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inario K2 올플래시 스토리지

올플래시 스토리지 Kaminario K2의 Generation 6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성능과 비용, 확장성, 탄력성, 심플함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비즈니스의
비용 효율성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K2의 모든 구성 요소들은 비즈니스 가치와 기
능이 비용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시작하여 단계 별로 기능
및 혜택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용
량 스토리지를 더 작은 데이터센터 공간에 수용
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고 운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K2 Overview
K2 올플래시 스토리지는 비용 효율적인 범용 스토리지 플랫폼으로, SSD(solid-state drive) 스토리지에 최적화
된 설계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데이터베이스, 가상 서버/데스크톱 및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를 지원합니다.

K2 올플래시 스토리지의 독자적인 스케일 업/스케일 아웃 아키텍처는 용량과 성능 면에서 모두 완벽한 확장을 지원
합니다. CPU 코어에 맞춰 K-Block을 추가하는 방식의 성능의 선형적인 확장은 물론 SSD 쉘프를 추가해 용량만 늘
리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스케일 아웃이 불가능한 고정적인 아키텍처의 한계를 제거하는 동시에 공유 메타데이터의
이점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K2 Gen6는 데이터 서비스 및 데이터 절감 기술을 통해 수 페타바이트 규모의 플래시

확장성

스토리지로 확장할 수 있으며 단일 툴로 운영관리가 가능합니다.

Kaminario K2는 성장의 모든 단계에 가치를
제공합니다. 스케일-업으로 용량을 늘리고, 스케일
-아웃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신 기
술의 SSD와 CPU를 추가할 수 있으며, Assured
Scale 및 Assured Capacity 서비스를 통해
이를 보증합니다.

성능
선택적 글로벌 중복제거 기능 및 가변 블록 사이
즈(Adaptive Block Size)지원 기능과 통합된
독보적인 소프트웨어정의 스케일 아웃아키텍처는,
다양한 워크로드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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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GEN6 HIGHLIGHTS:
●

4배 증가한 용량

●

2배 높아진 대역폭

●

50% 향상된 IOPS

●

25% 증가한 데이터 절감 비율

플래시에 최적화 된 소프트웨어 정의 아키텍처
Kaminario VisionOS는 K2의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이자 데이터 서비스 프레임워크입니다. 모듈 구성 및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스케일 아웃 스토리지 플랫폼을 구현하며, 혁신적인 가치를 제안함으로써 미래 성장에 대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DataShrink
중복제거. K2 클러스터 내에 있는 모든 노드에 대한 분산 처리를 통해 중복제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올플래시 스토

VisionOS 주요 기능:
●

 유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서비스를
공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클러스터 전체에 적용

●

어댑티브 블록 사이즈

●

선택적 중복제거

●

플래시 친화적인 설계

리지 가운데 유일하게 선택적 중복제거를 지원합니다. 중복제거 효과가 높은 VDI/서버가상화 업무에는 중복제거를
적용하는 한편, 중복제거의 효과가 미미한 OLTP 및 OLAP 등의 업무에는 중복제거를 적용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합
니다.
압축. 높은 효율성을 바탕으로 Byte Aligned & Alway On 인라인 압축을 통해 성능 저하 없이 용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씬 프로비저닝. K2의 스케일 아키텍처에 통합된 씬 프로비저닝을 통해 무제한의 용량 증설이 가능하며 예측 가능한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및 기획을 지원합니다.

DataProtect
네이티브 스냅샷 및 복제. 최소용량의 redirect-on-write 스냅샷을 이용하여 로컬과 원격지에 point-in-time
카피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K-RAID™. 듀얼 패리티 RAID 구성으로 SSD 쉘프 당 최대 3개의 SSD 에러에 대한 데이터 보호가 가능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용량 활용률인 87.5%를 보장합니다.
암호화. 데이터 도난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key-less 방식의 AES256 data-at-rest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씬 프로비저닝. K2의 스케일 아키텍처에 통합된 씬 프로비저닝을 통해 무제한의 용량 증설이 가능하며 예측 가능한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및 기획을 지원합니다.

DataManage
단일 창에서 진정한 의미의 스케일-아웃을 구현합니다. 직관적이고 종합적인 GUI와 전체 CLI 스크립팅 및 프로그래
밍 가능한 RESTful API를 통해 유연한 관리를 제공합니다.

DataConnect
K2는 VMware vSphere, Microsoft VSS, Cisco UCS Director, OpenStack Cinder 등의 주요 관리 및 운
영 툴과 호환/통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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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의 다양한 활용사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 )
K2는 밀리세컨드 이하의 응답시간을 보장하여 Oracle 및 SQL Server의 데이터베이스 생산성을 극대화 시킵니다.
OLTP와 OLAP 워크로드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동시에 운영될 수 있어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Kaminario Clarity는 클라우드 기반 분석
플랫폼으로, K2 올플래시 스토리지 운영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Kaminario Clarity는

가상환경
K2의 어댑티브 블록 사이즈 알고리즘은 가상 워크로드에 대한 I/O 성능저하 현상을 제거합니다. VMware ESXi,
Microsoft HyperV, Citrix XenServer와 같은 하이퍼바이저와 통합된 단일 스토리지 플랫폼 상에 가상 서버 및
데스크톱을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며,
특히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텔리전스 및
머신 러닝,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스토리지
환경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극대화시킵니다.

NoSQL
MongoDB 및 Cassandra와 같은 비관계형(non-relational)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유 스토리지의 경제성과
K2에 내재된 확장성의 이점을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K2는 OpenStack과 같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의 민첩함과 확장성을 극대화 합니다. K2의 RESTful API를
통해 프로비저닝 및 용량 할당 관리 등의 스토리지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Flocker 플러그인을 통해 K2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Docker와 같은 컨테이너 플랫폼을 위한 스토리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Kaminario ForeSight™
Kaminario ForeSight™는 업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도 직관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는 고객 보장 프로그램
입니다. 6가지의 보장을 통해 고객들의 비즈니스 성장에 따른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용량 보장 - 제품 제안시 유효용량을 보장하며, 보장한 용량이 나오지 않을 경우
추가비용 없이 보장된 유효용량을 추가 제공합니다.

성능 보장 - 혼재된 워크로드 환경에서 성능을 보장하며 제안시 보장한 성능이 나오지 않을 경우
추가비용 없이 추가 노드를 제공합니다.

가용성 보장 - 99.999%의 가용성을 제공하며,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 비용없이
서비스 기간을 연장해드립니다.

확장성 보장 - 새로운 HW 증설시 장비의 중단 없이, 별도의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없이
유연하게 스케일 업/아웃을 지원합니다.

유지보수 보장 - 유지보수와 지원 요율은 HW 가격 비율에 맞춰
늘 동일한 비율로 제공됩니다.

SSD 수명 보장 - 지원 계약 기간 동안 SSD 마모(wear-out)에 대해
영구적인 보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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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Gen6 올플래시 스토리지
확장 구성

1 K-Block

2 K-Blocks

3 K-Blocks

4 K-Blocks

Usable Capacity*

30TB - 1PB

60TB - 2PB

90TB - 3PB

120TB - 4PB

IOPS

Up to 370K

Up to 740K

Up to 1.1M

Up to 1.5M

Throughput

Up to 6.2GB/s

Up to 12.4GB/s

Up to 18.6GB/s

Up to 25GB/s

Latency

Contact

0.35ms
480GB / 960GB / 1.92TB / 3.84TB 3D TLC NAND SSDs

미디어 (암호화)

궁금하신 점은 영업대표에게 언제든지 연락해주
십시오.
카미나리오 코리아 연락처 :
02-6007-2041

Schedule a Demo
엔지니어와 데모 일정을 정하시고, Kaminario

VisionOS – 진정한 스케일아웃 스토리지를 위한 서비스
DataShrink

글로벌 선택적 인라인 중복제거, 인라인 압축, 씬 프로비저닝, Zero Detection

DataProtect

네이티브 어레이 기반 스냅샷 및 복제, key-less AES256 data-at-rest 암호화, 개별
SSD 쉘프를 독립적으로 보호하며, 최대 3개의 SSD 에러에 대한 데이터 보호를 지원
하는 K-RAID

DataManage

CLI (SSH), HTTP/HTTPS GUI, Scripting (SSH), RESTful API, SNMP, Syslog

DataConnect

Microsoft VSS, VMware vCenter Plug-in, VMware SRM, VMware LogInsight,
Flocker (containers), OpenStack Cinder, Cisco UCS driver

솔루션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넥티비티, 전력, 냉각
Connectivity
FC/iSCSI

FC: 4x 16Gbps
iSCSI: 4x 25GbE

FC: 8x 16Gbps
iSCSI: 8x 25GbE

FC: 12x 16Gbps FC: 16x 16Gbps
iSCSI: 12x 25GbE iSCSI: 16x 25GbE

2x 1GbE

Request a Quote

관리 포트

영업 대표에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견적을

전력 (평균치)

0.8KW - 1.4KW

1.8KW - 3KW

2.6kW - 4.4KW

3.4KW - 5.8KW

냉각 (평균치)

2.8K - 4.8K
BTU/hr

6.2K - 10.2K
BTU/hr

9K - 15.1K
BTU/hr

11.9K - 19.9K
BTU/hr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VDI와 같은 업무의 데이터의 경우 중복제거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 용량은 드라이브 사이즈 및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중복제거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bout Kaminario
Kaminario는 세계적인 올플래시 스토리지 선도기업으로 모던 데이터센터의 미래를 재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kaminario.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minario와 Kaminario 로고는 Kaminario,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K-RAID 및 Perpetual Array는 Kaminario,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제품 사양 및 성능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Kaminario ForeSight 프로그램은 계약 조건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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