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MPLIFY THE STACK.
UNLEASH INSIGHTS.

스토리지�계층화의�한계�극복�-�유니버셜�스토리지���

VAST Data의 유니버셜 스토리지는 더 이상 성능과 경제성(비용)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해서         
나머지를 포기해야 하는 절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예고합니다.  

‣ 성능�요구�조건이�까다로운�레거시�및�최신�애플리케이션�요구�사항을�충족할�수�있을�정도로�빠른�속도��
‣ 엑사바이트�규모로�확장이�가능하고,�동시에�여러�애플리케이션의�데이터�I/O�요구�사항을�충족�
‣ NVMe-oF,�Optane�SSD�및�All-Flash(QLC)를�채택하여�스토리지�계층화�혹은�아카이빙을�통한�비용�절감��
이상의�효과�제공��

‣ 모든�애플리케이션에�대한�데이터�액세스를�보장,�업계�표준�파일�및�오브젝트�프로토콜�지원�


AI�전용�스토리지가�필요한�이유!��

스토리지 계층화 방식은 데이터베이스나 중요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플래시

를 배치하는 등 나름 유연성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은 모든 데이터에 빨리 접근해

야 하는 AI 애플리케이션 앞에서 단점이 됩니다. AI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은 

데이터가 어떤 계층에 있건 언제나 빨리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I/

O 패턴이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과 다릅니다. AI 환경의 데이터 액
세스는 본질적으로 작은 크기의 파일을 랜덤으로 요청합니다. 일반적으로 HPC 
시스템을 위한 병렬 파일 시스템과 버스트 버퍼를 지원하는 스토리지 시스템들은 
AI 애플리케이션 서버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랜덤 읽기 위주의 액세스를 위해
서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AI 서버마다 agent를 설치해야만 하는 등의 구성
이 복잡하다는 단점 외에도 AI 환경에서 낮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시대를�위해�태어난�DASE�아키텍처�

VAST Data의 스토리지 아키텍처인 DASE(Disaggregated Shared Everyting)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10년 간 쓰인 'Shared Nothing' 방식은 AI, 
HPC, 첨단 분석 등의 현대화된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데 아래와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CPU와 저장 매체를 하나의 장비에 모두 담아야 함  

‣ 확장에 큰 비용이 듬  

‣ 스토리지 시스템은 효율성 개선에 제약이 큼  

N V M e  F A B R I C

G L O B A L  N A M E S P A C E

AI Ready Storage: VAST Data

VAST DATA LIGHT SPEED NVME 3D XPOINT  
DGX A100 AI STORAGE CONTAINER AI DATA CENTER  
NVIDIA GDS/GPUDIRECT STORAGE 

(주)유클릭의�AI�비즈니스�브랜드�www.udna.kr��

VAST Data는 2016년 설립 후 매우 빠른 속도로 AI, HPC, 첨단 분석 전용    

스토리지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스토리지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주)유클릭은�VAST�Data의�한국�총판이자�NVIDIA�Elite�파트너로�국내�주요�기업에�DGX�Station,�DGX�A100,�DGX�SuperPOD을�공급해�왔으며�대학,�연구

소,�AI�스타트업을�위한�AI�Ready�Infrastructure�솔루션을�제공합니다.�그리고�AI�데이터센터�운영�최적화를�위해�DGX�SuperPOD�관리�소프트웨어인�

DeepOps�및�MLOps�플랫폼도�공급하고�있습니다.�이�밖에도�AI�데이터센터�성능�병목�최소화를�위해�Mellanox�스위치를�이용한�네트워크�인프라�설계와�성능�

최적화도�지원합니다.�



x

DASE ARCHITECTURE: GLOBAL ADVANTAGES

스토리지�시장의�게임�체인저�-�DASE�아키텍처  
VAST Data의 유니버셜 스토리지는 NVMe 패브릭을 중심으로 두 개의 빌딩 블록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도커 컨테이너 기반의 스
토리지 서버이고, 다른 하나는 플래시 스토리지 인클로저입니다. 이 두 요소는 상호 독립적이어서 성능과 용량을 각각 개별적으로 확
장할 수 있습니다. VAST 서버와 VAST 인클로저를 각각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스토리지의 경우 컨트롤러와 스토리지가 하나의 시
스템에 묶여 있어 성능과 용량을 따로 확장할 수 없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유연성과 경제성이 매우 높은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NVMe-oF로 연결이 되어 PCIe로 연결된 내장 스토리지에 접근하는 것처럼 지연 없이 빠른 속도로 데이터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
로 이 아키텍처를 DASE라고 부릅니다. DASE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문구는 'Shared Everthing'입니다. 클러스터 내 모든 스토리지 인클로저
에 저장된 데이터와 메타 데이터는 VAST 서버에서 글로벌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를 기반으로 하므로 데이터 절감과 
데이터 보호 등의 기능 수행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상태도�저장하지�않는(STATELESS)�아키텍처�채용��
VAST Data가 제시한 유니버셜 스토리지 컨셉은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환경과 달리 컨트롤러와 스토리지의 연결과 운
영 방식이 어떤 상태도 저장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컨트롤러와 스토리지 간 데이터 요청과 응답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가령 클라이언트나 서비스에서 데이터 읽기 요청을 보내면, 이를 VAST 서버가 수신한 후 해당 파일이나 객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 패브릭 전체의 3D XPoint에 저장된 영구 메타 데이터에 접근합니다. 이후 해당 데이터를 QLC 플래시에서 읽습니다. 어떤 상태도 저장
하지 않는 구조이다 보니 데이터 I/O 처리를 위해 VAST 서버 간 번거롭게 통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토리지 컨트롤러 간에 메타 데이터 일관성 
유지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휘발성 메모리가 아니라 비휘발성 메모리와 SSD의 특성을 갖춘 3D XPoint에 메타 데이터를 저장하여 정
전에 대비하기 위해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등의 부가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독립적인 요소로 동작하므로 특정 서버 장애가 전체 서비
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다양한�배포�시나리오�지원��

VAST 서버는 어떤 상태도 저장하지 않는 도

커 컨테이너를 통해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간소화되고, 

클러스터 관리도 간단해집니다. VAST Data

는 기업 및 조직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배포 

방식을 지원합니다.  

블랙박스 형태로 바로 이용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 사전 최적화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VAST 서버를 제공합니다. 컨테이너에 익숙

하고 인프라 중 상당 부분을 컨테이너 기반에

서 운영하는 곳은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VAST 서버 컨테이너 이미지를 배포

해 스토리지 서버를 간단히 구축할 수 있습니

다. 또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를 구축해 

운영하는 경우도 컨테이너 상에 VAST 서버

를 담아 즉시 배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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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임스페이스

어떤상태도저장하지않는 (stateless) 아키텍처, EAST-WEST 트래픽제거
캐쉬 일관성 문제 없음 |  배터리 불필요 |  서버 손상에 따른 리빌딩 불필요 |  N - W a y  복원성

글로벌알고리즘을위한기반기술
글로벌 네임스페이스 |  Q L C  F l a s h  T r a n s l a t i o n  |  G l o b a l  E r a s u r e  |  데이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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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SPEED NVME ENCLOSURES

NEW�ARRIVAL! 
LightSpeed NVMe 인클로저는 NAS의 간결함을 유지하면서 AI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빠른 처리량과 데이터 I/O 특성을 반영한 AI
에 대한 VAST Data의 철학, 비전, 기술의 결정체인 DASE 아키텍처가 녹아든 차세대 AI 스토리지입니다. LightSpeed 인클로저는 
DASE 아키텍처에 최적화된 스토리지입니다. NAS의 간편함과 단순함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NFS/TCP 조합이 갖는 성능 제약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NVIDIA DGX A100, VAST 서버, LightSpeed 인클로저를 이용한 벤치마크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174GB/s라는 놀라운 

데이터 처리량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수치는 레거시 NFS와 비교 불가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RDMA, 멀티 패스 적용 시와 NVIDIA 

GPUDirect 적용 시 성능 차입니다. 참고로 VAST Data는 NVIDIA와 GPUDirect 관련해 긴밀히 기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LIGHTSPEED�CLUSTER� 
VAST 서버와 LightSpeed 인클로저를 이용해 유니버셜 스토리지 클러스터를 구축하면 AI, HPC, 첨단 분석 등 최신 워크로드가 요구하

는 빠른 처리량과 데이터 I/O 특성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VAST Data는 1대의 VAST 서버와 LightSpeed 인클로저로 구성하는 것부터 

대규모 클러스터 운영을 필요로 하는 곳을 위해 PENTAGON, DECACON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NVME-OVER-FABRICS 

NVMe(Non-Volatile�Memory�

Express)는�PCIe�SSD에�접근하기�위

해�사용하는�SCSI�명령�세트를�대체한�

소프트웨어�인터페이스입니다.�

‣ 이더넷 및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로 연결한      
스토리지에 로컬 PCI 수준의 액세스 성능 제공 

‣ NVMe-oF로 연결된 VAST 컨테이너는 3D 
XPoint 및 QLC 플래시 SSD 풀에 DAS 
(Direct Attached Storage) 수준의          
성능으로 액세스 가능

QLC FLASH 

QLC(Quad-Level�Cell�Flash)는�최신�세
대�기술로�메모리�집적도가�높아�GB�당�플
래시�비용을�전례�없이�낮은�수준으로�낮추
었습니다.

‣ 3D XPoint 쓰기 버퍼로 플래시의 쓰기 
작업 부하 감소  

‣ VAST Data만 가능한 10년 플래시    
내구성 보장 

STAELESS CONTAINER 
VAST의 유니버셜 스토리지 클러스터는 어떤 상태도 저장하지 않는
(Stateless)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로직을 따릅니다. NVMe-oF, 
NVMe 플래시, 3D XPoint 덕에 각 컨테이너는 직접 연결된 스토리지
가 없어도 DAS 수준의 스토리지 성능의 이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소프트웨어 정의 기반 데이터센터 환경에서 마이크로서비
스 형태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컨터이너에 장애나 문제가 
발생해도 스토리지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탄력적인 아키텍처
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MODERN FOUNDATION 

PERSISTENT MEMORY 

3D�XPoint는�메모리와�플래시의�장점을�
모두�갖추고�있는�영구�메모리�기술입니
다.�외부�전원�없이�데이터를�유실하지�않
는�플래시�고유의�저장�기능을�유지하는�가
운데�SSD에�사용되는�NAND�플래시�보
다�지연�시간(latency)이�짧고,�내구성이�
좋습니다.��

‣ 쓰기 지연 시간 최소화  

‣ 일시적인 쓰기로부터 플래시 보호  

‣ 효율적인 데이터 보호  

‣ 공격적인 데이터 절감 기능으로부터 
내구성이 약한 플래시 보호  

‣ 효율적인 데이터 절감 딕셔너리 관리

GLOBAL ERASURE CODES GLOBAL DATA REDUCTION

QLC FLASH
SAVES 85%

SAVE UP TO
ANOTHER 66%

UNPRECEDENTED
EFFICIENCY

1 0 - Y E A R  W A R R A N 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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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서울시�중구�퇴계로�286�쌍림빌딩�8/9층�AI�사업�본부��

이메일:�vastdata@uclick.co.kr�홈페이지:�www.udna.kr�전화:�02-6320-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