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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ProLiant Gen10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의 특장점을 자랑합니다:

민첩성 보안 경제적 소비 모델

성능 및 운영의 최적화

•  InfoSight for Servers를 통한 장애 예측 및 

비즈니스 영향 최소화

•  Workload Performance Advisor의 성능 

튜닝 향상

•  HPE OneView와 iLO Amplifier Pack으로 

관리 및 펌웨어 배포 간소화

•  Persistent Memory를 통한 메모리 기반 

컴퓨팅 구현

•  HPE Intelligent System Tuning(IST)     

기능으로 애플리케이션 성능 향상 및  

자동화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한 선택

•  HPE Secure Compute Lifecycle을 토대로 

세가지 보안 단계인 보호-감지-복구로  

분류하여 각 단계별 기능 제공

•  복제 불가능한 iLO5 Silicon Root of Trust 

기술을 적용하여 펌웨어 보호 강화

•  사용 중인 서버의 보안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Security Dashboard

•  버튼 하나로 서버를 안전하게 Reset할 수 

있는 One Button Secure Erase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새로운 개념의  

소비 모델

•  인프라 유연성과 확장성을 위한 HPE 

GreenLake Flex Capacity 서비스

•  어떠한 솔루션도 사용량에 따라 종량제

로 제공가능한 HPE GreenLake Workload 

Solutions 서비스

•   Public 클라우드와 Private 클라우드  

모두를 종량제로 제공가능한  

HPE GreenLake Hybrid Cloud 서비스

A New Compute Experience

새롭게 선보이는 HPE ProLiant Gen10:  
세계 최고의 보안을 제공하는 산업 표준 서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혁신을 가속화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하이브리드 IT의 최적의 조합 

(Right Mix)을 찾는데 있으며, 하이브리드 IT 환경 구현을 위해 인프라는 민첩성, 보안 및 경제적 소비 모델을 갖춰야합니다. 이 세가지 요소를 최고의  

수준으로 충족하는 Hewlett Packard Enterprise의 신제품, ProLiant Gen10을 도입하시어 애플리케이션 성능 및 워크로드 처리 속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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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Gen10 기술 포트폴리오
HPE ProLiant 서버는 사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IT를 구현합니다. 

민첩성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 스트럭처로 새로운 비즈니스 민첩성 경험을 제공합니다.

• 최신 인텔®제온® 프로세서 스케일러블 제품군 지원

• 2999 MT/s의 속도 및 Fast Fault Tolerance 기능을 갖춘 HPE SmartMemory로 서버 성능 향상

•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분석 도구인 InfoSight for Servers 통해 장애 예측 및 예방

•  지터 스무딩, 코어 부스트, 워크로드 매칭 및 워크로드 성능 어드바이저를 포함하는 지능형 시스템 튜닝(IST)으로 서버 성능을 최적화

•  Memory급 성능에 최대 소켓당 3TB의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3D XPoint™ 기반 HPE DC Persistent Memory 지원

•  HPE OneView, HPE iLO 5 및 iLO Amplifier Pack을 사용하여 서버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HPE 서버 인프라를 쉽게 선택, 배포, 관리 및 유지

지능형 시스템 튜닝(Intelligent System Tuning; IST)으로 성능 최적화

인텔과 HPE의 공동 개발을 통해 완성된 지능형 시스템 튜닝(IST)은 특정 작업 부하에 맞게 서버 리소스를 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서버 튜닝 

기술입니다. IST는 중요한 성능 향상, 실질적인 절감 효과 및 보다 지능적인 서버 환경을 제공합니다. HPE는 IST를 통해 지터 스무딩(Jitter smooth-

ing), 코어 부스팅(Core boosting), 워크로드 매칭(Workload matching), 지능형 성능 측정(Performance Telemetry)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터 스무딩(Jitter Smoothing)

인텔 터보 부스트를 사용하면 클럭 스피드 변동이나 “지터”가 발생하여 

최대 출력과 최적의 성능 요구 사이에 끊임없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HPE의 지터 스무딩(Jitter Smoothing) 기술은 프로세서 클럭 스피드 변동을 

완화하여 대기 시간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프로세서 클럭 

스피드 변경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터 스무딩은 터보 부스트 모드 

이상으로 전체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터 스무딩은 HPC 및 로우 레이턴시(Low-latency) 워크로드에 최적화

되었습니다. 

본 기능은 iLO 5 및 iLO Advanced 라이센스 이상의 모든 Gen10 서버에서 

지원합니다.

코어 부스팅(Core Boosting)

HPE 코어 부스팅(Core Boosting) 기술은 더 적은 수의 프로세서를 사용

하더라도 동일한 워크로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코어 부스팅은 인텔 표준 

프로세서 프로파일보다 더 많은 코어를 활성화시키면서 더 높은 프로세서 

클럭 스피드를 지원합니다. 더 적은 수의 프로세서에서 성능이 향상되면 

코어 기반 라이센스 비용 면에서 상당한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코어 부스트는 DB 라이센스 비용을 3년 TCO기준 2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1  코어 부스트는 가상화 및 빅 데이터 워크로드, 코어 

애플리케이션 등에 이상적입니다.

본 기능은 ProLiant DL360, DL380, DL560, DL580, SY480, SY660, XL230k 

Gen10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Xeon Platinum 8165, Xeon Gold 6143  

프로세서 사용시 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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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성능 측정(Performance Telemetry) 및 워크로드 성능 어드바이저(Workload Performance Advisor)

iLO가 직접 중요 하드웨어의 사용률과 성능 수치를 모니터링하여 시계열로 보여주는 지능형 성능 측정 (Performance Telemetry) 기능이 새롭게 IST에 

추가되었습니다. CPU, 메모리, IO 등의 사용률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특정 이벤트 발생시 경고를 하게 하는 세팅도 가능합니다. 

또한 iLO는 지능형 성능 측정(Performance Telemetry)을 통해 중요 하드웨어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튜닝  

가이드를 제안합니다. 새롭게 추가된 워크로드 성능 어드바이저(Workload Performance Advisor)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경이 필요한 BIOS 

세팅에 대한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1  Comparing the Intel Xeon Scalable 6143 16-core processor to standard roadmap 18 core processor. HPE Internal ODB testing, May 2018 Costs include unit pricing, 

increased energy spend, database licenses, partitioning, and support for 3 years.

 2  HPE Performance Engineering Benchmarking team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에 따름, 2017년 4월; Reducing costs in your Oracle database environment.

HPE iLO 5 서버 관리

HPE Integrated Lights-Out(iLO)을 사용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HPE 서버를 원활하게 구성,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HPE iLO는 서버의 상태 및 작동에 대한 일관된 통찰력을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손쉬운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편리한 운영, 최적의 성능 및 보안에 

대한 최신 혁신 기술을 자랑하는 HPE iLO를 사용하면 인프라 환경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전력 효율(General Power Efficient Compute)

• 일반 피크 클럭 스피드(General Peak Frequency Compute)

• 가상화 - 최대 성능(Virtualization – Max Performance)

• 가상화 - 전력 효율(Virtualization – Power Efficient)

• 일반 스루풋(General Throughput Compute)

• 고성능 컴퓨팅(High Performance Compute)

• 최대 효율(Extreme Efficient Compute)

•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Transactional Database)

• 그래픽 프로세싱(Graphic Processing)

• 웹/전자상거래(Web/E-commerce)

• 의사결정(Decision Support)

• I/O 스루풋(I/O Throughput)

• 미션 크리티컬(Mission Critical)

• 로우 레이턴시(Low Latency)

• 사용자 정의(Custom)

워크로드 매칭(Workload Matching)

사전 구성된 워크로드 프로파일 중에서 선택하여 기본 설정보다 최대 9% 성능 향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부 서버 리소스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2

iLO 5가 장착된 모든 ProLiant Gen10 서버에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e.com/info/ist를 방문해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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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Sight for Server

HPE InfoSight for Server는 HPE InfoSight의 AI학습 및 예측 분석 기능을 AHS(Active Health System), HPE iLO의 상태/성능 모니터링과 결합하여 

성능을 최적화하고 문제를 예측 및 방지합니다. HPE InfoSight for Server는 서버 관리 및 지원 방식을 전환하여 애로사항과 시간 낭비를 해결합니다. 

AHS는 지속적이고 Proactive한 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며, 서버에서 수천 개의 시스템 파라메타를 24x7 제공하는 서버용 “블랙박스”와 

유사합니다. HPE InfoSight for Server는 AHS의 원격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HPE InfoSight for Server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며 더 향상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내용

• 부품 고장에 대한 예측 데이터 분석

• 서버 보안을 위한 데이터 분석

• 글로벌 운영 및 상태 대시보드 - 시스템 정보, 서버 보증 및 지원 상태를 포함한 서버 인프라의 상태, 성능 및 기능에 대한 통합 뷰 제공

• 서버의 병목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권장 사항 추천.

• HPE ProLiant 서버, HPE BladeSystem 서버, HPE Synergy 컴퓨팅 모듈 및 HPE Apollo 시스템(iLO 5 및 iLO 4가 있는 Gen10, Gen9 및 Gen8 서버).

AHS

HPE iLO

+ +
Active Health System 

Viewer (AHSV)
Integrated Lights-Out 

(iLO)

Customer Datacenter

HPE Servers* iLO Amplifier Pack

데이터센터의 서버는 10분단위로 모니터링하며  

각 서버의 AHS로그는 iLO Amplifier Pack을 통해 

HPE InfoSight로 하루에 한번 전달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서버의 Health, 시스템 구성, 성능 

정보 등에 국한되며 개인 정보나 네트워크 보안 

정보는 제외됩니다.

HPE InfoSight
AI기반의 IT 운영

HPE OneView
SW정의 인프라 관리

Support
automation

Predictive 
analytics

Faster 
deployment

Resource 
management

Template 
provisioning

Unified 
API

AI based 
recommendations

Cross-stack 
diagno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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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 자체 개발한 Silicon Root of Trust 기술로 보안 강화

• 런타임 펌웨어 검증을 통해 손상된 코드 또는 맬웨어 탐지

• 안전한 복구를 통해 펌웨어를 양호한 상태 또는 초기 설정으로 복구

• iLO 5 Advanced Premium Security Edition으로 강화된 보안 레벨

•  TPM(Trusted Platform Module), 섀시 침입 탐지 기능 및 보안이 강화된 

네트워크 어댑터를 포함한 보안 하드웨어 옵션 제공

실리콘 루트 오브 트러스트(Silicon Root of Trust) 기술의 고유성

실리콘 루트 오브 트러스트(Silicon Root of Trust) 기술은 하드웨어 자체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iLO 5는 펌웨어 손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HPE는 iLO 5의 하드웨어 및 펌웨어를 자체 설계 및 생산하기 때문에 여느 타 업계 서버보다 높은 수준의 플랫폼 보안을 제공합니다.  

이는 HPE가 서버 관리 컨트롤러를 아웃소싱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엄격한 펌웨어 검증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 고객이 서버를 받기 전 펌웨어가  

손상될 가능성이 전무한 전례 없는 수준의 보안을 자랑합니다.

Root of Trust based  
on firmware

•  Firmware is verifying  
firmware

Firmware  
Root of Trust UEFI OSVerification Verification

HPE Gen10 Silicon  
Root of Trust

•  Silicon hardware  
verifies firmware

iLO 5 ASIC  
Silicon  

Root of Trust

iLO 5   
Firmware UEFI OS

Verification

Attack

Verification

Attack

Verification

Attack

•  Compromised firmware  
is not detectable by  
UEFI or OS

Attack Verification Verification

Firmware  
Root of Trust

Compromised

UEFI

Compromised

OS

Compromised

실리콘 루트 오브 트러스트(Silicon Root of Trust) 기술과 펌웨어 보안

HPE Gen10 서버는 내장된 iLO 5 칩셋에 실리콘 기반 루트 오브 트러스트(Root of Trust; RoT) 기술을 접목시켰습니다. iLO 5 칩셋과 펌웨어간에  

긴밀한 연결 고리를 제공하므로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는 맬웨어, 바이러스 또는 손상된 코드가 부트 프로세스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 iLO 펌웨어가 부팅할 때마다 펌웨어의 무결성을 검사하기 전 iLO 5 하드웨어가 iLO 펌웨어를 실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HPE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보안

HW 기반부터 시스템까지 수직적 보안

일부 업체가 하드웨어 기반 루트 오브 트러스트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HPE의 실리콘 루트 오브 트러스트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제공하는 보안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HPE 실리콘 루트 오브 트러스트는 TAA 준수 국가에서 생산되며 생산시 고유의 Signature가 삽입되어 

변경 및 복제가 불가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펌웨어, BIOS, 부트로더 등을 검증하고, 유사시 모두 복구 가능합니다.

일부가 주장하고 있는 하드웨어 기반 루트 오브 트러스트는 서버를 생산할 때 BMC에 삽입됩니다. 따라서 외부의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보안에 취약할 수있습니다. 또한 BIOS에 대한 검증만을 제공하며 이 또한 부팅 시에만 검증하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공격에 대해

무방비상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펌웨어 복구  
(iLO, UEFI, I.E.,  
Option ROM) 

운영체제  
부트로더

Silicon  
Root of Trust

UEFI 
BIOS

펌웨어

Option ROM
Firmware

SPS
Firmware

I.E.
Firmware

CPLD
Firmware

시
스

템
펌

웨
어

하
드

웨
어

Silicon Root of 
Trust

서버1

Secure Access to 
the Network

네트워크2

Secure Data 
Storage

스토리지3

Supply Chain
Security

서플라이 체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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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licon Root of Trust

• 2-Factor Authentication CAC

• CNSA Suite

• Server Configuration Lock

• One-button secure erase

• Common Criteria and FIPS 140-2 Level1

• UEFI Secure BootTPM 1.2 and 2.0

• NIST 800-147b BIOS

• Detecting Compromised Firmware

• Firmware Runtime Verification

• Chassis Intrusion Detection on most servers

• HPE Rack Cabinet Door Detector

• Verified Boot

• Trusted eXecution Technology

• Audit Logs

• Secure Auto Recovery

• Recover essential firmware and OS

• Data Collection for forensics evaluation

새로운 iLO 라이센싱 단계
iLO Advanced Premium Security Edition은 iLO Advanced 라이센스에 통합되었습니다. 이제 iLO Advanced 라이센스만으로 기존에 iLO Advanced 

Premium Security Edition에서 제공하는 최고수준의 보안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iLO Advanced 라이센스에 제공되는 CNSA 적용 시 최고 

수준의 상업 등급 암호를 제공합니다. 이는 공공 사업 및 기관에 적합한 기술입니다. 이 라이센스는 iLO 5, UEFI 펌웨어의 자동 복구 및 지속적인 

런타임 검증과 함께 Secure Start 기능을 구현합니다. 또한 고객은 iLO 5 칩셋의 NAND 플래시 저장소 및 세팅을 안전하게 삭제하고, 서버를 새롭게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iLO AdvaiLO Standard

Silicon root of trust
FIPS 140-2 Level 1
Common Criteria
Single sign-on
Measured boot
UEFI secure boot
Authenticated updates
Agentless updates
Securely made BIOS (TAA)
Remote firmware update
Intel’s Trusted eXecution Technology (TXT)
Firmware supply chain attach detection

iLO Advanced

CAC two-factor authentication
Kerberos two-factor authentication
ArcSight unique connector
Directory services
Remote console
Virtual media
Remote system logs
Secure recovery
Firmware runtime validation (iLO / UEFI)
Secure erase of NAND data
Commercial National Security Algorithms 
(CNSA)
Server System Restore

실리콘 루트 오브 트러스트(Silicon Root of Trust) 기술과 펌웨어 런타임 유효성 검증

실리콘 루트 오브 트러스트(Silicon Root of Trust) 기술은 Secure Start라는 기능을 통해 부팅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시스템이 부팅되면 iLO 5는  

먼저 자체 펌웨어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부팅한 다음, 시스템 BIOS를 확인합니다. 실리콘 RoT 기술과 iLO 5 칩셋은 디지털 지문을 통해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에 부팅 과정에서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iLO 5가 검증 과정의 어느 지점에서든 외부 위협 또는 손상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펌웨어를 Secure Recovery 기능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iLO 5에서 자체 펌웨어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면 통합 백업에서 자체 인증 펌웨어를 로딩합니다. iLO 5 펌웨어 복구는 라이센스와 상관없이  

항시 사용 가능하며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적용된 실리콘 RoT기술은 iLO 5 펌웨어를 검증하는 방식이므로 항상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둘째, iLO 5에서 시스템 BIOS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면 iLO 5는 백업 복사본에서 해당 BIOS를 복구하려고 시도합니다. 백업 복사본도 손상되면  

iLO5는 시스템 BIOS가 손상되었음을 고객에게 알립니다. 기본적으로 iLO Standard 라이센스를 통해 고객은 iLO 5에 연결하여 수동으로 인증된  

펌웨어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iLO Advanced Premium Security Edition 라이센스로 업그레이드 할 경우 정품 펌웨어를 자동으로 복구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Protect Detect Recover



HPE ProLiant Gen10 Server Portfolio 인텔® 제온® 플래티넘 프로세서 기반의  

HPE ProLiant Gen10 Server

경제적 소비 모델
가변적인 인프라 수요에 따른 신속한 확장성, 유연성을 제시하는 새로운 IT 소비 모델

HPE GreenLake Flexible Capacity 솔루션

시스템 사용량을 정확히 계획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수의 기업들이 안전성을 고려하여 IT 환경을 오버프로 비저닝하고 있지만 향후 요건을 

과소평가하여 곤경에 빠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두가지 방식 모두 상당한 자본 비용이 발생하며 긴 조달 주기가 소요됩니다. 이는 곧 IT 민첩성을 

저해하고 비즈니스 운영에 제약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자본 기반 지출에서 

사용량 기반 지출로 IT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모델로, 용량을 예측하지 않고도 빠르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운영 시 수반되는 

“차별화되지 않는 작업”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보안, 통제 및 거버넌스 등의 이유로 온프레미스 IT를 사용하고 있다면 온디맨드 IT로 선뜻 전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HPE Pointnext와 

함께 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HPE GreenLake Flex Capacity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간편성과 민첩성 및 경제성, 그리고 온프레미스 IT의 보안과 

성능의 이점을 결합한 서비스로,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필요 없이 “최적의 조합”을 이루는 하이브리드와 워크로드 배치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HPE GreenLake Flex Capacity는 사용량 기반 결제 서비스에 애질리티를 더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오버프로비저닝으로 발생하는 IT 비용 절감

• 필요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 용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출시 시기를 단축

• 수요에 대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용량을 유지, 간단한 변경 주문으로 용량 보충

• 배포 용량이 아닌 사용 용량에 따른 결제 방식

• 맞춤형 지원으로 IT 위험을 완화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IT의 이점을 하나로.

HPE GreenLake Flex Capacity를 사용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딜리버리 모델의 민첩성과 사용량 기반 결제 시스템, 그리고 빠른 확장성까지 모두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량이 급증하더라도 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최대 부하에 대비한 IT 용량 오버프로비저닝에 자본을 낭비하지 않고 출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 데이터센터의 기술을 바탕으로 보안과 데이터 정보 보호, 규정 준수 및 성능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HPE GreenLake Flex Capacity는 실제 사용량에 따라 매월 서비스 비용이 청구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비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온프레미스 워크로드를 안정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및 지원이 포함됩니다.

HPE GreenLake Flex Capacity 서비스에는 Microsoft® Azure 및 Azure Stack 서비스가 포함되며 그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이브리드 IT 환경에 대한 사용량 기반 결제 방식: 온프레미스 또는 Microsoft Azure 환경에서 사용한 실제 리소스 사용량에 따라 IT 사용 비용을 청구

•    Azure Stack 시스템용 HPE ProLiant와 특정 Microsoft Azure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HPE를 Microsoft Azure Stack 서비스 CSP로 하는 단일 계약 체결

• 데이터 센터와 Microsoft Azure 및 Azure Stack의 리소스 사용량이 포함된 월별 청구서

•  사용량 통합 포털에서 이용 중인 서비스 및 사용 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사용량을 계획할 수 있으며 IT 서비스 브로커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음.

•  IT 환경 운영을 지원 및 안내하고 Microsoft Azure를 추가할 수 있는 높은 확장성의 엔터프라이즈급 지원을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IT 파트너

HPE GreenLake Flex Capacity의 이점

 
미래 수요 예측에 따른  

용량 확보
 

 

 

 

 

 

필요에 따라 사용한 컴퓨팅 용량

여유 용량

최소 약정 수준 

기존 자산 구매 비용(CAPEX)

자본비용
향후 수요 용량에 맞춰 구매한 자산이 
유휴 자산으로 남아 고정 자본이 되고 
이에 따라 비용이 증가합니다.

출시기간
수요 증가에 맞춰 조기에 구매하지  
않은 자산으로,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놓치거나 새로운 핵심 이니셔티브를 
미루게 됩니다.

시간

$
예측 용량

로컬 
여유
용량

감소

사용량에 대해서만 결제

용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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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ProLiant Gen10 서버 포트폴리오
HPE ProLiant Gen10 서버 포트폴리오는 세계에서 가장 유연하고 안정적이며 성능 최적화된 x86 기반 서버입니다. HPE는 유연한 디자인과 향상된  

에너지 효율성을 갖춘 업계 최고 수준의 컴퓨팅 혁신 기술을 토대로 귀사의 TCO 절감에 기여합니다. ProLiant Gen10 서버 포트폴리오는 단순하지만  

포괄적인 관리 모듈과 업계 최고의 서비스 모델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하여 IT 운영 속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모든 규모의 비즈니스 니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HPE ProLiant Gen10 서버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최대 71%의 성능 향상 및 신규 인텔® 제온® 프로세서 스케일러블 제품군을 통한 27%의 코어 수 증가1

• 최대 27배 빠른 체크포인트 운영을 통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2

• 메모리 용량을 최대 66% 증가시켜 메모리 집약적인 애플리케이션 성능 최적화3

1  인텔 테스트 기반. 기존 E5 v4 프로세서 대비 인텔® 제온® 프로세서 스케일러블 제품군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최대 71% 성능 향상 (2소켓 기반 업계 표준 벤치마크 테스트 기준).  

인텔® 제온® 플래티넘 8180 대비 E5-2699 v4 프로세서 제품군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디자인 및 시스템 사양에 따라 실제 성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2  TPC-C 스루풋 벤치마크 기준(trans/sec). 2016년 11월.  

퍼시스턴트 메모리(Persistent memory)는 2017년 하반기 출시 예정.

3  Gen10 vs. Gen9 비교 분석:  

- Gen10 = 12 channels x 2666 data rate x 8 bytes = 256 GB/sec.   

- Gen9 = 8 channels x 2400 x 8 bytes = 154 GB/sec.  

- Gen10이 66% greater bandwidth, 20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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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F 섀시 전면 (+ 2 SFF 유니버설 미디어 베이 옵션)

HPE ProLiant DL360 Gen10 Server
최고의 성능 및 확장성을 자랑하는 멀티 워크로드 컴퓨팅을 위해 최적화된 플랫폼

지원 프로세서 1세대 및 2세대 Intel® Xeon® 프로세서 Scalable Family 탑재

프로세서 수 2

프로세서당 코어 4/6/8/10/12/14/16/18/20/22/24/26/28

최대 프로세서 성능/캐시 3.8GHz / 38.50 MB

최대 내장 메모리 24개 2933MT/s HPE SmartMemory 지원 (최대 3TB)

퍼시스턴트 메모리 12개 128/256/512GB 2666MT/s DC Persistent Memory 지원 (최대 6TB)

스토리지 컨트롤러 HPE Smart Array S100i/E208i/P408i/P816i 시리즈

스토리지 드라이브 베이 최대 8+2+1 SFF 또는 4 LFF + 1 SFF SAS/SATA HDD/SSD 지원 또는  

최대 10 NVMe PCIe SSD  + 1 SFF SAS/SATA HDD/SSD 지원

2개의 M.2 추가 지원 (PCIe Riser)

최대 내장 스토리지 용량 153.6TB

GPU 지원 최대 150W Single Wide GPU 2개 장착 가능 (길이 9.5” 이하)

네트워킹 포트/FlexibleLOM FlexibleLOM 슬롯 및 PCIe NIC 지원 (1Gb, 10Gb, 25Gb, 40Gb, 50Gb, 100Gb)

폼 팩터 랙형 (1U)

시스템 LOM UEFI Class 2 / Legacy BIOS

시스템 관리 HPE iLO 5, SUM, RESTful Interface Tool, UEFI

보증기간 (연 기준: parts/labor/onsite) 3/3/3

 LFF 섀시 전면

후면 

서버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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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프로세서 1세대 및 2세대 Intel® Xeon® 프로세서 Scalable Family 탑재

프로세서 수 2

프로세서당 코어 4/6/8/10/12/14/16/18/20/22/24/26/28

최대 프로세서 성능/캐시 3.8GHz / 38.50 MB

최대 내장 메모리 24개 2933MT/s HPE SmartMemory 지원 (최대 3TB)

퍼시스턴트 메모리 12개 128/256/512GB 2666MT/s DC Persistent Memory 지원 (최대 6TB)

스토리지 컨트롤러 HPE Smart Array S100i/E208i/P408i/P816i 시리즈

스토리지 드라이브 베이 최대 24+6 SFF 또는 12+4+3 LFF+2 SFF HDD/SSD 지원 또는 최대 20 NVMe PCIe SSD 

2개의 M.2 추가 지원 (PCIe Riser)

최대 내장 스토리지 용량 459TB

GPU 지원
최대 Double Wide GPU 3개 장착 가능 

최대 Single Wide GPU 5개 장착 가능

네트워킹 포트/FlexibleLOM FlexibleLOM 슬롯 및 PCIe NIC 지원 (1Gb, 10Gb, 25Gb, 40Gb, 50Gb, 100Gb)

폼 팩터 랙형 (2U)

시스템 LOM UEFI Class 2 / Legacy BIOS

시스템 관리 HPE iLO 5, SUM, RESTful Interface Tool, UEFI

보증기간 (연 기준: parts/labor/onsite) 3/3/3

HPE ProLiant DL380 Gen10 Server
멀티 워크로드 컴퓨팅을 위한 업계 1위의 데이터센터 표준 서버

SFF 섀시 전면  LFF 섀시 전면

SFF 섀시 후면 LFF 섀시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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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ProLiant DL560 Gen10 Server
스케일업에 용이한 주요 비즈니스 워크로드용 고집적 4소켓 서버

전면 

전면 2

후면 
서버 내부

지원 프로세서 1세대 및 2세대 Intel® Xeon® 프로세서 Scalable Family 탑재

프로세서 수 4

프로세서당 코어 4/6/8/10/12/14/16/18/20/22/24/26/28

최대 프로세서 성능/캐시 3.8GHz / 38.50 MB

최대 내장 메모리 48개 2933MT/s HPE SmartMemory 지원 (최대 6TB)

퍼시스턴트 메모리 24개 128/256/512GB 2666MT/s DC Persistent Memory 지원 (최대 12TB)

스토리지 컨트롤러 HPE Smart Array S100i/E208i/P408i/P816i 시리즈

스토리지 드라이브 베이 최대 24 SFF HDD/SSD 지원 또는 

최대 12 NVMe PCIe SSD 지원

2개의 M.2 추가 지원 (PCIe Riser)

최대 내장 스토리지 용량 367TB

GPU 지원 최대 Single Wide GPU 2개 장착 가능 (NVIDIA P2000)

네트워킹 포트/FlexibleLOM FlexibleLOM 슬롯 및 PCIe NIC 지원 (1Gb, 10Gb, 25Gb, 40Gb, 50Gb, 100Gb)

폼 팩터 랙형 (2U)

시스템 LOM UEFI Class 2 / Legacy BIOS

시스템 관리 HPE iLO 5, SUM, RESTful Interface Tool, UEFI

보증기간 (연 기준: parts/labor/onsite)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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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ProLiant DL580 Gen10 Server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워크로드에 적합한 안정성과 확장성을 제공하는 4소켓 스케일업 서버의 표준

서버 내부

후면

지원 프로세서 1세대 및 2세대 Intel® Xeon® 프로세서 Scalable Family 탑재

프로세서 수 4

프로세서당 코어 4/6/8/10/12/14/16/18/20/22/24/26/28

최대 프로세서 성능/캐시 3.8GHz / 38.50 MB

최대 내장 메모리 48개 2933MT/s HPE SmartMemory 지원 (최대 6TB)

퍼시스턴트 메모리 24개 128/256/512GB 2666MT/s DC Persistent Memory 지원 (최대 12TB)

스토리지 컨트롤러 HPE Smart Array S100i/E208i/P408i/P816i 시리즈

스토리지 드라이브 베이 최대 48 SFF HDD/SSD 지원 또는 

최대 20 NVMe PCIe SSD 지원 

2개의 M.2 추가 지원 (PCIe Riser)

최대 내장 스토리지 용량 734TB

GPU 지원 Double Wide GPU 최대 4개 장착 가능

네트워킹 포트/FlexibleLOM FlexibleLOM 슬롯 및 PCIe NIC 지원 (1Gb, 10Gb, 25Gb, 40Gb, 50Gb, 100Gb)

폼 팩터 랙형 (4U)

시스템 LOM UEFI Class 2 / Legacy BIOS

시스템 관리 HPE iLO 5, SUM, RESTful Interface Tool, UEFI

보증기간 (연 기준: parts/labor/onsite)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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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ProLiant DL20 Gen10 Server
가장 컴팩트하고 유연한 1U 1소켓 서버

지원 프로세서 Intel® Xeon® 프로세서 E-시리즈 프로세서 Family

프로세서 수 1

프로세서당 코어 2/4/6

최대 프로세서 성능/캐시 3.8GHz / 12 MB

최대 내장 메모리 4개 2666MT/s HPE StandardMemory 지원 (최대 64GB)

스토리지 컨트롤러 HPE Smart Array S100i/E208i/P408i/P816i 시리즈

스토리지 드라이브 베이 최대 6 SFF HDD/SSD 지원 또는 

최대 2 LFF HDD/SSD

NVMe M.2 추가 장착 가능

최대 내장 스토리지 용량 92.16 TB

네트워킹 포트/FlexibleLOM 2 x 1GbE 온보드 / FlexibleLOM 슬롯 옵션

폼 팩터 랙형 (1U)

시스템 LOM UEFI Class 2 / Legacy BIOS

시스템 관리 HPE iLO 5, SUM, RESTful Interface Tool, UEFI

보증기간 (연 기준: parts/labor/onsite)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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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전면

서버 내부

HPE ProLiant ML350 Gen10 Server
가장 강력하고 유연한 ProLiant 2소켓 타워서버

지원 프로세서 1세대 및 2세대 Intel® Xeon® 프로세서 Scalable Family 탑재

프로세서 수 2

프로세서당 코어 4/6/8/10/12/14/16/18/20/22/24/26/28

최대 프로세서 성능/캐시 3.8GHz / 38.50 MB

최대 내장 메모리 24개 2933MT/s HPE SmartMemory 지원 (최대 3TB)

스토리지 컨트롤러 HPE Smart Array S100i/E208i/P408i/P816i 시리즈

스토리지 드라이브 베이 최대 24 SFF HDD/SSD 지원 또는 

최대 12 LFF HDD/SSD       

최대 8 NVMe PCIe SSD 지원

최대 내장 스토리지 용량 184.32TB

GPU 지원
최대 Double Wide GPU 4개 장착 가능 

최대 Single Wide GPU 4개 장착 가능

네트워킹 포트/FlexibleLOM 4 x 1GbE 온보드 / FlexibleLOM 슬롯 및 PCIe NIC 지원 (1/10/25/100GbE)

폼 팩터 타워형 (4U), 랙형 (5U)

시스템 LOM UEFI Class 2 / Legacy BIOS

시스템 관리 HPE iLO 5, SUM, RESTful Interface Tool, UEFI

보증기간 (연 기준: parts/labor/onsite)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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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ProLiant ML110 Gen10 Server
엔터프라이즈급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1소켓 타워서버   

지원 프로세서 1세대 및 2세대 Intel® Xeon® 프로세서 Scalable Family 5000/4000/3000시리즈 탑재 (최대 105W TDP) 

프로세서 수 1

프로세서당 코어 4/6/8/10/12/16

최대 프로세서 성능/캐시 3.8GHz / 22 MB

최대 내장 메모리 6개 2933MT/s HPE SmartMemory 지원 (최대 192GB)

스토리지 컨트롤러 HPE Smart Array S100i/E208i/P408i/P816i 시리즈

스토리지 드라이브 베이 최대 16 SFF HDD/SSD 지원 또는 최대 8 LFF HDD/SSD

최대 내장 스토리지 용량 61.44 TB

GPU 지원 최대 Single Wide GPU 2개 장착 가능

네트워킹 포트/FlexibleLOM 2 x 1GbE 온보드

폼 팩터 타워형 (4.5U)     

시스템 LOM UEFI Class 2 / Legacy BIOS

시스템 관리 HPE iLO 5, SUM, RESTful Interface Tool, UEFI

보증기간 (연 기준: parts/labor/onsite) 3/3/3

서버 내부

후면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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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ProLiant ML30 Gen10 Server
엔터프라이즈급 기능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무실에 이상적인 1소켓 타워 서버

지원 프로세서 Intel® Xeon® 프로세서 E-시리즈 프로세서 Family 

프로세서 수 1

프로세서당 코어 2/4/6

최대 프로세서 성능/캐시 3.8GHz / 12 MB

최대 내장 메모리 4개 2666MT/s HPE StandardMemory 지원 (최대 64GB)

스토리지 컨트롤러 HPE Smart Array S100i/E208i/P408i/P816i 시리즈

스토리지 드라이브 베이 최대 8 SFF HDD/SSD 지원 또는 최대 4+2 LFF NHP 또는 4LFF  HDD/SSD

NVMe M.2 추가 장착 가능

최대 내장 스토리지 용량 61.44TB

네트워킹 포트/FlexibleLOM 2 x 1GbE 온보드 / FlexibleLOM 슬롯 옵션

폼 팩터 타워형 (4U)     

시스템 LOM UEFI Class 2 / Legacy BIOS

시스템 관리 HPE iLO 5, SUM, RESTful Interface Tool, UEFI

보증기간 (연 기준: parts/labor/onsite) 3/1/1

서버 내부

후면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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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프로세서 1세대 및 2세대 Intel® Xeon® 프로세서 Scalable Family 탑재

프로세서 수 2

프로세서당 코어 4/6/8/10/12/14/16/18/20/22/24/26

최대 프로세서 성능/캐시 3.6GHz / 38.5  MB

최대 내장 메모리 2.0TB / 16 DIMM 슬롯

스토리지 컨트롤러 Standard HPE Dynamic Smart Array S100i

optional HPE Smart Array P204i-b or NVMe pass through

스토리지 드라이브 베이 최대 2 SFF SAS/SATA HDD/SSD 또는 2 NVMe PCIe SSD 또는 4uFF SSD 지원  

2개의 M.2 추가 지원 (over baffle)

최대 내장 스토리지 용량 15.3TB

네트워킹 포트/FlexibleLOM 2x10GbE 또는 FlexFabric 10Gb 또는 FlexFabric 10/20 Gb, RoCE, VXLAN

폼 팩터 블레이드형 

시스템 LOM UEFI Class 2 / Legacy BIOS

시스템 관리 HPE iLO 5, SUM, RESTful Interface Tool, UEFI

보증기간 (연 기준: parts/labor/onsite) 3/3/3

HPE ProLiant BL460 Gen10 Server
컨버지드 워크로드를 위한 성능 최적화, 고집적 서버

전면 

후면 서버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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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저블 인프라스트럭처란 무엇인가?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  운영중심

       • 비용절감 강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 애플리케이션 중심

       • 민첩성 강조

How can I support multiple models?

빠르고 간단하게 설치하고 구성하며   

확장 할 수 있어야…

비즈니스의 특성에 고민 없이 

활용 가능했으면…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어야…

물리 서버든, 가상 서버든, 컨테이너든 

어떠한 형태의 워크로드도  구성 가능 

할 수 있으면…

Hybrid IT의 필요성 대두

두 가지 모델을 따로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Too Complex

Traditional IT Private  
Clouds

Public  
Cloud

Too Disconnected

Private  
Clouds

Public  
Cloud 1

Public  
Clou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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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Synergy: 세계 최초 컴포저블 인프라

Run ANY application on ONE infrastructure with ONE Click

HPE Synergy Composer

컴퓨팅, 스토리지, 패브릭으로 

구성되는 HPE Synergy의 다양한 

리소스 풀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구성 및 재구성을 하기 위한 고도의  

매니지먼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관리 모듈

HPE Synergy Fabric Module

혁신적인 랙 스케일 패브릭 아키텍처를 채용하여 

ToR 스위치가 필요 없이 데이터 센터의 코어  

스위치에 연결하여 여러 프레임 사이를 광대역으로  

접속하므로 네트워크의 혼잡을 해소합니다.

네트워크 모듈

HPE Synergy D3940  Storage Module

컴퓨트 모듈에 비하여 SDS/DAS/SAN 환경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는 스토리지 모듈 

입니다. 심플한 스토리지 리소스 풀을  구축 

하여 컴포저에 의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할당됩니다.

스토리지 모듈

HPE Synergy  Compute Module

최신 인텔® 제온® 프로세서 기반의 

HPE Synergy 컴퓨트 모듈로서, 

금번 Gen10 신제품 런칭과 함께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컴퓨팅 모듈

VDI 

HANA HANA HANA HANA 

Oracle 

DEV DEV DEV 

TEST TEST 

ANALYTIC

S 

Modeling & Analytics 
밤시간 운영

SAP HANA 

For running production 

미션크리티컬 업무 운영

Oracle Database

App Dev/Test  
피크시간이 끝나  

여유자원을 활용

VDI/CAD 업무 

낮시간 운영

하드웨어 배포 자동화

HPE Synergy를 통해 전체 시스템의 자동화를 실현하고 적재 적소의 서비스 제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의 자동 운영 및 확장성 제공

HPE Synergy S/W와 H/W 통합 자동화

CP GPU Storage Network

laaS Cloud PaaS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소프트웨어 배포 자동화

VM 관리도구 OpenStack Kubernetes

IoT/AI

Mes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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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Synergy 12000 Frame  
하나의 프레임 안에 다양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모듈의 유연한 구성이 가능하며, 미래의 워크로드 블레이드 모듈 타입의 

컴포저블 인프라로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시너지 12000 프레임 – 10U Size

시너지 스토리지 모듈 – Half Height Double Wide  

시너지 480 Compute 모듈 – Half Height Single Wide 

시너지 660, Compute 모듈 - Full Height 

Redundant Management Appliance 모듈 
- For Synergy Composer, Image Streamer

Front Panel/HPE 시너지 액세스 포트

3 Primary Interconnect Module(ICM) 
– Virtual Connect Ethernet, Fiber Channel, SAS

3 Interconnect Modules

2 Redundant Frame Link Modules 

10 시스템 Fan Module

6 Titanium 2650W Power Supplier(80PLUS)

Frame 주요 특징

Appliance Bays • Management appliance를 위한 2 Bays – Synergy Composer, Image Streamer

Device Module Bays •  다양한 Compute, Storage 모듈을 수용: half-height, full-height, and full-height double-wide compute modules, and a half-height 

double-wide storage module

Front Panel • Synergy Composer 접속을 위한 KVM 접점: Multi Frame 환경에서도 단일 접점 제공

Interconnect Bays • 다양한 Interconnect 모듈을 지원하는 Frame 당 3개의 중복 Fabric Bays

Frame Link Module •  Frame당 이중화된 Frame Link Module은 Frame내에 있는 다양한 자원 정보를 Management Appliance에 제공

•  가용성이 고려된 별개의 10G 망을 통해 Multi-Frame 환경에서 Ring 형태의 Topology 구성

Mid Plane •  향후 투자 보호와 새로운 기술에 대비하여 충분한 대역폭 (16.128Tb/s Bandwidth) 지원

• Photonics ready

사양

모델 • Model 12000 frame

랙 • Rack units 10U per frame

Compute Bay • Compute bays 12 half-height, 6 full-height,

모듈 타입
•  Module types Half-height, full-height, double-wide full-height  

compute modules, double-wide half-height storage module

Fabric 지원 • Fabrics supported 3+3 Redundant Fabric Modules Ethernet/FCoE,Fibre Channel, and SAS

관리 • Management HPE Synergy Composer powered by HPE OneView

전체 대역폭 • Total bandwidth 16.128 Tb

냉각 • Cooling 10 fans (included)

전원 • Power 6x 2650 W, 96% euiciency, –48 V dc, 277 V ac,380 V dc

정면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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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Synergy Gen10 Computing Module 
엔터프라이즈 및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최적의 컴포저블 플랫폼

Model HPE  Synergy 480 Gen10 HPE Synergy 660 Gen10

Compute 1세대 및 2세대 Intel® Xeon® 프로세서 Scalable Family 탑재 (SY480 2소켓, SY660 4소켓)

Memory 3TB max: HPE Smart Memory (24) DDR4, up to 2666 MT/s 6TB max : HPE Smart Memory (24) DDR4, up to 2666 MT/s

Persistent Memory 16GB NVDIMM(12 total DIMMs are NVDIMM enabled) 16GB NVDIMM (2H17), 12 total DIMMs are NVDIMM enabled

Local Storage •  Diskless

•  0 to 2 SFF SAS/SATA/HDDs or NVMe SSDs (6TB max)

•  up to 4 uFF drives

•  1 internal USB 3.0 and 1 microSD for boot

•  up to 2 internal M.2 drives for more bootoptions (up to 3.84TB max)

• Diskless

• 0 to 4 SFF SAS/SATA/HDDs or NVMe SSDs(15TB max)

• up to 8 uFF drives

• 1 external USB 3.0 and 1 USB iLO port; 1 internal USB 3.0 and uSD

• up to 4 internal M.2 drives for more boot options (up to 1.36TB max

DAS 1.5 PB max: up to 200 drives per controller, in frame 1.2 PB max: up to 160 drives per controller (due to compute form fac-

tor,  this is max for the SY 660), in frame

Mezzanine Slots 3 x16 PCIe 3.0 6 x16 PCIe 3.0

Storage Controllers Software RAID - S100i 6G SATA

Essential RAID - E208i-c HBA, 12G SAS

Performance RAID – P204i-c, 12G SAS 4in Lanes-1G Cache,  and 

P416ie-m Mezzanine 12G SAS 8in/8ex Lanes-2G

Software RAID: S100i, 6GB SATA/14 int lanes

Essential RAID: E208i-c HBA, 12G SAS/8 int lanes

Performance RAID: P408i-c, 12G SAS/8 int lanes/2GB Cache;  and 

P416ie-m Mezzanine, 12G SAS/8 int 8 ext lanes/2GB Cache

GPU Support Mezzanine MXM: NVIDIA P6, M3000SE

MXM; Multi-MXM Expansion Module with 6 x NVIDIA P6, P40  or PCIe 

Expansion Module with 2x NVIDIA P40

Mezzanine MXMs: NVIDIA P6

Networking 3 x16 PCIe 3.0 mezzanines: 25/50/100Gb Master and 25/50Gb  Satel-

lite ICMs; 25/50/100Gb Ethernet; 10Gb PTM; 16/32Gb FC

6 x16 PCIe 3.0 mezzanines: 25/50/100Gb Master and 25/50Gb Satellite 

ICMs; 25/50/100Gb Ethernet; 10Gb PTM; 16/32Gb FC

Management OneView 4.x, HPE iLO 5, Insight Control

Power & Cooling Frame-based (96% Platinum), ASHRAE A3, Energy Star

Booting Option Boot from Management Appliance (Image Streamer)/Boot from DAS or SAN/Boot from USB, micro SD, or Local Drive

폼 팩터 Modular (Half-height) / 10U 섀시에 최대 12노드 장착 Modular (Full-height) / 10U 섀시에 최대 6노드 장착

보증기간  
(parts/labor/onsite)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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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Blocking SAS Fabric delivers up to 2M IOPs

Composable Fabric Traditional Fabric

HPE Synergy Storage Module

HPE Synergy Fabric Module
다양한 요건에 유연한 대처를 위해 기존 네트웍구성과의 연동을 위한 모듈과 Composable 구성이 가능한 모듈 모두를 제공합니다.

40 SSDs/Storage 모듈

(50,000 IOPs Each)

Dual Domain 12Gbs SAS Fabric

(24 Ports, 4 lanes per Port)

P416ie-m Controller

(200,000 IOPs+ per Controller)

Category Workload

DAS • 전통적인 Application 지원 (Exchange, Hadoop 등)

• HPE Synergy Composer를 통해 쉽게 사용 가능

• Frame bay에 쉽게 장착 및 분리

• 1 Frame 내 최대 5개까지 장착 가능

• Compute 비율과 상관없이 구성 가능

StoreVirtual Storage Appliance (VSA)
/Software Defined Storage

• 가상화를 통한 Storage 자원 공유 필요(Object Storage 등)

• Highly Scalable & Flexible Platform 구성

• Adaptive optimization for auto-tiering of data

• Cluster 내 타 Node까지 확장 가능하여 Storage Resource Pool 확장

• OneView를 통해 자원 관리 및 Composable Infrastructure 구현

• 높은 성능과 Composability 구성 가능

• 신속한 Provisioning이 가능하도록 Fabric Pool 구성 가능

•  “Wire-Once”, “Change-Ready”를 통해 네트워크 구성 변경 없이도 

Workload에 대한 이동이 가능

• 스토리지 연동을 위한 Native Fiber Channel, FCoE, Flat SAN 지원

• 기존 SAN/LAN 환경과 통합 연동

• Composing Fabric 구성이 필요 없는 환경

• 기존 스위치 기능 제공

•  기존 스위치 관리 방법과 동일하게 CLI를 활용하여 구성, 제어, 모니터링

•  Compute 모듈과 ToR 스위치간 1 to 1 접속을 위한 Pass Through  Module 

제공

HPE VC SE 100Gb F32 Module 및 50G Interconnect Link Modules HPE Synergy 40Gb Switch Module and Interconnect Link Modules

Brocade 16Gb FC Switch for HPE Synergy

HPE Synergy 10/40Gb Pass Through ModuleHPE VC SE 32G FC Module/HPE VC SE16Gb FC Module

HPE VC SE 40Gb F8 Module 및 10G/20G Interconnect Link 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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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Auto Discovery

설치 및 네트워크 연결

자동 구성 및 확인 작업, 
상태 모니터링

Power On

“Time-to-Service”의 최적화를 위해, 애플리케이션 별  

특성에 맞춘 Compute, Storage, Fabric 구성을 template화

Unified API

HPE Synergy Management Appliance (Composer & Image Streamer)  
HPE Synergy는 서버 프로파일을 즉각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Composer와 OS를 배포할 수 있는  Image Streamer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Stateless Computing을 구현했습니다.

서버 프로파일

HPE Synergy 컴포저

Physical State
• Network configuration
•  Shared/data storage configuration
• Firmware version
• Firmware configuration

Deployed Software State 

• Bootable OS type

• OS/App configuration

HPE Synergy 이미지 스트리머

Stateless 컴퓨트모듈

(SY489/660)

Hardware does ot  need to 
retain any state

HPE Oneview의 기능

[자동 설치 확인 작업]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구성

작업을 단순화

Composing 
with Template

HPE 
OneView  
Template  
Library

HPE 
Synergy

HPE 
Synergy  

Composer

OS Build  
Template

Access  
Control  
Templat

Storage  
Volume  

Template

Network  
Connection  
Template

특정 상태 (BIOS, Firmware, Drivers 등)와 함께  

유연하게 Provisioning 수행

• Template based Provisioning
• Template based Operation - Firmware, Driver Update
• Template based Monitoring with Remediation - Compliance Check

Infrastructure 작업 시 각 자원에 따라 다른 

스크립트  작업을 통해 처리하던 방식에서 단일 

API를 통해 Programmatically 처리

Discovering/Searching/Inventorying/  Configuring/Pro-

visioning/Updating/  Diagnosing Composable Resources

vCenter, MSC 및 Chef, Puppet, Python, Powershell,  Java, 

Ruby, OpenStack 등과 통합

Bare Metal서버에 대해서도 가상 서버와 동일하게 처리 

가능

변경

Template 1 변경 내용 전파

변경

Server 1

변경

Server 2

Infrastructure 요청

Script 1 Script 1Script 1 Script 1

Infrastructure 요청

Single Line of Code

Unified RESTful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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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컴퓨팅 및 인공지능/빅데이터를 위한

고집적 최적화 솔루션

HPE Apollo 시스템 제품군은 빅데이터, 분석, 개체 스토리지 및 고성능 컴퓨팅(HPC) 워크로드에 랙 스케일의 효율적인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 전력 및 냉각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랙 스케일 효율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탁월한 비즈니스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정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시스템에서 확장성, 성능 및 효율성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 수개월이 걸리던 구현 시간을 단 며칠로 단축함으로써 가치 창출을 가속화

• 스케일업 및 스케일아웃 솔루션에 유연한 아키텍처를 제공

• 자본 지출(CAPEX) 및 운영 비용(OPEX)을 대폭 절감

• 파트너, 통합업체 및 ISV(독립 서비스 공급업체)가 참여하는 확장된 에코시스템을 활용

• 모든 것을 갖춘 서비스 및 지원 기능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

HPE Apollo 시스템 포트폴리오에서 스케일아웃 컴퓨팅을 담당하는 솔루션으로는 하이퍼스케일과 범용 스케일아웃 컴퓨팅용 Apollo 2000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및 개체 스토리지용 Apollo 4000 시스템 제품군, HPC 및 슈퍼컴퓨터용 Apollo 6000 및 SGI 8600 수냉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제품군 덕분에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기업들이 고밀도 서버 스토리지, 관리 및 랙 스케일 효율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데이터 기반 기업을 위한 빅데이터, 개체 스토리지 및 HPC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간편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시작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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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Apollo 2000 시리즈

엔터프라이즈급 스케일아웃 아키텍처를 위한 유연성 최적화

Apollo 2000 인클로저에는 XL170r Gen10 서버를 4대, XL190r Gen10을 2대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HPE Apollo r2200 HPE Apollo r2600 HPE Apollo r2800

종류 Gen10 12 LFF 디스크 또는 SSD 섀시 Gen10 24 SFF 디스크 또는 SSD 섀시 드라이브 매핑 기능이 있는 Gen10 24 SFF  

디스크 또는 SSD 섀시

스토리지 구성 서버 노드에 동일하게 할당 된 12개의 LFF 

핫 플러그 SAS / SATA HDD / SSD

24개의 SFF 핫 플러그 SAS / SATA HDD 

/ SSD 또는 16 SFF SAS / SATA + 8 NVMe 

HDD, 서버 노드에 동일하게 할당

16 SFF NVMe BP로 사용자 정의 드라이브 

할당을 워크로드 부하에 맞출 수 있습니다.

크기 2U: 너비 17.64 in. x 깊이 34.62 in. 2U: 너비 17.64 in. x 깊이 33.02 in. 2U: 너비 17.64 in. x 깊이 33.02 in.

전원 공급 장치 (2) N 또는 N + N 이중화가 있는 800W / 1400W 277VAC / 1600W 플래티넘 전원 공급 장치

HPE ProLiant XL170r Gen10 Server HPE ProLiant XL190r Gen10 Server

최대 수 1U half-width, 2P, Apollo 2000 섀시당 최대 4개 2U half-width, 2P, Apollo 2000 섀시당 1~2개

프로세서 8/10/12/14/16/18/20/22/24 코어,4-26 코어, 최대 3.6GHz CPU 속도 및 최대 150 W의 전력 등급을 지원하는 Intel Xeon Scalable Processors

메모리 최대 1.5 TB의 16 DIMM 슬롯 2666 MT/s DDR4 SmartMemory (DIMM 당 12개의 DIMM x 128 GB)

네트워크 모듈 네트워킹 및 클러스터링 옵션을 선택할 수있는 두 개의 I/O 슬롯 : 

• 1/10/40 Gb 이더넷     • 100 Gb/s EDR InfiniBand 또는 Intel OPA     • 파이버 채널

PCIe 3.0 슬롯 PCIe 슬롯 1개와 FlexibleLOM 또는 2개의 PCIe 슬롯 추가 구성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다중 구성에서 최대 4개의  

PCIe 슬롯 :

•  서버 당 최대 2개의 통합 가속기 (NVIDIA® GPU) 또는  

추가 I/O 옵션

•  다양한 PCIe 및 FlexibleLOM 조합을 포함한 네트워킹 및  

클러스터링 옵션 선택 가능

스토리지 노드 당 최대 24개의 드라이브, 듀얼 SATA 호스트 기반 M.2 2280 NGFF SSD - 내부, 핫 플러그 HDD 지원, 내부 USB 포트

r2800 섀시의 하드 드라이브 매핑 기능

스토리지 컨트롤러 통합 스마트 어레이 S100i 스토리지 컨트롤러 HPE SmartCache 및 RAID 10 Advanced Data Mirroring과 같은 고급 배열 기능이 있는 

PCIe 호스트 버스 어댑터 및 Smart Array 컨트롤러 (선택 사양)

지원되는 가속기 N/A 서버당 최대 2개까지 지원 NVIDIA and Intel GPGPUs

관리 HPE iLO 5 관리로 관리 시간 및 비용 절약 랙 수준의 관리를 제공하는 HPE Apollo 플랫폼 관리자, HPC 클러스터의 효율적인  

배치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CMU (Insight Cluster Management Utility)

HPE ProLiant XL170r / XL190r Gen10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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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Apollo 4200 Gen10 LFF 서버 HPE Apollo 4200 Gen10 SFF 서버 HPE Apollo 4510 Gen10 

프로세서 제품군 1세대 및 2세대 Intel® Xeon® 프로세서 Scalable Family 5000/4000/3000시리즈 탑재 

프로세서 수 2

프로세서 당 코어 8/10/12/14/16/18/20/22/24/26

최대 프로세서 성능/캐시 3.8GHz / 38.50 MB

최대 내장 메모리 16개 2933MT/s HPE SmartMemory 지원 (최대 1TB)

폼 팩터 2U 랙 서버 2U 랙 서버 4U 랙 서버

스토리지 유형 최대 24 LFF 핫 플러그 SAS/SATA/SSD +

4 LFF 또는 2 SFF 옵션

(후면의 드라이브 케이지)

최대 48 SFF 핫 플러그 SAS/SATA/SSD +

2 SFF 옵션(후면의 드라이브 케이지)

최대 60 LFF 핫 플러그 SAS/SATA/SSD +

2 SFF 옵션(전면의 드라이브 케이지)

스토리지 용량 최대 336TB(24 + 4 LFF 12TB HDD) 최대 768TB(48 + 2 SFF 15.3TB HDD) 최대 720TB(60LFF 12TB HDD)

스토리지 컨트롤러 Flexible Smart Array P840ar 및 Dynamic Smart Array B140i, HPE Flexible Smart Array  

또는 Smart HBA 컨트롤러 옵션

네트워킹 2 x 1Gb 이더넷 + FlexibleLOM 및 PCIe 옵션 2 x 1Gb 이더넷 + FlexibleLOM 및 PCIe 옵션 2 x 1Gb 이더넷 + FlexibleLOM 및 PCIe 옵션

확장 슬롯 최대 5개의 PCIe 슬롯 + FlexibleLOM 지원 최대 5개의 PCIe 슬롯 + FlexibleLOM 지원 최대 3개의 PCIe 슬롯 + FlexibleLOM 지원

관리 도구 HPE iLO 4, HPE Advanced Power Manager, HPE Insight Cluster Management Utility

전원 공급 장치 유형 최대 2개의 전원 공급 장치, 800W 및 1,600W Flex 슬롯, 핫 플러그 방식의 이중화된  

전원 공급 장치
최대 4개의 전원 공급 장치, 800W 및 

1,600W Flex 슬롯, 

핫 플러그 방식의 이중화된 전원 공급 장치

HPE Apollo 4000 시리즈 - 빅 데이터용 설계

빅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를 경쟁 우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Hadoop 기반의 빅 데이터 분석 솔루션 및 개체 스토리지 솔루션 시스템과 같이 오늘날 빅 데이터의 양과 속도, 다양성을  

처리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은 효과적이지만, 이에 따른 워크로드가 페타바이트(PB)  

규모로 커지면 기존의 범용 인프라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데이터 센터에 용량의 제한과 에너지 비용의 상승, 인프라 복잡성 심화, 비효율성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빅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빅 데이터 워크로드용으로 특별 설계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HPE Apollo 4000 시스템은 Hadoop과 기타  

빅 데이터 분석 및 개체 스토리지 시스템을 위해 특별 설계된 새로운 시스템 제품군입니다.

Apollo 4000 시스템을 사용하면 페타바이트 수준을 능가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를 비용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이 정보를 통해 통찰력을  

얻어 전략적인 결정을 보다 신속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점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센터가 안고 있는 공간, 에너지 및 시간의  

제약을 극복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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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Apollo 6000 Gen10 시스템

밀도, 성능 및 전력 효율성을 높이고 TCO를 절감한 랙 스케일 솔루션

•  이전 세대에 비해 최대 2배 향상된 성능3을 제공하는 Intel® Xeon® Scalable 프로세서 제품군으로 랙당 323 TFLOPS2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향후 기술을 지원하도록 미래형 아키텍처에서 최신 컴퓨팅, 스토리지 및 패브릭 기술을 지금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랙 규모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통합 설계를 통해 랙 레벨의 신뢰성, 가용성, 서비스 용이성 및 관리성 기능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냉기통로(cold aisle) 전면 액세스 노드를 이용하여 컴퓨팅 및 스토리지를 신속하게 배치, 서비스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HPE Apollo k6000 섀시의 특징
•  12U 공랭식 섀시   • 24개의 전면 액세스 노드

고도로 통합된 섀시

•  고속 InfiniBand EDR(Enhanced Data Rate) 또는 Intel OPA(Omni-Path Architecture) 스위치 중에서 선택 가능

•  공통 냉각 기능을 갖춘 이중구조의 핫플러그 전원공급장치   • 10GbE 스위치 또는 패스스루 모듈 

HPE Apollo k6000 Chassis

Extreme compute configuration N + 0 (15.9 kW) Typical configuration N + 1 (13.2 kW)

Node with 2 x 165 W Node with 2 x 145 W 

12 DDR4 DIMMs 12 DDR4 DIMMs

2 SATA HDDs 2 SATA HDDs

2 x EDR Mezzanine Adapter + switch EDR Mezzanine Adapter + switch

2 x 10/40GbE switch 2 x 10/40GbE switch

APM module APM module

4 x front and 12 x rear fans 4 x front and 12 x rear fans

HPE ProLiant XL230k Gen10 서버

폼 팩터 HPE ProLiant XL230k Gen10 서버는 HPE Apollo k6000 섀시에 탑재되는 싱글 슬롯 서버입니다.

프로세서 1세대 및 2세대 Intel® Xeon® 프로세서 Scalable Family 탑재 

프로세서 당 코어 4/6/8/12/14/16/18/20/22/24/26/28

최대 프로세서 성능/캐시 3.8GHz / 38.50 MB

드라이브 구성 4 SFF SAS/SATA/NVMe

지원 드라이브 Hot-plug 2.5-inch SAS/SATA

메모리 슬롯 16개 2933MT/s HPE SmartMemory 지원 (최대 1TB)

네트워크 옵션 2 x 10GbE integrated ports, InfiniBand EDR or Intel OPA Mezzanine cards

스토리지 컨트롤러 HPE Dynamic Smart Array S100i SATA Controller, HPE Smart Array E208i-p Controller, HPE Smart Array P408i-p Controller

확장 슬롯 2 x InfiniBand EDR or Intel OPA Mezzanine Adapters PCIe slot options:

• 1 x external x 16 low profile    • 1 x internal and 1 x external x 8 low profile PCIe

• Supports –F Omni-Path directly off CPU (independent of above I/O options)

관리 New HPE Integrated Lights-Out (iLO) 5 remote manag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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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Apollo 6500 Gen10 시스템

딥러닝과 HPE Apollo 6500 - 완벽한 조합 

한층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영역에 AI를 실현하는 딥러닝은 고성능 컴퓨팅에 기반하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 내에서 패턴과 관계를 도출합니다. 

지금까지, 기존 HPC시스템은 딥러닝이 요구하는 전례 없는 수준의 요건을 부응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딥러닝의 이점은 사실상 이용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HPE Apollo 6500 Gen10 시스템은 다양한 워크로드에 따른 토폴로지를 제공합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서버당 최대 8개의 GPU, 최대 350 와트 GPU 지원, NVLink 2.0또는 표준 PCIe를 이용한 고속 전용 GPU간 통신 옵션 제공

지원 가속기 NVLink 및 PCIe 구성의 NVIDIA® Tesla V100 , T4, Quadro RTX 6000, NEC Vector Engine IOB

어댑터 4가지 고속 패브릭 어댑터 (이더넷, Intel Omni-Path Architecture, InfiniBand EDR,  

향후 InfiniBand HDR)

프로세서 1세대 및 2세대 Intel® Xeon® 프로세서 Scalable Family 탑재 

메모리 24개 2933MT/s HPE SmartMemory 지원 (최대 3TB)

스토리지 최대 16개의 SFF 장치: 최대 4 NVMe SSD 전면 액세스 스토리지를 탑재한 핫플러그 SAS/SATA SSD

네트워크 옵션 •  4개의 1GbE 단일 포트 RJ-45 

•  InfiniBand EDR 또는 Intel OPA 또는 고속 이더넷을 지원하는 4개의 16 PCI Express 슬롯, 최대 100 Gbps

I/O 슬롯 •  1 x 16 FHHL PCIe Gen3 시스템 보드 모듈 

•  GPU 모듈의 4 x 16 PCIe 로우 프로파일 Gen3

전원공급장치 최대 4개의 2200W 80 Plus Platinum (2 + 2)

랙   표준 1075 mm 깊이 랙에서 사용가능

HPE ProLiant XL270d Gen10 서버

딥러닝/AI/HPC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하이브리드 큐브 메쉬  

기반 NVLink 2.0 토폴로지

CPU 2

GPU 3 GPU 2

GPU 6GPU 7

GPU 4GPU 1

GPU 5 GPU 8

CPU 1

SW SW

SWSW

NVLink 2.0

HPC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가장 

전통적인 4:1 토폴로지

CPU 2

GPU 3 GPU 2

GPU 6GPU 7

GPU 4GPU 1

GPU 5 GPU 8

CPU 1

SW SW

SWSW

PCIe 4:1

딥러닝 트레이닝을 위한  

8:1 토폴로지 (GPUDirect)

CPU 2

GPU 3 GPU 2

GPU 6GPU 7

GPU 4GPU 1

GPU 5 GPU 8

CPU 1

SW SW

SWSW

PCIe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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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SimpliVity
심플리비티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용성이 뛰어난 하이퍼컨버지드 솔루션입니다. 가상 환경에 최적화된 HPE SimpliVity는 컴팩트한 2U랙형 

서버로서 가상화된 워크로드의 효율성, 관리, 가용성, 성능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고급기능을 제공합니다. 

타사 하이퍼컨버지드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매우 효율적인 중복제거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업계 최고 성능, 빠른 백업, 복구, 

WAN 최적화 기능까지 제공하는 업계 유일한 하이퍼컨버지드 솔루션입니다. 

HPE SimpliVity 업계 최고의 하이퍼컨버지드 솔루션

Legacy stack 기존 HCI 제품 HPE SimpliVity

SimpliVityHCI

2008년도 2014년도 2019년도

서버 및 가상화 SW

스토리지 스위치

HA 공유스토리지

중복제거 및 압축

WAN가속기

SSD array

Storage Caching

재해복구 솔루션 
백업 어플라이언스 솔루션

중복제거 및 압축

WAN가속기

SSD array

Storage Caching

재해복구 솔루션 
백업 어플라이언스 솔루션

서버 및 가상화 SW

-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성장률 2017년 7월 출시 이후       

   1위 유지 (Korea)

- 전 세계적으로 25,000대 장비 판매 (2019년 9월 기준)

- 국내 110여개 레퍼런스 보유 (2019년 9월 기준)

SimpliVity
인수 발표

SimpliVity 380 
제품 출시

2017년 
1월

2017년 
7월

AI기반 관리툴 도입
Rapid DR 3.0

380 H 하이브리드 모델
380 G 그래픽 모델

 

SimpliVity 2600 
출시

2017년
올해의 HCI 제품 선정

Plexxi SDN
인수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쳐 
카테고리 영역에서

2017년 올해의 CRN 제품선정

2019년 
8월

2019년 
3월

2017년 
12월

2018년
7월

2018년 
5월

2019년
고객만족도 1위 

HYPER-CONVERGED INFRASTRUCTURE
HPE SIMPLIVITY 380
4.5점 out of 5.0점

  

A사

B사

8.7

8.3

2

3

순위 제조사 제품 평점

1 9.1HPE SimpliVity

출처 : IT Central Station의 HCI 솔루션 평가 (2018년)

출처 : Gartner peer insights (2019)

올해의 제품 선정 사유
IT 인프라와 고급 데이터 서비스을 통합된 단일 
플래시 솔루션으로 결합하여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 솔루션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IT운영을 
간소화하고 활성화 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최초의 데이터  I/O에서 데이터를 최적화 할 
수 있는 능력(데이터 중복제거 및 압축기술) 덕분에 
“게임 체인저(Game-Changer)”라고 평가하고 있다.

CRN’s 2017 Products Of the Year award 
in the hyperconverged  infrastructure category

HYPER-CONVERGED INFRASTRUCTURE
HPE SIMPLIVITY 380
WINNER : OVERALL

2017년 올해의 HCI 제품 선정

HCI 고객만족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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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심플리비티(SimpliVity) 특징 - 심플한 IT 구성

HPE 심플리비티 특징 – 데이터 효율성

DBMS 데이터 효율성 

•  심플리비티 2대를 활용하여 오라클 DB 서비스 제공

•  초기 HPE 심플리비티(SimpilVity) Small Size 2대 도입 시 데이터 

  저장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오라클 DBMS 로컬백업 

  수행 후에도 데이터 효율성 “83 : 1”을 보이고 있어, 시스템 운영자는 

  매우 만족하고 있음  - N사 사례  

VDI 데이터 효율성 

•  심플리비티 4대를 활용하여 데스크탑 가상화(VDI) 400명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랜섬웨어 공격 대비를 위한 사용자 PC 데이터에 대한 

  로컬 백업 환경 구성 후에도 데이터 효율성 “160 : 1”을 보이고 있으며, 

   1분안에 복구할 수 있는 신속성에 감탄하고 있음

•  타 그룹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그룹사 공유 및 확산  - A그룹사 사례

A market and customer satisfaction leader,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논리적인 업무 서버 (가상머신, VM)

하이퍼바이저 (VMWare ESXi)

VM

APP

OS

VM

APP

OS

VM

APP

OS

VM

APP

OS

VM

APP

OS

VM

APP

OS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 구성안
HPE SimpliVity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

매우 뛰어난 데이터 효율성

ability to optimize data)

심플한 IT 구성
(a full suite of traditional IT functions)

데이터 보호 기술
(Built-in data protection,

VM backup and disaster recovery)

소프트웨어 정의 컴퓨팅
(Software Define Computing) 

하이퍼바이저기반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Software Define Storage) 

스토리지의 복잡성을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심플하게 구성

HPE SimpliVity 380

( SDC + SDS ) 

x86서버x86서버 x86서버 x86서버

Virtual Machine Data
11.0TB (4.8%)

Local Backups
218.4TB (95.2%)

Remote Backups
0.0KB (0.0%)

229.4TB
DATA STORED

LOGICAL CAPACITY

TOTAL CLUSTER PHYSICAL CAPACITY

PHYSICL CAPACITY

DEDUPLICATION

COMPRESSION

31.3:1

2.7:1

HPE SimpliVity™ EFFICIENCY

USED FREE TOTAL PHYSICAL CAPACITY

SAVINGS

83.3:1

2.8TB 8.3TB 11.1TB

226.6TB

2.8TB

USED CAPACITY

27.1TB

DATA STORED

Virtual Machine Data
13.5TB (50%)

LOGICAL CAPACITY

TOTAL CLUSTER PHYSICAL CAPACITY

PHYSICL CAPACITY

Local Backups
13.5TB (50%)

Remote Backups
0.0KB (0.0%)

DEDUPLICATION

COMPRESSION

93.4:1

1.7:1

HPE SimpliVity™ EFFICIENCY

USED FREE TOTAL PHYSICAL CAPACITY

SAVINGS

160.5:1

172.6GB 19.7TB 19.8TB

26.9TB

172.6GB

USED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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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심플리비티 특징 – 데이터 보호

약 30분 후 MES 등
주요업무서버(VM)

복구업무서비스

중지

업무서비스

중지

전일 백업된 VM 으로 
Roll Back 수행

(100% 복구)

전체 OS 재설치 후
데이터 복구

OS 재설치 후
약 4일 정도 데이터 
복구 수행 OS 재설치
및 업무 신규 설치

HPE SimpliVity
구성서버

가상서버

및 단독서버

HPE SimpliVity
백업 및 복구 기능 활용

(Full 백업)

50% 수준
백업 수행

•  조치방법 

•업무서버 랜섬웨어 감염 

공장 MES 및 기간계 업무시스템 등 A고객사 전체 업무

서버 약 100여대 랜섬웨어 감염으로 전체 서비스 중지

(2018년 11월)

백업 정책 설정 및 복구 수행

데이터보호를 위한
예산 투자 불필요          

1TB VM 백업  복구
시간 1분 보장

백업 라이선스
무제한 제공

원격지 VM
백업 지원

혜택 1

혜택 3

혜택 2

혜택 4

·

VMware vSphere Web Client - Backup Virtual Machine

·  HPE SimpliVity 백업기능 
·  백업 정책 설정 및 VM 정책 적용
 주기 : 분, 시간, 주, 월 등
 백업 저장소 위치

·  데이터 복구 단위
 VM 단위 복구
  파일 및 디렉토리 단위 복구

하이퍼바이저하이퍼바이저

Data Center A (로컬) Data Center B (원격지)

VM
#1 VMVM VM VM VMVM VM

VM#1

HCI 컴퓨팅노드
(SSD)

VM#1
Backup

#2

HCI 컴퓨팅노드
(SSD)

VM#1
Backup

#3

HCI 컴퓨팅노드
(SSD)

HCI 컴퓨팅노드
(SSD)

HCI 컴퓨팅노드
(SSD)

VM#1
Backup

#1

HCI 컴퓨팅노드
(SSD)

원격지 백업로컬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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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심플리비티 특징 – 안전성 HPE 심플리비티 특징 – 심플한 DR 구성

• RAID + RAIN 아키텍쳐 구성 

최소 2개 노드로 구성 가능하며

2노드로 100% 완벽한 데이터 보호를 위한

RAID + RAIN 아키텍쳐 구현

• HPE SVT 기반 DR 아키텍쳐 

Data Center A (로컬) Data Center B (원격지)

VMware vSphere

SimpliVity OmniStack

VM VM VM VM VM VM

vSphere

OmniStack

VM VM VM VM

DR 자동화 솔루션 – Rapid DR

•  데이터 센터B는 최소 1대로도 운영 가능하며, 

   별도 스토리지기반 복제 및 VM 복제 솔루션이 

  불필요합니다.

• HPE 심플리비티에서 원격지 VM 복제 및 DR 

  구성을 제공합니다.

• 저비용 & 심플하고 손쉬운 구조의 DR 아키텍쳐

+ 노드간 SW RAID 구성 (RAID 10)

구분 HCI 제조사 제안사

RAIN 미지원 지원

RAIN 지원 지원

아키텍쳐 RAIN 아키텍쳐 

(노드간 SW RAID 구성)

RAID
+ RAIN 아키텍쳐

(노드내 HW RAID

+ 노드간 SW RAID 구성)

HW RAID 5/6 HW RAID 5/6

• 외장 스토리지의 HW RAID 5 또는 6를 유지하면서

SW RAID 10 (2벌 복제)를 추가 구성하므로 안정성 강화

데이터 센터 통합

운영인프라에 재해복구 시스템까지 

심플리비티로 통합 구축

프라이빗 클라우드

세상에서 가장 손쉬운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가능

ERP/MES

Tier-1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 

엔터프라이즈 급 안정성 제공

SMB/ROBO

2대 구성이 가능하며 경쟁사 HCI 대비 

30%이상 초기 도입 비용 절감

가상 데스크탑 업무

업계대비 40%이상의 

VM집적도 제공 

Test/dev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백업, 복구를 

통해 빠른 Time to Market 개선

대표 6가지 적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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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심플리비티(SimpliVity) 라인업

The 넓은 산업군 + The 다양한 업무에 심플리비티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더 많은 그래픽 카드 지원등 라인업이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모델 메모리 스토리지
압축/ 

중복제거
전 용량

대표
활용사례

특장점

H 

W

가 

속

엔 

터

프 

라

이 

즈

SimpliVity 380

(최고성능 모델)

최대  

3TB 

까지

XS : 5x960GB 

S : 5x1.92TB

M : 9x1.292TB

L : 12x1.92TB

XL : 12x3.8TB

XS : 3TB 

S : 6TB

M : 11TB

L : 16TB

XL : 32TB

Tier 1 Applica-
tion (DB, MES, 

ERP), 

VDI, DR, 데이터
센터 통합,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드웨어  

가속기를 통해  

타사 HCI와 

확연히 차별화 

되는 최고의  

성능 제공

S 

W

가 

속

SimpliVity 

380 G 

(그래픽  

집적 모델)

최대  

3TB 

까지

6 x 1.92 TB SSD 7.5TB

엔지니어링 

VDI, Deep 
Learning, AI

업계 최고의

그래픽 성능  

제공

SimpliVity 

380 H 

(하이브리드 

디스크 모델) 

최대  

3TB 

까지

4 x 1.92TB SSD
8 x 4.0TB HDD

25TB

일반 가상화 

업무 및 용량  

확장  

업무 (백업,  

아카이빙,

DR 등)

최대 용량과 

균형있는 

성능을 제공

중 

소

규 

모

SimpliVity 2600

(상면 최적화  

모델)

최대  

1.5TB 

까지

6 x 1.92 TB SSD 7.5TB
일반 가상화 및

VDI 업무

업계 최고의 

상면 절감 

효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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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Generation Compute Experience
HPE ProLiant Gen10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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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여지가 없는 서버 시장의 리더

11.6초마다 HPE ProLiant 서버 1대가

출하되며 지금까지 3710만대 이상이

판매된 HPE ProLiant 서버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HPE ProLiant의 업계 최고 성공은  

혁신, 품질 및 입증된 성능을 제공하는  

완전한 업계 표준 서버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HPE의 지속적인 노력에 

기인합니다.

추가 정보

HPE ProLiant rack and tower 서버가 Qualified Option 및 HPE 서비스와 함께 확신을 가지고  

컨버지드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hpe.com/info/servers
hpe.com/servers/rack
hpe.com/servers/tower
hpe.com/servers/microserver
hpe.com/info/servermanagement
hpe.com/info/serveroptions
hpe.com/info/rackandpower

인텔 인사이드®, 더 강력한 솔루션 아웃사이드.

인텔® 제온® 플래티넘 프로세서 기반의 HPE ProLiant Gen10 Ser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