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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리소스를 쉽게 할당
• 자동으로 상태 확인
• 중단 없는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 k8s 환경 쉽게 확장
•

단점
•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분산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의 어려움
• 제한된 스토리지 기능

PSO는 최고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



STORAGE FOR CONTAINER

AUTOMATION SCALABILITY REGILIENCY

• 볼륨 프로비저닝 자동화

• 업무 특성 별 볼륨 타입 제공

• 사전에 정의된 정책 기반 운영

• 온-디멘드 자원 할당

• 다중 블록 스토리지 통합

• 블록/파일/오브젝트 서비스 통합

• 유연한 스토리지 확장성 제공

• 다양한 컨테이너 환경 지원

• 엔터프라이즈 수준 안정성

• 데이터 무결성 보장

• Pod→ 스토리지 간 연결성

유지

• 자동 페일오버 → 서비스 연속성



PURE SERVICE ORCHESTRATOR

Flex Driver
& PluginsDocker Volume Plug-In

PURE SERVICE ORCHESTRATOR(PSO)

SMART PROVISIONING

•온-디멘드 방식
•정책 기반 제공

ELASTIC SCALING

•다중 블록 스토리지
• FILE & BLOCK 모두 제공

TRANSPARENT RECOVERY

•셀프 힐링
•엔터프라이즈 레벨 복원성

❖ PURE SERVICE ORCHESTRATOR(PSO)



SMART PROVISIONING
사전 정의된 정책에 의해 자동으로 스토리지 볼륨을 특성에 맞게 컨테이너에 할당

❖ SMART PROVISIONING

ServerServerServer Server Server Server

3a

사전 정의된
정책 태그 확인

3b

블록/파일
확인

3c

Array 상태 확인
• 성능, 용량, 헬스상태

3d

가장 적합한 시스템에서
볼륨 할당

1 애플리케이션에서 컨테이너를 위한 영구 볼륨(PV) 요청 발생

K8S 에서 PSO로 스토리지 생성 요청

PURE SERVICE ORCHESTRATOR

Server

2 ⚫ 사전에 정의된 템플릿 기반 동작

⚫ Dynamic Provisioning

⚫ PSO를 통해 하위 스토리지 볼륨 맵핑

⚫ 스토리지 리소스 효율적 활용



ELASTIC SCALING
파일과 블록 서비스를 단일 공유 인프라로 통합하여 높은 확장성과 운영 편의성 제공

❖ ELASTIC SCALING

ServerServerServer Server

K8S

BEFORE PSO

ServerServerServer Server

K8S

WITH PSO

PURE SERVICE ORCHESTRATOR

⚫ PSO를 통한 유연한 확장성 제공

⚫ Block 과 File 통합 지원

⚫ 단일 명령어 수행으로 스토리지 확장

⚫ 서비스 기반 스토리지 제공



TRANSPARENT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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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 SERVICE 
ORCHESTRATOR

PV1 PV2 PV3 PV4

manual

장애 발생으로 인한 Pod Failover 발생 시 자동으로 볼륨에 대한 Pod 연속성 제공

❖ TRANSPARENT RECOVERY

automatic

BEFORE PSO WITH PSO

⚫ 데이터 접근에 대한 정합성 보장

⚫ PV로의 중복된 연결 세션 해제

⚫ Pod 이동 시 PV 연결 무결성 보장

⚫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안정성



PURESTORAGE PORTWORX
No1. 쿠버네티스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Any App

Any Cloud

Any                              
Distribution

Any Infrastructure

GKE AKS Tanzu

Bare Metal Pilot
Go
Live

Global
CaaS

Test/
Dev

Every Stage

DATABASE ANALYTICS STREAMING SEARCH/LOG AI/ML5G/IoT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구축, 자동화, 보호 및 보안을 위한 업계 최고의
Kubernetes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백업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 필수

데이터 보호
데이터 손실 방지는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의 주요 관심사

복구 요구 사항
기업의 53%가 재해 발생 시 1시간
이내 복구가 필요

규정준수

GDPR 규정 32조;
"정기적인 백업은 필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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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전문가 중에는 컨테이너가 일반
애플리케이션을 백업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백업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As a result,

75%기존의 백업 방법으로는
컨테이너의 백업 요건
수용 불가

Source: ESG Master Survey Results, Data Protection Considerations for Containers, Dec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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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병렬 분산 처리로 고성능

백업/복구 제공

- 최대 백업 성능 90TB/hr

- 최대 복구 성능 270TB/hr

- 데이터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성능

스케일링 보장

- 다양한 프로토콜(NFS, SMB, S3)

FlashBlade
Rapid Re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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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1286629
078112&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etnews.com/20210604000138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
le/202105209857i

https://news.g-enews.com/ko-
kr/news/article/news_all/20210607090917663
5b5d048c6f3_1/article.html?md=2021060709
2215_R



13© 2021 Pure Storage, Inc.© 2021 Pure Storage, Inc.

광범위한 표적 공격, 매일 새로운 사례

어떤 국가나
조직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美 정부 “랜섬웨어 공격에 군사대응도 불사” … “9.11 
테러 만큼 위협적”

69%

61%

57%

55%

61%

랜섬웨어 공격을 받고 있다고 보고한
전세계 기업의 비율

FBI “랜섬웨어 수사 우선순위를 테러 수준으로 상향”

美 최대 송유관 업체, 랜섬웨어 해커에 비트코인으로
50억 지급

LG전자 제품 테스트 정보 유출, 세계 최대 육가공업체
JBS 생산활동 중단 등 무차별 공격 급증

민감한 개인정보 까지 랜섬웨어 공격… 개인에게 직접
몸값 요구



백업은 마지막 방어선

▪랜섬웨어 공격은 운영 데이터만이 아닌 백업 데이터도 목표로 하고 있음

▪해커는 백업 소프트웨어 암호를 취득하고 백업본으로도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한 시점을 확보

▪안전한 백업본이 없으면 해커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암호화가 해제된
전체 데이터를 정상인지 확인을 해야함
-> 서비스 중단에 따른 비용(데이터 정상확인에 대한 시간) + 해커요구비용

▪안전한 백업본을 사용하더라도 복구 작업의 범위로 인해 복구 속도가 매우
중요
->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실 비용 (데이터 복구 시간 + 복구된
데이터의 정상 여부 확인 시간)



FLASHBLADE SAFEMODE

스케일 아웃 All Flash
파일 & 오브젝트 스토리지안전한 복사본

기존 백업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베이스

백업 tool 사용

빠른 복구 속도

빠른 복구를 위한 고성능
All-Flash 스토리지

최대 270TB/hr의 복구 속도

용량이 가득 차도 속도가
느려 지지 않는 선형 성능
확장

Safemode snapshots 은
백업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모두 보호

설정한 보존 기간까지 삭제
불가

스토리지 또는 백업관리자
또한 삭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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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shBlade는 업계 최고의 통합

고속 파일 및 개체(UFFO) 스토리지

- 단순성과 다차원 성능 제공

- DATAHUB : 모든 비정형 데이터

워크로드 통합 플랫폼

- PSO : 컨테이너 데이터 서비스

자동화

- RR : 고성능 백업/복구 with veeam

- SAFEMODE : 랜섬웨어 공격으로

부터 완벽한 데이터 보호

U.F.F.O
by PureStor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