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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디지털 에셋의 저장, 보존, 보호는 현재 IT 팀의 최대 과제임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 즉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에 의존하는 각종 HD(High-Definition) 기술과 새로운 데이터 집약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비정형 데이터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기관인 IDC의 예측에 따르면, 많은 기업에서 연간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율이 8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많은 IT 팀은 조만간 페타바이트급 스토리지 용량을 갖춰야 합니다. 기존의 스토리지 시스템은 이와 같이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로 페타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수용하려면 

순식간에 엄청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기반 스토리지 시스템은 페타바이트 이상의 스토리지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비정형 데이터에 

적합한 만큼 웹 스케일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자체 백엔드 인프라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Cleversafe는 웹 스케일 스토리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선두 주자입니다. Cleversafe의 소프트웨어 기반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엑사바이트급 구축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며, 이미 프로덕션 환경에서 100PB 이상의 비정형 스토리지 용량을 

가동 중인 많은 고객이 Cleversafe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leversafe가 다른 오브젝트 기반 스토리지 구현과 다른 점은 현재 사용 중인 가장 까다로운 페타바이트 스케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Cleversafe는 여러 기술 벤더와 협력하는 한편 자체 

통합 연구소에서 컨텐츠 저장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협업, 백업, 액티브 아카이브 솔루션을 인증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Cleversafe는 고객에게 이 중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원과 성공적인 구축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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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계속되는 증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는 데이터인 비정형 데이터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용자와 

시스템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비정형 데이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고 복잡하며 

조밀하기 때문에 이를 저장하고 보호하려면 더 많은 용량 및 관리 자원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비정형 데이터는 프레젠테이션 파일, 이메일 등과 같은 텍스트 기반 문서가 대부분이고 그 크기는 킬로바이트 

단위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가 비즈니스 환경에서 보편화되면서 파일 크기가 메가바이트에서 기가바이트 

단위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HD 비디오 및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예: 유전체 순서결정, 지진 데이터 분석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됨에 따라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으며, 테라바이트 크기의 파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비정형 

데이터가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모든 유형 및 규모의 IT 팀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금이 충분한 IT 팀도 이와 같이 빠른 증가 속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80% 증가는 다반사

리서치 기관인 IDC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제는 일반적인 기업에서 전체 데이터의 최대 80%가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60% ~ 

80%의 연간 증가율은 일반적이며 데이터 집약적인 기업의 경우 매년 100% 이상 증가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증가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IDC, 2015년 1월).

이와 같은 빠른 증가 속도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웹 스케일의 스토리지 인프라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까지 Amazon, 

Facebook, Google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만 경험하던 규모와 복잡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기업의 데이터 스토리지 

요구 사항이 페타바이트 단위에 이르면 스토리지 인프라와 데이터 관리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웹 스케일의 IT 운영

웹 스케일의 운영이란 IT 예산 및 자원의 증가 없이 용량 및 기능을 확장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웹 스케일이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용화된 하드웨어의 사용이 늘면서 인프라 비용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 및 자원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 온라인에 보존할 데이터와 그 보존 기간, 증가하는 스토리지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고용할 인력, 

심지어 데이터 가용성에서도 절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IT 팀은 중요 디지털 에셋의 보호자로서 항상 데이터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유출 및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다운타임이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시대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데이터 가용성, 

지속성,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토리지를 과잉 프로비저닝하거나 데이터를 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웹 스케일 환경에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곧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됩니다.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는 IT 팀이 기업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에도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민첩성 및 유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IT 팀은 데이터 증가를 수용하는 데 자원을 쏟아붓느라 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혁신적인 솔루션을 신속하게 

구축할 여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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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웹 스케일 스토리지 아키텍처

비정형 데이터의 거침없는 증가를 능히 수용할 새로운 웹 스케일 스토리지 아키텍처의 조건은 스토리지 관리자의 소원 목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스토리지는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지원할 만큼 유연해야 합니다.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를 감당할 만큼 

비용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불의에 또는 악의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할 만큼 안전해야 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다운타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가동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인프라의“전면 교체”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도록 

가급적 기존 스토리지 컴포넌트와 원활하게 연동해야 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

IT 팀은 통제 불가능한 증가를 수용하고자 신속하게 스토리지 자원을 활용할 방법으로 Amazon Web Services, Microsoft 

Azure, Google Cloud Platform과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간소화된 사외 

구축형 인프라에서 유연하고 편리하게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합니다. 매우 매력적인 가치 제안입니다. 그러나 스토리지 

용량이 페타바이트 단위를 넘어서면 이 서비스의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엔터프라이즈급 보안을 갖추지 않았고 

데이터의 저장 위치를 제어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IT 팀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존 SAN 및 NAS

기존 SAN 및 NAS 스토리지 시스템에서도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다양한 

관리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거나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웹 스케일 용량이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기 전에 개발된 

스토리지 아키텍처의 경우 제약이 따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여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장점은 사실상 무료로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센싱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 

솔루션이 이론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아직 미숙한 상태이고 IT 팀에서 관리 편의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툴을 갖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려면 IT 팀에서 전담 자원을 투입하여 해당 환경에 맞게 솔루션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IT 팀에서 기업의 요구 사항에 더 민첩하게 대응한다는 종합적인 목표에 주력할 수 없게 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존 벤더와 신규 벤더가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갖추었다며 여러 새로운 스토리지 솔루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지 시스템은 대개 오브젝트 기반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관리 기능 및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IT 팀에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아키텍처는 웹 스케일 인프라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유연성, 경제성, 

보안, 가용성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를 호스팅하는 데 적합합니다.

스토리지 아키텍처의 예

컨텐츠 저장소

멀티테넌시 제로터치 암호화
15N의 데이터 

지속성
엑사바이트 확장성 자가 해결 및 최적화

통신사업자급 

가용성
운영 효율성

오브젝트 API(S3, Swift, Simple Object) - 네이티브 HDFS - 파일 프로토콜(NFS/CIFS 게이트웨이)

지리적 또는 논리적 분산 SN(Shared-Nothing)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 - 물리적 또는 가상 x86 서버 기반

파일 동기화 및 공유 액티브 아카이브 백업 HDFS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도메인 1 도메인 2 도메인 3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한 액세스 

레이어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한 스토리지 

레이어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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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Cleversafe 소프트웨어
기반 오브젝트 스토리지

Cleversafe는 웹 스케일 스토리지 시스템 시장의 선두 주자입니다. Cleversafe의 소프트웨어 기반 스토리지 플랫폼은 세계 

최대 규모인 수많은 데이터 저장소에서 인증받았고 프로덕션 환경에서 100PB 이상의 스토리지 용량을 가동 중인 다수의 고객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Cleversafe 스토리지 시스템은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구축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고객은 유연성 

있게 원하는 하드웨어 인프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정교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십 페타바이트의 스토리지 용량을 

제어하고 장애, 확장, 업그레이드, 재배치와 상관없이 데이터 가용성을 보장하는 Always-On 아키텍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Cleversafe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의 핵심에 통신사업자급의 보안 기능을 기본적으로 구현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불의의 또는 악의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Cleversafe는 시스템이 확장될수록 효율성이 

향상되는 비용 효과적인 스토리지 플랫폼에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솔루션 기반의 접근

Cleversafe는 IT 팀의 스토리지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안정성, 보안, 확장성을 갖춘 스토리지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업계 최고의 기술 벤더와 손잡고 IT 팀이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의 구체적인 요소를 처리하고 진정한 비즈니스 가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여 공급합니다.

컨텐츠 저장소

컨텐츠 저장소는 기업의 핵심적인 디지털 에셋을 보존하고 보호합니다. 저장소는 안정성, 페타바이트 확장성, 보안, 관리 편의성 

등 여러 중요 기준에 따라 선택됩니다. 어떤 솔루션이든 고비용의 복제 기술을 거치지 않고도 최대 15N(nines)의 데이터 지속성을 

실현하고 사이트 내결함성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기반 스토리지 솔루션은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지원하는 가장 유연한 구축 모델입니다.

Cleversafe는 기업의 컨텐츠 저장소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기반 스토리지 솔루션은 Microsoft 

SharePoint, Integrated Rule-Oriented Data System(iRODS)과 같은 컨텐츠 관리 솔루션과 통합을 지원하면서 컨텐츠 

저장소 종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MAM(Media Asset Management) 및 DAM(Digital Asset Managemen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컨텐츠를 관리합니다. 대표적인 MAM 및 DAM 솔루션 벤더 중 상당수가 Cleversafe 스토리지 플랫폼과 함께 

운영하도록 인증받았습니다. Cleversafe는 소프트웨어 벤더들과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공동 인증을 수행하여 고객이 선택한 

컨텐츠 저장소 솔루션이 고객에게 필요한 안정성, 확장성, 보안, 관리 편의성을 제공할 것임을 보장합니다.

Sky UK(이전의 British Sky Broadcasting, BSkyB)는 세계 최대 규모와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미디어 방송 기업입니다. 

Sky는 주요 디지털 에셋을 저장하고 서비스할 차세대 클라우드 기반 컨텐츠 저장소 플랫폼으로 Cleversafe를 선택했습니다. 

Sky의 TV 방송, 스포츠 경기, 뉴스 프로그램, 기타 이벤트가 Cleversafe 플랫폼에 저장됩니다. Cleversafe 플랫폼에서 

다양한 형식의 미디어가 전 세계 가입자에게 배포됩니다. Sky는 다른 유형의 비정형 데이터, 이를테면 통화 기록과 분석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에도 Cleversafe 스토리지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Sky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더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STaaS(Storage-as-a-Service)

프라이빗 클라우드 STaaS에서는 기업의 내부 사용자 및 고객에게 필요한 스토리지의 유연성 및 민첩성을 선사할 뿐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및 제어 기능까지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스토리지처럼 단일 공통 인프라에서 멀티테넌시 방식으로 여러 내부 조직의 요구 사항을 해결합니다. 어떤 사용자가 저장한 

데이터를 다른 사용자가 손상시킬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Cleversafe는 Citrix CloudStack, OpenStack, VMware 등 대표적인 클라우드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과의 통합을 

지원하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STaaS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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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0

37 11

48 12

ACCESSERⓇ 레이어

CIFS/NFS 데이터 소스

기존 애플리케이션 서버

S3 데이터 소스 SOH 데이터 소스

웹/애플리케이션 서버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를 위한 일반적인 컨텐츠 저장소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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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테넌트 환경에서는 정적 데이터와 동적 데이터를 암호화함으로써 사용자 데이터의 기밀 보호, 가용성, 무결성을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Cleversafe는 백업, 아카이브,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솔루션과의 인증을 통해 프라이빗 클라우드 

고객이 해당 고객에게 완벽한 통합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T 팀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여러 비즈니스 솔루션을 단일 플랫폼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용자에게 필요한 확장성, 안정성, 보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Cleversafe의 스토리지 플랫폼은 

통합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지원하면서 페타바이트급 이상의 운영 환경으로 원활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Hightail(이전의 YouSendIt)은 대표적인 웹 기반 파일 공유 서비스입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고객에게 파일 기반 스토리지 및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Cleversafe를 선택했습니다. Hightail는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4,5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안정성 및 가용성이 항상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회사는 안정성 및 고가용성을 기본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Cleversafe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Cleversafe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도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확장, 재배치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Cleversafe 덕분에 Hightail은 큰 비용을 들여 

데이터의 복사본을 추가로 만들지 않고도 성능 및 안정성 목표를 달성했고 인프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협업

엔터프라이즈 협업 소프트웨어는 생산성을 높이고 더 민첩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직원이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쉽고 안전하게 디지털 컨텐츠에 액세스하고 공유하게 해줍니다. 협업 솔루션에서는 대개 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사용자는 웹 스케일에서 비즈니스 크리티컬 컨텐츠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사내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Cleversafe 스토리지 플랫폼은 여러 글로벌 파일 공유 게이트웨이 및 동기화 솔루션과의 통합을 지원하면서 

지리적으로 분산된 인력이 안전하고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비즈니스 크리티컬 컨텐츠를 사용하면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leversafe는 Nasuni, Panzura, Avere와 같은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벤더와의 통합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분산형 파일 공유를 지원합니다. 또한 수많은 파일 동기화 및 공유 기술 벤더와도 제휴하여 여러 기기 간의 파일 동기화 

및 여러 사용자 간의 안전한 공유도 지원합니다. Cloudberry, CTERA, Storage Made Easy와 같은 벤더가 Cleversafe 

스토리지 플랫폼과의 완벽한 통합을 지원합니다.

Cleversafe의 오랜 고객 중 하나인 Hogarth는 세계적인 마케팅 광고 기업이며 1,700여 명의 직원이 고객을 위한 리치미디어 

컨텐츠 및 광고 캠페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Hogarth는 세계 각처에 지사를 두고 전 세계에 분산 배치된 단일 Cleversafe 

스토리지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이 Cleversafe 솔루션 덕분에 Hogarth 직원은 어디에 있더라도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Hogarth는 기업 전체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고객의 마케팅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업

중요 정보를 불의의 또는 악의적 유출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IT 팀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데이터 보호 프로세스는 

관리하기 어렵고 기업에서 원하는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의 백업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만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온라인 백업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재해 복구를 위한 

사이트 내 결함성까지 갖춘 웹 스케일 스토리지 인프라와 통합한다면 중요 복구 데이터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 가능해집니다.

Cleversafe는 NetBackup 개발사인 Symantec, Simpana 제조사인 CommVault를 비롯한 주요 백업 소프트웨어 벤더와 

손잡았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Cleversafe 스토리지 플랫폼과의 완전한 통합을 지원하면서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비용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Cleversafe는 RESTful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백업 애플리케이션과도 

통합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보호 솔루션과의 통합 덕분에 IT 팀은 경제성, 안정성, 보안을 갖추고 사이트 내결함성 및 재해 

복구까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저장소를 데이터 백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용 사례에서 스토리지 기반의 역할을 하는 Cleversafe

글로벌 NAS 파일 공유

NAS 서비스 아카이브 서비스 파일 동기화 및 공유 VoD 서비스

씬 프로비저닝

강력한 할당량

테넌트별 사용량 보고

프로그래밍 방식의 프로비저닝

멀티테넌트 기능

S3 및 OpenStack Swift 호환 컨테이너

STaaS

엔터프라이즈 협업

그림 4

Cleversafe 기반의 중앙 데이터 저장소를 통해 세계 각처에서 협업

그림 5

GLOBAL NAS

SHARES

CIFS/NFS
CIFS/NFS

CIFS/N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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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호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업의 주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The Bunker는 Cleversafe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안전한 백업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The 

Bunker는 서비스 지향적인 하이테크 기업으로서 중견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뛰어난 보안을 자랑하는 미션 크리티컬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이 기업은 고객이 다른 누군가가 중요 정보에 액세스할까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며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도록 Cleversafe 스토리지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액티브 아카이브

기업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데이터를 마이닝하기 시작하면서 

스토리지 시스템은 아카이브의 디지털 컨텐츠를 거의 무기한 보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액티브 아카이브는 기업의 

비정형 데이터를 필요하다면 언제든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태로 유지하는 저장소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강력한 

확장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시스템이 온라인 상태일 때도 손쉽게 기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재배치, 교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Cleversafe 스토리지 플랫폼은 액티브 아카이브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Cleversafe는 Symantec Enterprise 

Vault 및 QStar를 비롯한 많은 상용 아카이브 제품과의 통합을 지원하면서 고객에게 믿을 수 있는 완전 통합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leversafe 플랫폼은 데이터 액세스 중단 없이 또한 많은 비용을 들여 데이터의 복사본을 만들지 않고도 손쉽게 

기반 하드웨어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CDIS(Center for Data Intensive Sciences)는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해야 했습니다. 수십 페타바이트에 

달하는 유전체 연구 데이터를 저장하고 세계 각처의 연구자와 의료 전문가가 손쉽게 이 정보에 액세스하도록 지원할 액티브 

아카이브 솔루션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몇 개월 이내에 시스템을 가동해야 했습니다. 과학 연구 커뮤니티가 

이용할 대규모의 생명과학 공통 기반을 개발한 CDIS를 위해 Cleversafe 스토리지 시스템이 선택되었습니다. 이 페타바이트급 

시스템은 단 몇 시간 만에 구축되어 신속하게 유전체 데이터를 수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연구자를 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취합함으로써 협업이 가능해졌고 암 연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Cleversafe 소프트웨어 플랫폼

Cleversafe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처음부터 더 쉽게 관리하고 경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웹 스케일 스토리지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Cleversafe 스토리지를 선택하면 요구 사항에 따라 용량을 늘리면서 가용성 및 보안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검증된 확장성

Cleversafe 소프트웨어는 웹 스케일 환경에서 검증되었습니다. 수많은 Cleversafe 고객이 100PB가 넘는 용량 및 

엑사바이트까지 확장 가능한 SN(Shared-Nothing) 아키텍처를 갖춘 프로덕션 환경에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축은 안정성, 가용성 또는 관리 편의성을 포기하지 않고도 실현 가능한 비용 효과적인 모델입니다. 중앙 집중식 메타데이터 

서버에 의존하는 기존 스토리지 시스템과 달리 Cleversafe는 단일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면서 웹 스케일에서 단일 통합 

관리 및 액세스 지점을 제공합니다.

Cleversafe의 검증된 확장성 덕분에 IT 팀은 인프라에서 다른 솔루션의 제약 때문에 감수해야 했던 스토리지 사일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리지 시스템에 통합됩니다.

구성 가능한 안정성 및 가용성

IT 팀은 Cleversafe에서 애플리케이션의 필요에 따라 시스템 안정성 및 가용성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애플리케이션이라면 16N의 안정성 및 8N의 가용성이 적합할 것입니다. 더 일반적인 안정성 및 가용성 수준으로 환경을 조정하면 

비용이 절약됩니다. Cleversafe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및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안정성, 가용성, 비용 효율성의 최상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결성 검사 및 자체 수리 기능이 기본적으로 구현되어 데이터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웹 기반 사진 및 비디오 공유

액티브 아카이브

사진 및 비디오 오브젝트가 REST 기반 

프로토콜을 통해 Cleversafe로 전송

메타데이터 캡처 및 저장

사용자가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진 및 비디오 컨텐츠 업로드

그림 7

모바일 사용자가 생성한 컨텐츠 및 음성 메일 보호

백업

맞춤형 전화 백업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스마트폰 컨텐츠를

Cleversafe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보호합니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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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의 유연성

Cleversafe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솔루션이므로 전용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IT 팀은 

Cleversafe 소프트웨어와 함께 산업 표준 하드웨어 시스템을 개수 제한 없이 사용하면서 테라바이트당 스토리지 비용을 줄이고 

빠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스토리지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총소유비용 절감

Cleversafe 소프트웨어는 고유한 IDA(Information Dispersal Algorithm)를 통해 디지털 에셋을 보호합니다. IDA는 여러 

복사본을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를 인코딩한 다음 시스템에 분산시킵니다. 따라서 물리적 스토리지 요구 사항이 50% 이상 

줄어듭니다. Cleversafe는 여러 대의 하드 드라이브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이트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이 단일 데이터 복사본만으로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초기 용량 요구 사항을 정확히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는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에 따라 달라지지만 Cleversafe 고객은 기존 

스토리지 시스템과 비교하여 총소유비용(TCO)을 최대 80% 절약했다고 밝힙니다.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비교해서도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총 절감 효과는 도입 비용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공간 비용의 절감도 포함합니다.

관리 생산성 15배 향상

관리자는 Cleversaf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기존 스토리지 시스템보다 15배 많은 스토리지 용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Cleversafe 시스템은 지속적인 가용성을 실현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관리자가 다운타임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드웨어 유지 보수, 스토리지 용량 확장, 하드웨어 교체, 스토리지 시스템의 물리적 재배치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적 데이터 암호화

Cleversafe 소프트웨어에서는 별도로 키를 관리할 필요 없이 정적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데이터 

액세스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모두에서 다양한 인증 및 액세스 제어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Cleversafe 시스템은 3가지 유형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집니다. Cleversafe Manager는 단일 창에서 컨피그레이션, 관리, 

모니터링, 오류 관리를 지원합니다. AccessersⓇ 세트는 Cleversafe 시스템에 기록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인코딩하면서 

스토리지 IO 요청을 처리합니다. 또한 SlicestorⓇ 스토리지 노드 세트에서 데이터가 인코딩되고 저장됩니다.

산업 전문 솔루션

Cleversafe 솔루션은 다양한 업종에서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금융 서비스 기관에게는 신뢰와 규정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leversafe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고객 데이터를 확실하게 

보호하면서 금융 서비스 기관이 치열한 경쟁 및 모바일 환경에서 더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Cleversafe에서 

제공하는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스토리지 솔루션을 통해 금융 기관에서 데이터 취약점을 해결하고 더욱 까다로워지는 규정 

요건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기업의 성패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험에 달려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컨텐츠를 제작, 공급, 유지할 

뿐 아니라 4K 비디오 해상도, 온디맨드 비디오 서비스와 같은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수요도 충족해야 합니다. 장편 영화, 

HD 디지털 이미지, 멀티미디어 문서 등을 다루는 모든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기업은 자체 제작한 모든 컨텐츠를 안정성과 

보안을 자랑하는 Cleversafe 스토리지 솔루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ACCESSERⓇ 레이어

SLICESTORⓇ 레이어

데이터 소스

사이트 1 사이트 2 사이트 3

데이터 소스 데이터 소스

ACCESSER

SLICESTOR

SLICESTOR

SLICESTOR

SLICESTOR

SLICESTOR

SLICESTOR

SLICESTOR

SLICESTOR

SLICESTOR

SLICESTOR

SLICESTOR

SLICESTOR

ACCESSER ACCESSER

스토리지 컨피그레이션

그림 8

인프라 구성 및 관리를 위해 

dsNet 관리자가 구축됩니다.

기본 스토리지에

액세스하기 위해 

Accesser가 구축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Slicestor가 구축됩니다.

1

2

3

소프트웨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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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한 확장성을 갖춘 Cleversafe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현재의 제작 요구 사항뿐 아니라 미래의 비즈니스 목표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 및 의료

생명과학 및 의료 기업은 인류의 삶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의료 분야의 각종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과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Cleversafe는 이들이 새로운 의학적 돌파구가 될 기술을 개발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혁신적인 

스토리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leversafe의 Always-On 스토리지 솔루션을 선택한 생명과학 및 의료 기업은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각자의 주력 분야에 시간과 관심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까다로운 기술 환경에서는 확장성이 비즈니스 성장의 핵심 동인입니다. 기업과 소비자에게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려면 웹 스케일 환경에서 자신 있게 비용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저장, 분석,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Cleversafe 솔루션은 관리 및 확장이 용이한 스토리지 플랫폼에서 전례 없는 서비스 확장 및 민첩성을 뒷받침합니다. 

Cleversafe를 선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는 스토리지 인프라에 대해 염려할 필요 없이 각자의 특별한 기술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석유 및 가스

석유 및 가스 업계에서 생성하는 지진 데이터는 대규모로 증가하는 비정형 데이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생성이 매우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들곤 합니다.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발견하고 

개발하기 위해 지진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 관리, 배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탐사 및 개발 팀은 글로벌 액세스를 

지원하는 Cleversafe 스토리지 솔루션을 통해 비용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더욱 신속하게 

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공공 기관

공공 기관은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 및 보존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사 기관, 과학 연구 기관, 행정 서비스 기관 

모두 방대한 양의 비정형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Cleversafe 솔루션을 선택한 정부 기관은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정보가 안전하고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면서 중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공공 기관은 Cleversafe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비용 효과적으로 비정형 데이터 스토리지를 확장하면서 임무를 완수하고 

중요한 디지털 에셋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Cleversafe는 유수의 기술 벤더들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고객에 초점을 맞춘 최상의 솔루션을 공급합니다. Cleversafe 

파트너는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는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중대한 과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는 중소기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Cleversafe는 이러한 솔루션을 제대로 통합하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능을 제공하고자 기술 통합 연구소 및 전문 인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Cleversafe와 기술 파트너는 통합적인 지원과 엔지니어링 및 기술 지식 공유를 위한 절차를 공동으로 

개발합니다. 통합 연구소에서는 성능에 중점을 두고 처리량, 초당 연산 횟수, 응답 시간에 대한 고객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주력합니다. 고객은 제 기능을 하는 솔루션을 기대하므로 Cleversafe와 기술 파트너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합 파트너 솔루션

하드웨어 플랫폼

HP

Seagate

Ericsson

클라우드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Avere

Nasuni

Panzura

백업 및 아카이브

Symantec

CommVault

QStar

네트워크 인프라

Cisco

Ricerbed

F5

파일 동기화 및 공유

CTERA

CloudBerry

SME

파트너 솔루션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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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Cleversafe의 소프트웨어 기반 스토리지는 웹 스케일 환경에서 테스트와 검증을 거친 가장 혁신적인 오브젝트 기반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많은 Cleversafe 고객이 프로덕션 환경에서 100PB 이상의 비정형 데이터 스토리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은 동일한 플랫폼에서 엑사바이트 용량까지 처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뛰어난 안정성, 보안, 확장성을 갖춘 

스토리지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오늘날 매우 까다로운 IT 팀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IT 팀에게는 컨텐츠 저장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협업, 데이터 보호, 액티브 아카이브와 관련된 현실적인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Cleversafe는 업계를 대표하는 여러 기술 벤더와 함께 Cleversafe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합하는 솔루션을 공급해 왔습니다. 

파트너는 Cleversafe 통합 연구소를 통해 각자의 제품이 Cleversafe 스토리지 플랫폼과 함께 사용되면서 프로덕션 환경에서 

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Cleversafe 및 솔루션 벤더의 공동 지원을 받을 것임을 고객에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는 업종을 불문하고 기업 및 공공 기관 모두에게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각 기업과 기관은 비정형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저장, 보호, 액세스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Cleversafe는 

비정형 데이터가 계속 증가하여 엑사바이트 및 그 이상에 이르더라도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기술, 경험, 파트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leversafe 소개

Cleversafe의 솔루션

Cleversafe는 날로 증가하는 빅데이터 스토리지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웹 스케일 데이터 스토리지 솔루션의 선두 주자인 Cleversafe의 혁신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은 페타바이트 및 그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저장소를 활용하면서 스토리지 비용을 80% 이상 줄이고 

통신사업자급 보안, 9N의 안정성, 간소화된 스토리지 관리의 이점을 뛰어난 확장성과 함께 제공합니다.

Cleversafe의 방식

Cleversafe의 오브젝트 기반 스토리지 솔루션은 IDA(Information Dispersal Algorithm) 알고리즘과 암호화 기술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스토리지 노드 네트워크 전반에서 데이터를 가상화, 슬라이스화, 암호화하고 배포합니다. 따라서 기존 

RAID 및 복제 방식과 달리 데이터 중복 및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페타바이트 단위 이상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스토리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