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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OLUTIONS

목표
관리 및 확장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Genia의 레거시 IT 인프라
개선
접근 방식
Genia는 수많은 옵션을 평가한 후
차세대 IT 환경으로 HPE SimpliVity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 선택

HPE SimpliVity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개선한 호스티드
서비스 공급자

분산된 멀티벤더 IT 시설을 HPE SimpliVity로
교체한 Genia

IT 측면의 효과
• 효율적인 데이터 보호: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신속한
백업 및 복구
• IT 서비스 민첩성 향상:
VM 사용, 몇 초 만에 신규 고객
프로비저닝
• 지속적인 가용성:
처음부터 100% 가동 시간 지원
비즈니스 측면의 효과
• 관리 간소화: IT 인력이 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 우수한 경제성: CAPEX 및 OPEX
대폭 절감
• 낮은 스토리지 비용: 최대 19.6:1의
데이터 효율성 지원

과제
인프라 고도화, 통합 및 데이터 보호
덴마크의 호스티드 서비스 공급자인
Genia는 분산된 멀티벤더 IT 시설을 HPE
SimpliVity로 교체했습니다. HPE SimpliVity
솔루션은 공급자의 핵심 비즈니스 서비스에
운영 간소화, 비용 절감, 데이터 보호 개선
효과를 제공합니다.
관리 인터페이스가 각기 다른 독립적인
컴퓨팅, 스토리지, 백업 솔루션이 혼합된
Genia의 레거시 IT 인프라는 관리와 확장에
큰 비용이 들고 매우 복잡했습니다.

신규 고객 프로비저닝 또는 문제 해결은
리소스 집약적이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레거시
Veeam 데이터 보호 솔루션으로는 RPO/RTO
목표를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지속적인 SLA 목표 달성을 위한 회사의
역량을 걱정한 CEO Kristian Hansen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Hansen은 HPE 및 VMware®
의 수많은 옵션을 평가한 후 차세대 IT
환경으로 HPE SimpliVity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를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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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난 복구
HPE SimpliVity는 컴퓨팅, 스토리지 및
데이터 보호 기능 등 모든 기존 IT 인프라
기능을 단일 장치에서 제공하는 x86
리소스의 확장형 모듈식 빌딩 블록에 공통
관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Genia는
지속적인 서비스 가용성을 보장하고 약
60%의 VM(가상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재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주 데이터 센터
및 보조 데이터 센터에 HPE SimpliVity
시스템 2대를 설치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추가 고객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해 HPE
SimpliVity 시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점
탁월한 성능 및 안정성을 지원하는 최신
데이터 센터
HPE SimpliVity의 향상된 데이터
효율성으로 Genia는 수익에 중요한
서비스를 보호하고 고객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Hansen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Veeam으로는 2시간 만에
백업을 안정적으로 완료할 수 없었습니다.
HPE SimpliVity로 몇 초 만에 대규모 VM
을 백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수익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복구도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Hansen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랜섬웨어
및 맬웨어 공격을 받는 고객들도 종종
있지만 HPE SimpliVity로 몇 분 만에 다시
가동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HPE SimpliVity 솔루션은 운영도 간소화해
주므로 IT 인력을 더욱 전략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친숙한 VMware® vCenter™ 콘솔을 사용해
마우스 클릭 2~3번 만으로 신규 고객을
프로비저닝하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PE SimpliVity을 도입한 이후로는 탁월한
성능과 안정성, 경제성을 제공하는 최신
데이터 센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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