
결을 제공합니다.

소개

포트폴리오

데이터 및 AI를
위한 스토리지

사이버 복원력

IBM zSystems를
위한 스토리지

SAP HANA를
위한 스토리지

플래시 내구성 보장
보증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유지 관리 시 모든 워크로드
에 대한 플래시 미디어가 대상입니다.
IBM Flash 모멘텀
완벽한 유연성을 활용하여 3년마다 컨트롤러와 스토리
지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팁
IBM FlashWatch가 IBM 플래시 스토리지에 제공
하는 모든 이점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IBM 담당
자 또는 IBM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문의하십시오.

클라우드 같은 가격 책정
IBM Storage Utility 가격 책정에 따라 사용한 스토리
지에 대해서만 월별로 지불합니다.
무료 마이그레이션
IBM 및 타사 스토리지 시스템 500 여 종류 이상에 대해
90일간 무료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수행
플래시 스토리지 보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컨테이너를
위한 스토리지

스토리지
네트워킹

컨버지드
인프라

IBM Storage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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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복원력
솔루션

IBM Spectrum Protect

IBM Spectrum Protect는 물리적 파일 서버, 가상 환경, 다양
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검증된 데이터 복원력 솔루션입니다.
수천 곳의 조직이 이 솔루션의 탁월한 확장성, 광범위한 애플
리케이션 지원, 비용을 절감해주는 데이터 압축 기술, 테이프
및 변경 불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의 유연한 데이터 압축,
사이버 복원력을 위한 내장형 지원을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IBM Spectrum Protect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소개

포트폴리오

데이터 및 AI를
위한 스토리지

IBM Spectrum Copy
Data Management

IBM Spectrum Archive

IBM Spectrum Protect Plu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IBM Spectrum Copy Data Management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IBM Spectrum Archiv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사이버 복원력

컨테이너를
위한 스토리지

IBM Storage
서비스

IBM Spectrum Protect Plus

IBM Spectrum Protect Plus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의 VM,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파일 시스템, SaaS 워
크로드, 컨테이너를 위한 현대적인 데이터 복원력 솔루션입
니다. SLA 기반 정책은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에서의 데이
터 백업, 복제본 재사용, 풍부한 보안이 적용된 데이터 보존
등 데이터 보호 프로세스 전체를 자동화합니다. 이러한 데이
터 보존에는 IBM Cloud Object Storage WORM 사이버 복
원력 보존 볼트(vault)가 포함됩니다.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role-based access control, RBAC) 및 REST API(RepresentationalStateTransferapplicationprogramminginterface)는 셀프 서비스 데이터 재사용 그리고 타사 툴 및 서비스
와의 원활한 통합을 지원합니다.

IBM zSystems를
위한 스토리지

SAP HANA를
위한 스토리지

IBM Spectrum Copy Data Management는 데이터의 하
드웨어 스냅샷 복제본을 관리하고 오케스트레이션합니다.
이 솔루션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 전반에서 복제본
데이터를 카탈로그화 및 관리하여 사용자가 복제본을 필요
로 할 때, 그리고 이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 복제본을 제공
합니다. 데이터 소유자는 필요한 복제본을 만들기 위해 셀프
서비스 포털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민첩성이 향상
됩니다. 데이터 마스킹을 포함한 복제본 프로세스 및 워크플
로우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됩
니다.

스토리지
네트워킹

컨버지드
인프라

IBM Spectrum Storage 제품군에 속하는 IBM Spectrum Archive는 IBM 테이프 드라이브와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데이터에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그래픽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IBM Spectrum Archive는 서식이 적용된
테이프 카트리지에서 기술적 메타데이터를 읽고, 쓰고,
교환하기 위한 LTFS(Linear Tape File System) 형식
표준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 솔루션을 사용하면 데이터
에 액세스하기 위해 추가적인 테이프 관리와 소프트웨어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IBM Spectrum Archive는 LTFS
형식의 디지털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 세 가지 소프트웨
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즉, Single Drive Edition,
Library Edition 및 Enterprise Edition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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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복원력
솔루션

IBM Tape Solutions

사이버 공격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간단하고 저렴한 데이
터 복원력 솔루션은 데이터센터의 가장 오래된 기술 중 하나
인 테이프입니다. 이 솔루션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데이터가
저장된 테이프를 네트워크에서 분리해 가까운 선반에 쌓아
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와 공격자 사이에 형성된
에어갭은 완벽한 사이버 복원력과 방어를 제공하여 효과적
으로 해커의 침투를 방지합니다. 에어갭은 테이프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보호 유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IBM 테이프 기반의 데이터 스토리지 솔루션은 데이터 암호
화 및 압축, 클라우드 기반 재해 복구, 키 관리 및 WORM 기
술 등 광범위한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엔트리 엔터프라이즈
IBM의 엔트리 레벨 테이프 제품은 저렴한 가격으로 신
뢰성을 위해 설계된 데이터 백업 및 보호를 제공합니다.
IBM 테이프 드라이브 및 자동 로더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기 →

미드레인지 엔터프라이즈
IBM 미드레인지 테이프 스토리지 제품은 현재와 미래
에 신뢰할 수 있고 유연한 데이터 백업, 아카이빙, 관리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메인프레임 환경을 위한 IBM TS7700 Virtual Tape
Library Rackless 솔루션 →

하이엔드 엔터프라이즈
IBM 엔터프라이즈급 테이프 스토리지 제품은 대규모
스토리지, 데이터 아카이빙, 데이터 백업 및 재해 복구에
필요한 고성능, 가용성, 신뢰성, 용량을 제공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개방형 환경을 위한 IBM TS4300 Tape Library →

메인프레임 환경을 위한 IBM TS7700 Virtual Tape
Library →

컨테이너를
위한 스토리지

IBM Storage
서비스

개방형 환경을 위한 IBM TS4500 Tape Library →

알고 계십니까?
테이프 기반의 IBM Spectrum Archive는 확장 가
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아카이빙 솔루션입니다.

소개

포트폴리오

데이터 및 AI를
위한 스토리지

사이버 복원력

IBM zSystems를
위한 스토리지

SAP HANA를
위한 스토리지

스토리지
네트워킹

컨버지드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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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zSystems를 위한 스토리지
과제
미션 크리티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운영은 오늘
날 대부분의 기업에게 현실이자 과제가 되었습니다. 기업들
에게는 더 강력한 경쟁 우위 확보와 비용 절감을 위해 활용 가
능한 원활하게 통합된 클라우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IBM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IBM zSystems®를 위한 스토리지는 IBM zSystems의 미션
크리티컬 역량에 걸맞는 포괄적인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솔
루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여 한 차원 더 높은 성능, 현대적인
데이터 보호, 복원력, 고가용성을 추가합니다. 이 솔루션은 조
직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반에서 메인프레임 환경의 잠재
력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성공하는 팀과 합류하기
브라질이 변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 개발로 인해 첨단 뱅
킹 및 보험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소비자와 상시 제공되는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뱅킹 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Banco Bradesco는 IBM zSystems와 IBM Storage 시스템
을 활용하여 신뢰성과 보안을 향상하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플
랫폼으로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려고 합니다.
IBM DS8900F와 함께 IBM zSystems를 사용하면 항상
Bradesco가 2단계 인증과 같은 풍부한 보안이 적용된 뱅킹
경험을 제공하도록 돕는 툴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솔
루션은 기밀 정보의 보안을 향상합니다. 또한, Bradesco는
TS7700 테이프 라이브러리로 구성된 12개의 양방향 그리드
를 사용합니다. 각 그리드는 24TB 캐시를 포함하며 테이프 라
이브러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점
메인프레임 성능 극대화
미션 크리티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전반에서 메
인프레임 성능 최적화

솔루션
IBM DS8000 Storage 시스템
IBM TS7700 Virtual Tape Library
IBM Spectrum Scale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환경 가속화
개발, 배포, 유지 관리와 관련된 작업 가속화
어디서나 데이터 암호화
IBM zSystems15™의 포괄적 암호화를 확장하여 데
이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100% 데이터 보호
사이버 복원력
사용자로 인한 오류 또는 랜섬웨어 공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보호
비즈니스 연속성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가동 시간 달성
유연성(Flexibility)
요구 사항이 서로 다른 다양한 규모의 조직을 위해 유
연한 랙 및 랙 장착 구성 지원

소개

포트폴리오

데이터 및 AI를
위한 스토리지

사이버 복원력

IBM zSystems를
위한 스토리지

SAP HANA를
위한 스토리지

컨테이너를
위한 스토리지

스토리지
네트워킹

컨버지드
인프라

IBM Storage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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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zSystems를 위한 스토리지
솔루션

IBM DS8000
Storage 시스템

IBM DS8900F 제품군
IBM DS8900F는 최첨단 Power9 프로세서 기술로 구현
된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집
약적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를 위해 설계된 DS8900F
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 전반에 한 차원 더 높은
성능, 데이터 보호, 복원력, 가용성을 추가합니다. 이 시스
템은 매우 낮은 레이턴시, 99.99999% 이상의 가용성,
투명한 클라우드 계층화, 멀웨어 및 랜섬웨어에 대한 첨단
데이터 보호를 통해 이러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IBM DS8900F 제품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소개

포트폴리오

데이터 및 A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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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레인지 엔터프라이즈
이 유연한 스토리지 솔루션은 z15 모델 T02, IBM
LinuxONE III 모델 LT2 또는 기존 랙에 통합될 수 있으
므로 경제적인 엔트리 제품군 비용으로 강력한 엔터프
라이즈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IBM DS8910F 3D 투어 →

하이엔드 엔터프라이즈
이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 솔루션은 탁월한 성능과
더 큰 용량을 제공하여 모든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를
한곳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BM DS8980F 3D 투어 →

팁
99.99999% 이상의 가용성을 달성하는 단일
올플래시 스토리지 솔루션에서 IBM
zSystems 서버, IBM Power 서버 및 분산
시스템을 위한 모든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를
통합하여 비즈니스 효율성을 향상해 보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IBM DS8900F는 미사용, 이동 중, 클라우드 내
데이터를 100%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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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zSystems를 위한 스토리지
솔루션

IBM TS7700 Virtual
Tape Library

IBM TS7700 제품군
IBM TS7700 가상 테이프 라이브러리는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에서 데이터가 언제 어디서나 보호되고 액세스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IBM은 테이프 가상화 분야의
선도 기업이며, 대표적인 TS7700 라이브러리의 가상화
엔진은 IBM zSystems/OS®의 운영 방식 및 일반적인
테이프 워크로드의 운영 방식과 특별히 연결된 고유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통합을 위한 추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고 독점적인
테이프 라이브러리 명령 세트에 대한 완전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TS7700은 생산되는 데이터 측면에서 8배
의 이중화를 제공하고, DFSMS(Data Facility Storage
Management Subsystem)의 관점에서 완벽하게 z/OS
규정을 준수하며, 소규모 및 대규모 데이터 보존, 백업, 복
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소개

포트폴리오

데이터 및 A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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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7700은 시장에서 물리적 테이프도 지원하는 유일한 가
상 테이프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덕분에 진정한 동급 최고
수준의 해킹 방지 에어갭 복구를 통해 데이터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TS7700은 최첨단 Power9 프로세서 중
일부를 사용하여 구축됩니다. 이러한 이점들이 세계 최상의
은행 중 다수가 핵심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이 스토리지 기술
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IBM TS7770 제품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미드레인지 엔터프라이즈
이 19인치의, 고객이 보유한 랙에도 장착이 가능한 이 솔루
션은 더 낮은 비용으로 강력한 기능을 통해 첨단 스토리지 요
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이엔드 엔터프라이즈
이 솔루션은 그리드에서 최대 8배의 이중화를 제공하며 데이
터를 보호하여 지속적으로 최대의 가용성을 제공할 수 있습
니다.
IBM TS7770 3D 투어 →

IBM Spectrum Scale

IBM Spectrum Scale은 업계를 선도하는 재해 복구
기능과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서버리스 데이
터 전송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탁월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적소에서 아카이빙과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풍부한 보안이
적용된 신뢰할 수 있는 고성능 경험을 제공하여 데이터
를 관리하고 극도의 확장성, 데이터 인식 인텔리전스,
글로벌 협업 및 데이터 무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IBM Spectrum Scal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알고 계십니까?
IBM TS7770은 TS7770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
를 직접 서버리스 방식으로 전송하여 장기간 데이터
보존을 위한 투명한 클라우드 계층화를 활용하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경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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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HANA를 위한 스토리지
과제
많은 SAP 인프라 리더와 애플리케이션 소유자는 2027년
까지 운영과 데이터 가용성을 중단하지 않고 기존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정확한 크기의 SAP HANA 인메모리 데이터베
이스로 마이그레이션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
니다. 기업들은 온프레미스, SAP HANA 클라우드 또는 하
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 전반에서 SAP HANA 데이터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영구 스토리지 솔루션을 배포해야 합
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IT 리더가 SAP HANA 기반으로 실
행되는 SAP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주요 성과 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와 SLA를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IBM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IBM Storage 포트폴리오에는 현대적인 엔터프라이즈의
데이터 제공, 관리, 보호 및 예산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포괄적인 SAP HANA TDI(Tailored Datacenter Integration) 인증 솔루션 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가용성
구성, 통합 데이터 복원력 기능 및 내장된 사이버 복원력 기
능은 미션 크리티컬 SAP 환경에서 향상된 데이터 가용성에
대해 계속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도록 지원합니다.

소개

포트폴리오

데이터 및 AI를
위한 스토리지

성공하는 팀과 합류하기
Blanc und Fischer IT Services GmbH는 BLANC &
FISCHER Family Holding 전체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
니스 모델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이 회사는 SAP Manufacturing Execution을 Red Hat Enterprise Linux, IBM
Power® Systems, IBM FlashSystem 및 IBM Spectrum
Virtualize 기반의 SAP HANA로 이동하여 비즈니스 운영을
최적화하기로 했습니다.
IBM과 SAP는 오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IBM은 수년
동안 여러 번 SAP Pinnacle Award를 수상했습니다. IBM은
SAP HANA의 이점을 활용하고 가속화할 수 있는 수상 경력
에 빛나는 데이터 스토리지 솔루션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
다.

이점
최고 수준의 유연성
쉽게 낮은 비용으로 확장할 수 있고 관리가 간편하며
모든 SAP HANA의 가격, 용량, 성능 및 데이터 요구
사항에 맞는 스마트한 스토리지를 구현합니다.

솔루션
IBM FlashSystem 제품군
IBM Spectrum Protect
IBM Spectrum Copy Data Management

탄력성 증가
대부분의 미션 크리티컬 SAP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광
범위한 고가용성, 사이버 복원력, 차세대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옵션 세트를 활용하여 SAP 애플리케이션의
다운타임을 방지합니다.
개방형 표준
쉽게 통합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SAP HANA 환경
의 복잡성에 맞게 설계된 스토리지로 데이터 인프라가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전체적인 시너지
IBM Power 서버와 통합하여 SAP HANA에 최적화
된 데이터 및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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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HANA를 위한 스토리지
솔루션

IBM FlashSystem 제품군

IBM FlashSystem 제품군은 SAP 구성을 최적화하며,
문제 해결을 효율화하고,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
해 쉽게 배포하고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TDI
인증 클라우드 지원 스토리지 시스템 포트폴리오입니다.
클라우드 준비 상태와 데이터 이동성을 향상하기 위한
IBM Spectrum Virtualize 소프트웨어로 구축되고 AI
예측 스토리지 관리 및 사전 예방적 지원을 위한 Storage
Insights를 포함하는 이 솔루션들은 인프라 현대화를 가
속화하고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SAP HANA 구현의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엔트리 엔터프라이즈
IBM FlashSystem 5000
이 유연성이 뛰어난 가상화된 올플래시 또는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솔루션은 사용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설계되
었으며, 향상된 성능, 기능, 비용 효율성을 통해 SAP HANA
스토리지 과제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첨단 기능을 제공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FlashSystem 제품군은 IBM FlashWatch 보장 프
로그램을 통해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99.9999%
의 가용성과 액티브-액티브 지원을 제공하여 SAP
애플리케이션 다운타임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제공합니다.

IBM FlashSystem 520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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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및 A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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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FlashSystem 500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미드레인지 엔터프라이즈
IBM FlashSystem 7300
이 시스템은 비용 효율적인 고성능 SAP HANA 스토리지
인프라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여 대역폭을 향상하고 레이
턴시를 낮추는 동시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분석과 통찰
획득을 가속화하도록 지원합니다.
IBM FlashSystem 730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IBM FlashSystem 950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IBM FlashSystem 5200
이 컴팩트한 NVMe 올플래시 엔터프라이즈급 엔트리 스토
리지 솔루션은 SAP HANA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고성능을 구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BM zSystem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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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HANA를
위한 스토리지

하이엔드 엔터프라이즈
IBM FlashSystem 9500
IBM FlashSystem 9500은 엔드투엔드 NVMe의
성능과 IBM Spectrum Virtualize의 풍부한 기능을
결합합니다. SAP HANA 인스턴스에 집중적인 데이
터 중심 클라우드 스토리지 용량을 제공하는 FlashSystem 9500을 사용하면 클라우드 리소스와 원활하
게 통합하여 SAP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을 최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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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HANA를 위한 스토리지
솔루션

IBM Spectrum Protect

IBM Spectrum Protect는 물리적 파일 서버, 애플리
케이션, 가상 환경에서 수십억 개의 SAP 오브젝트에
데이터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데이터 효
율성을 활용하여 백업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고 데이
터를 온프레미스, 오프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에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미션 크리티컬 SAP 환
경의 장기적 데이터 보존 및 재해 복구를 위해 기존 투
자를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IBM Storage로 이동하면 이전 환경에 비해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을 연간 4시간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IBM Spectrum Protect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IBM Spectrum Copy
Data Management

IBM Spectrum Copy Data Management는 SAP
HANA 데이터의 하드웨어 스냅샷 복제본을 관리하고
오케스트레이션합니다. 이 솔루션은 하이브리드 클라
우드 인프라 전반에서 복제본 데이터를 카탈로그화 및
관리하여 사용자가 복제본을 필요로 할 때, 그리고 이
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 복제본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소유자는 필요한 복제본을 만들기 위해 셀프 서비스 포
털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민첩성이 향상됩니
다. 데이터 마스킹을 포함한 복제본 프로세스 및 워크
플로우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자
동화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IBM Storage for SAP HANA 포트폴리오가 제
공하는 자동화 기능은 백업 관리자가 할애해야
하는 노력을 평균적으로 15% 줄여줍니다.

IBM Spectrum Copy Data Management에 대해 자
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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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를 위한 스토리지
과제
기업들은 더 빠르고 유연한 애플리케이션 제공을 위해 영구
적인 셀프 서비스 스토리지 역량을 개발자들에게 제공해
야 한다는 과제를 계속 안고 있습니다. DevOps 및 하이브
리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는 영구 스토리지가 필요합
니다. IT 리더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테스트 및 제공을 가
속화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보호해
야 하며,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표준 서비스 카
탈로그가 필요합니다.
IBM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IBM Storage는 기존의 스토리지와 컨테이너 지원 스토리
지를 통합하며, 프로덕션 환경에서 엔터프라이즈 컨테이
너를 관리하기 위해 신뢰성, 가용성 및 보안과 함께 클라우
드 네이티브 민첩성을 제공합니다. 고객이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테스트 또는 부서 이외의 용도로 사
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경우, 수상 경력에 빛나는 IBM
Storage는 컨테이너에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이는 미션 크리티컬 인프라가 가능해짐을 의미
합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공유 스토리지 운영 효율성을 제
공하고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앞서가면서 데이터 리소스
와 스토리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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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및 A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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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팀과 합류하기
ZF Friedrichshafen AG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인 Hybrid Data Bridge는 완전한 가상화를
기반으로 하며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여러 공
급업체를 지원합니다. Hybrid Data Bridge는 대량의 데이
터를 매우 효율적으로 전송, 저장, 아카이빙하도록 지원합
니다. Hybrid Data Bridge의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Red
Hat OpenShift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토대를 기반으로 컨
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확장하며, 이로 인해
데이터 수신 및 비디오 전송이 가속화됩니다. IBM Spectrum Scale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확장 가능한 고성능
데이터 및 파일 관리 솔루션인 IBM Spectrum Scale은 페
타바이트 단위의 데이터와 수십억 개의 파일을 관리하는
통합된 정보 라이프사이클 툴을 제공합니다. 시기 및 예산
요구 사항에 따라 플래시, 디스크, 테이프 또는 클라우드 오
브젝트 스토리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점
긴밀한 통합
간소화된 배포 및 관리를 통해 통합된 경험 제공

엔터프라이즈 가용성 및 성능 향상
DevOps 및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를 위해 99.9999%
의 데이터 보증과 복원력, 그리고 최대 2.5배 더 많은 처
리량을 활용
데이터 보호
컨테이너 환경을 위한 자동화된 엔터프라이즈 백업 및
데이터 재사용 지원 제공

솔루션
IBM Storage for Red Hat OpenShift
IBM Storage Suite for IBM Cloud Paks
IBM FlashSystem 제품군
IBM DS8000 Storage 시스템
IBM Spectrum Virtualize for Public Cloud
IBM Spectrum Scale
IBM Cloud Object Storage
IBM Spectrum Discover
IBM Spectrum Protect Plus

간소화된 데이터 액세스
빠르고 쉬운 배포를 위해 컨테이너화되었으며 컨테이
너 네이티브 액세스 제공
인프라 민첩성
Red Hat OpenShift를 사용하는 멀티컴퓨터 아키텍처
와 블록, 파일,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구성된 스토리지 포
트폴리오를 활용하여 워크로드 및 인프라 유연성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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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Storage for
Red Hat OpenShift

개방형 표준에 따라 엔지니어링된 IBM Storage for Red
Hat OpenShift는 영구 스토리지를 제공하여 컨테이너에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고객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엔터프라이즈급 스케일아웃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구축 및 배포를 수행할 수 있습니
다. 이 솔루션은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container
storage interface, CSI) 사양을 지원하는 전체 플랫폼, 온
프레미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위해 인프라 토대
와 스토리지 오케스트레이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생산성,
보안, 엔터프라이즈 가용성, 인프라 민첩성을 향상합니다.

IBM Storage Suite
for IBM Cloud Paks

IBM FlashSystem 제품군

IBM Storage Suite for IBM Cloud Paks는 유연한 SDS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은 IBM Spectrum Storage 제품
군의 구성 요소, IBM Cloud Object Storage 및 Red Hat
의 오픈소스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컨테이너 환경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서비스에 전례
없던 유연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SDS 솔루
션으로 구성된 매우 유연한 포괄적인 세트를 제공하여 블
록, 파일 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데이터 리소스 중 무엇이
필요하든 거의 모든 크기의 워크로드 요구 사항을 충족합
니다.

IBM Storage for Red Hat OpenShift에 대해 자세히 알
아보기 →

IBM Storage Suite for IBM Cloud Pak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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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FlashSystem 제품군은 스토리지 구성을 최적화하고,
문제 해결을 효율화하고,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쉽게 배포하고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클라우드
지원 스토리지 시스템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솔루션은 Red
Hat OpenShift 및 Kubernetes 컨테이너 환경을 지원하여
Red Hat 및 IBM이 인증한 IBM 블록 스토리지 CSI 드라이
버로 영구 볼륨의 배포를 가속화합니다.
IBM FlashSystem 제품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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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IBM DS8000
Storage 시스템

IBM DS8900F 제품군
IBM DS8900F는 최첨단 Power9 프로세서 기술로 구현된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집약적 미
션 크리티컬 워크로드를 위해 설계된 IBM DS8900F는 컨테
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CSI)를 위한 지원과 함께 미션 크
리티컬 컨테이너에 영구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IBM
DS8900F는 IBM Cloud Pak 솔루션을 지원하여 Red Hat
OpenShift의 기능과 역량을 향상하고 확장합니다. 이 솔루션
은 핵심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및 컨테이너 기반
환경으로 이동하는 더 빠르고 안전한 개방형 방법을 제공하도
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IBM DS8900F는 매우 낮은 레이
턴시, 99.99999% 이상의 가용성, 투명한 클라우드 계층화,
멀웨어 및 랜섬웨어에 대한 첨단 데이터 보호를 통해 한 차원
더 높은 성능, 보안, 복원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BM Spectrum Virtualize
for Public Cloud

IBM Spectrum Virtualize for Public Cloud는 IBM FlashSystem 및 IBM Spectrum Virtualize의 퍼블릭 클라우드 기
반 핵심 소프트웨어 요소입니다.
기존의 데이터센터 아키텍처는 현대화를 통해 Red Hat
OpenShift와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의 단일 데이
터 패브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
텍처는 기존의 인프라를 최신 AI 및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
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패브릭은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또는 Amazon Web Services(AWS) 및 IBM Cloud
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간에 일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구현하
면서 일관적인 엔터프라이즈급 성능과 관리를 지원하는 단일
제어 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IBM Spectrum Scale
IBM Spectrum Virtualize for Public Cloud와 IBM
FlashSystem은 Red Hat OpenShift를 위한 컨테이
너 지원 스토리지로, 기업을 사일로로부터 해방시키고
가상화를 통해 인프라를 현대화할 수 있습니다.
IBM Spectrum Virtualize for Public Cloud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IBM Spectrum Scal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IBM DS8900F 제품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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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Spectrum Scale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오
브젝트 등을 위해 비정형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고성
능 병렬 파일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첨단 스토리
지 가상화, 스토리지 시스템 및 지리적 위치를 포괄하
여 어디서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글
로벌 협업 및 지능적 스토리지 계층화 등 모든 기능을
갖춘 파일 데이터 관리 툴 세트를 제공합니다. IBM
Spectrum Scale은 이제 컨테이너화되었으며, 컨테이
너 네이티브 스토리지 액세스를 제공하여 Kubernetes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 액세스의 단순성을 구현하고 비용을 절감합니
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액세스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규모에 맞게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를 지원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요구 사항이 많은 대규모 환경에
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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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Cloud Object Storage

IBM Cloud Object Storage는 비정형 데이터를 위한 확장
성이 매우 뛰어난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온프레
미스 및 클라우드 기반의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 기반 및 컨
테이너 기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BM Cloud Object
Storage는 99.9999999999999%의 시스템 신뢰성과
어디서나 액세스 가능한 특성을 제공하여 기업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저장하고 관리하
도록 지원합니다. IBM Cloud Object Storage는 대용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비용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혁신적인
동시 병렬 액세스 접근법을 활용합니다. 이 솔루션은 다운
타임이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없이 지속적인 데이터를 제
공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100TB 미만
으로 시작한 후 수백 페타바이트 또는 심지어 엑사바이트
규모의 구성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IBM Spectrum Discover

IBM Spectrum Discover는 AI 인프라를 구성하고 데이터
및 AI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도록 돕는 데이터 카탈로그이
자 정책 엔진입니다. 이 솔루션은 엑사바이트 규모의 비정
형 이기종 스토리지를 위해 여러 소스의 오브젝트와 파일에
대한 카탈로그 또는 인덱스를 실시간으로 계속 작성합니다.
IBM Spectrum Discover는 Red Hat OpenShift 환경에
서 쉽게 배포할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 및 OpenShift가 지원
하는 모든 환경에서 배포 환경의 이동성과 유연성을 향상합
니다. Red Hat OpenShift Container Storage는 이제 실
시간 수집을 통해 Spectrum Discover로 통합되므로 컨테
이너화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IBM Spectrum Discover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IBM Spectrum Protect Plus

IBM Spectrum Protect Plus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서 VM,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파일 시스템, SaaS 워크
로드,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를 제공하는 일체형 데이터 보호 솔루션입니다. 제공되는 기능
으로는 자동화된 엔터프라이즈 백업 및 컨테이너를 위한 데이
터 재사용 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IBM Spectrum Protect
Plus를 사용하면 사이버 복원력을 향상하기 위해 풍부한 보안
이 적용된 변경 불가 IBM Cloud Object 스토리지에 컨테이너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IBM Tape 및 IBM Spectrum Protect
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에어갭 처리할 수 있습니다.
IBM Spectrum Protect Plu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IBM Cloud Object Storage 솔루션 스토리에 대해 자세
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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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네트워킹
과제
모든 규모의 조직은 증가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
면서 전사적으로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T 리더들은 유연성과 확장성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 스토리지를 전략적 투자 우선 과제로 삼
고 있습니다.
IBM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IBM SAN 솔루션은 지능적 고속 네트워크 패브릭과 서버 및
스토리지를 연결하여 더 스마트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선도적인 스토리지 인프라인 IBM SAN
을 구현하면 고객은 IT의 경제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IBM은 업계에서 매우 광범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IBM
SAN 솔루션은 가상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요
구 사항을 지원합니다.

소개

포트폴리오

데이터 및 AI를
위한 스토리지

성공하는 팀과 합류하기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한 후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
는 상황에서 General Treasury of the Kingdom of Morocco(TGR)는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중요한 데이터를 신속
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스토리지 용량 및 백업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TGR은 세 곳
의 데이터센터 각각에 두 개의 IBM 스토리지 어레이를 배포
했습니다. 세 곳의 데이터센터 중 두 개는 라바트 본사에 위
치해 있고 세 번째 데이터센터는 탕헤르에 있습니다. TGR은
또한 IBM Storage Networking SAN24B-6 스위치를 사
용하여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연결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개의
환경 각각에 두 개의 스위치를 설치했습니다.

이점
컨버지드 플랫 데이터 네트워크
표준 기반의 개방형 접근법을 활용하여 데이터센터 네
트워크의 최신 기술을 구현합니다.

통합 패브릭 아키텍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 전반에서 낮은 레이턴시
의 통합된 고속 패브릭 아키텍처를 활용합니다.
최적화되고 자동화된 가상화
가상화 가시성을 높이고 물리적 및 가상 데이터센터 인
프라 배포 시 발생하는 비용과 복잡성을 줄이는 데 도
움을 줍니다.

IBM 솔루션은 인프라 관리를 간소화하고 통합하여 더 스마
트하고 빠르며 관리하기 쉽고 친환경적인 오픈소스 기반의
운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되고 통합된 인프라 관리
쉽게 배포, 관리, 확장, 가상화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사이버 복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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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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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네트워킹
솔루션

SAN b-type 제품군

엔트리 엔터프라이즈
확장 스위치 모델
이 SAN 확장 스위치는 이기종 SAN 패브릭 연결부터
FCIP(Fibre Channel over Internet Protocol)를 사
용한 원격 확장 지원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
니다. 이 스위치는 재해 복구 및 성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IBM System Storage SAN18B-6 →

엔트리 및 미드레인지 엔터프라이즈
SAN 스위치 모델
이 SAN 스위치는 중소기업에 경제적이고 확장 가
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BM Storage Networking SAN128B-6 →

IBM Storage Networking SAN512B-6 및
IBM Storage Networking SAN256B-6 →

IBM Storage Networking SAN96B-5 →
IBM Storage Networking SAN64B-7 →
IBM Storage Networking SAN24B-6 →

SAN b-type 제품군에 대한 리소스:
ESG 기술적 유효성 검증: 스토리지 솔루션을 통한 사이버
복원력 과제 해결 →
ESG 백서: IBM zSystems 복제 솔루션의 성능 및 보안
극대화 →

IBM Redpaper: SAN(Storage Area Network) 소개 →

IBM Storage Networking SAN512B-7 및
IBM Storage Networking SAN256B-7 →

IBM Storage Networking SAN64B-6 →

IBM System Storage SAN42B-R →

하이엔드 엔터프라이즈
SAN 디렉터 스위치 모델
엔터프라이즈 SAN 디렉터는 대규모 기업에 증가
된 용량 및 처리량 그리고 향상된 복원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유하고 혁신적인 기능과 함께 업계에서 가장 빠르고
신뢰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FICON 인프라를 제공하여
IBM zSystems 메인프레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인프라와 기능은 ROI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b-type 확장 기능이 적용된 Gen7 디렉터는
IBM의 사이버 복원력 이니셔티브를 향상합니다.
ESG 보고서를 읽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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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네트워킹
솔루션

SAN c-type 제품군

엔트리 엔터프라이즈
SAN 스위치 모델
이 엔트리 레벨 SAN 스위치 모델은 조직이 클라
우드 규모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비용 효율
성을 높이는 고유한 포트 확장 모듈을 통해 유연
성을 달성하도록 지원합니다.
IBM Storage Networking SAN32C-6 →

확장 스위치 모델
확장 스위치 모델은 개방형 시스템과 메인프레임
환경을 위해 비용 효율적인 고성능 연결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플랫폼입니다.
IBM Storage Networking SAN50C-R →

미드레인지 엔터프라이즈
SAN 스위치 모델
이 SAN 스위치 모델은 확장 가능한 가상화된 SAN
인프라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BM Storage Networking SAN96C-6 →

하이엔드 엔터프라이즈
SAN 디렉터 스위치 모델
SAN 디렉터 스위치 모델은 대규모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배포될 경우 최고의 가용성과 확
장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BM Storage Networking SAN768C-6 →

IBM Storage Networking SAN48C-6 →

IBM Storage Networking SAN384C-6 →
IBM Storage Networking SAN192C-6 →

알고 계십니까?
SAN50C-R은 일반적으로 디렉터급 스위치에서만
제공되는 컴팩트한 폼 팩터와 첨단 기능 때문에 부서
및 원격 지점 SAN에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IBM Storage Networking SAN384C-6 Director
와 함께 SAN50C-R은 대규모 SAN을 위한 솔루션이
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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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지드 인프라
솔루션

VersaStack

IBM과 Cisco가 공동으로 개발한 VersaStack 솔
루션은 데이터센터 효율성을 높이고 성능을 향상
하고 동적 리소스 할당을 제공하도록 지원합니다.
VersaStack 솔루션은 IBM과 Cisco의 소프트웨
어 정의 기술과 포괄적인 컨버지드 인프라를 결합
하여 조직이 디지털 혁신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
도록 지원합니다.

팁
IBM의 컨버지드 인프라 솔루션인 VersaStack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기업이 성능 및 용량 향상을 위
해 확장 및 축소 모델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VersaStack for
Hybrid Cloud
VersaStack for Hybrid Cloud는 다양한 엔터프라
이즈 IT 워크로드에 최적의 배포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세대의 애플
리케이션과 코그너티브 워크로드를 위해 데이터센
터의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VersaStack for Hybrid Cloud는 간소화된 아키
텍처와 검증된 설계를 사용하여 배포 시간을 줄이
고, 자산 활용도를 높이면서, 자본 비용과 운영 비
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솔루션은 기업이 필요에 따라 쉽고 경제적인 방
식으로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용량을 확장하
도록 지원합니다.

VersaStack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데이터 시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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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를 위한
IBM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전체에서
24x7 지원 경험

소개

포트폴리오

디지털 혁신의 다음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IBM 고객을 위해 IBM은 확장 가능한 AI와
풍부한 보안이 적용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조직의 혁신을 지원하려는 고
객의 팀에게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습
니다. IBM은 고객과 협력하여 고객의 비즈니
스를 코그너티브 엔터프라이즈로 혁신하도
록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게 설계된 솔루션을
통합하고 다양한 서비스 공급업체에 걸쳐
24x7 지원을 제공합니다. IBM Services®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IT와 비즈
니스 목표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심층적인 기
술적 전문성과 업계에 대한 풍부한 통찰을 제
공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및 AI를
위한 스토리지

사이버 복원력

IBM zSystems를
위한 스토리지

SAP HANA를
위한 스토리지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기술 컨설팅 및 서비스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전문성과 혁신 기술. →

IBM Business Resiliency Services
위험을 완화하는 복원력 있는 모델을 제공하고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

관리형 프라이빗 클라우드 IaaS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를 통해 하이브리
드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강력한 토대를 구축합
니다. →

IBM Systems Lab Services
스마트 엔터프라이즈의 토대 구축을 지원하는 인
프라 서비스. →

하이브리드 IT 환경을 위한 단일 소스의 기술
지원 서비스
IBM 및 기타 OEM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을 원활하게 계속
가동할 수 있습니다. →

IBM Garage™
비즈니스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 기술 전문가와
IT 혁신을 이루고 IT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더
빠른 경로. →

서버, 스토리지, 미들웨어, 서비스 관리를 위한
IBM 솔루션
IT 인프라 및 서비스 관리를 계획, 구현 및 최적화
합니다. →

IBM Global Financing
IBM 및 Red Hat 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유연한
지불 솔루션. →

컨테이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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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에서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는 도중 IBM 고
객 중 한 명이 IBM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일깨워주
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스토리지 산업의 인기
신생 기업 중 하나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진
지하게 고려했습니다.’ 라고 그 고객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전 세
계의 외진 곳에서 공장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운타임이 발생하면 비즈니스가 중단됩니다. 따라
서, 최적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와 미래에 우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BM은 우리
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
— Steve McDowell
Moor Insights & Strategy에서 스토리지
기술을 담당하는 수석 기술 분석가

IBM Storage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IBM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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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 및 OpenShift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사용되는 Red Hat, Inc. 또는 그
자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인용된 성능 데이터와 고객 사례는 예시 용도로만 제공됩니다. 실제 성능 결
과는 특정 구성과 운영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IBM 제품 및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한 기타 다른 제품이나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평가
와 검증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
합성에 대한 보증 및 타인의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을 포함하여
(단, 이에 한하지 않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일체의 보증 없이 “현상태대
로” 제공됩니다. IBM 제품은 제공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의 이용 약관에 따
라 보증됩니다.
우수 보안 관리제도에 대한 설명: IT 시스템 보안은 귀사 내/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접근을 방지, 감지, 대응함으로써 시스템과 정보를 보호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부적절한 접근은 정보의 변경, 파괴 또는 유용을 초래하거나,
타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 귀사 시스템에 대한 피해나 오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IT 시스템이나 제품도 완벽하게 안전할 수 없으며, 단
하나의 제품이나 보안 조치만으로는 부적절한 접근을 완벽하게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IBM 시스템과 제품 및 서비스는 합법적이며
종합적인 보안 접근방법의 일부로서 고안되며, 이러한 접근방법은 필연적
으로 추가적인 실행 절차를 수반하며 가장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다른 시스
템,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IBM은 시스템, 제품 또는 서
비스가 임의의 당사자의 악의적 또는 불법적 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서는 최초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며, 통지 없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IBM이 영업하는 모든 국가에서 모든 솔루션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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