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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닉스 소프트웨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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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시대에 맞는 아키텍처

• 네이티브 아키텍처

Nutanix 분산 스토리지 패브릭을 통해 제공되는 NAS 서비스. 기존 Nutanix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쉽게 배포 및 관리가능

• 소프트웨어-정의

플랫폼 독립성을 위한 100% 소프트웨어 기반

• 웹스케일

정확한 용량 계획을 위한 온디맨드 스케일업 및 스케일아웃

• 운영의 단순함

1-클릭 관리 및 자동 튜닝

• 데이터 중심

데이터 분석 툴 내장



아키텍처 웹스케일 분산 파일 서버

파일 서버 클러스터 – 하나의 네임스페이스

1~16 FSVM이 하나의 파일 서버 클러스터를 생성

기존에 사용하던 클러스터 / 새로운 클러스터
모두 Nutanix Prism에서 클릭 몇번으로 NAS 
시스템 구성

각각의 FSVM은 Nutanix Volumes 기술을 이용해 ADSF에
연결됨으로써 높은 가용성, 성능, 스토리지 사용 효율을 보장.

SMB Client - SMB 2.0, 2.1, 3.0NFS Client – NFS V3, V4

NFS Share Multi Protocol 
Share

SMB Share

일반 VM들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 클러스터에도 FSVM을
배포함으로 새로운 호스트/스토리지 없이 바로 NAS 서비스
사용 가능



배포의 유연성과 선택의 자유

전용 Files 클러스터
(모든 “분리된“ 하드웨어)

Files Dedicate 라이선스만 필요

Mixed Cluster with AOS
Files 용량 라이선스 + 기존 AOS 라이선스

CISCO



스냅샷 기반의 파일 서버 복제와 복구

중앙화된 백업

애널리틱스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테스팅

DR 테스트

Snapshot

Remote Site

Cloned Files Instance

Snapshot

Primary Site

Files Instance

• 프로덕션 파일서버를 클론하여, 별도의 파일서버로 생성
• 백업 / 데이터 분석/ 업그레이드 테스트 및 DR 테스트 용도로 사용 가능
• 클론된 파일서버는 Protection 도메인에서의 복구 과정과 동일하게, Hostname / IP 변경

가능



셀프서비스 복구

SMB

• Windows 이전 버전

NFS

• .snapshot directory

최종 사용자와 관리자 모두
파일 및 폴더 수준 백업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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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및 추세 분석

• 데이터 액세스 또는 사용 방법

• 활성 데이터와 유휴 데이터

• 파일에 할당된 사용 권한

• 비정상적인 사용자 활동

파일 감사

• 세분화 된 필터링을 제공하여 모든 파일에 대한 감사기록

이상징후 감지

• 대량 삭제와 같은 비정상적인 이벤트 플래그 지정

• 파일 이름 / 확장자에 따른 특정유형의 파일 차단

• 이미 알려져 있는 랜섬웨어에 대한 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