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s Institute for Basic Science advances the frontiers of  
research and knowledge with archive solution from Spectra

The Challenge

기초과학연구원은 대규모 연구원 그룹을 필요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
를 전문으로 합니다. IBS의 과학자들은 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같은    연구실에서 함께 일합니다. 우수한 인재와 자율적인   
연구지원 시스템,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발
휘하여 글로벌 우수성에 부합하는 주요 기초과학연구소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최근에 새로운 cryo-EM 현미경을 구입했습니다. 극저온 전자 
현미경(cryo-EM)은 극저온으로 냉각된 샘플에 적용하여 원자에 가까운 
분해능에서 생체 분자 구조를 결정하는 기술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여 분자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하며 이
데이터는 Lustre 기본 스토리지에 기록되고 필요에 따라 처리됩니다. 
연구소는 이러한 연구 노력으로 하루에 약 2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데이터를 저렴하게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확장할 수 있는 고용량 시스템을 모색했습니다.

The institute’s cryo-EM microscope creates high-resolution images of molecules.

      연구소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면에서 Spectra Logic 솔루션은 한국의 
기초 과학 역량 향상에 필수적인 연구 데이터를 보존 하는 데 
크게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회적 변화에 도움이 될  
새로운지식의 생성을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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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IBS)은 2011년 
11월 국내 최초의 기초과학전문
연구소로 설립되어 최신 지식의 
향상과 미래의 선도 과학자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IBS는 과학자들이 주요 과학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희귀 동위원소 가속기인 RISP를 
비롯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프
라가 있는 자율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할 때 창의적 잠재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About Korea’s Institute for 
Basic Science

Spectra StorCycle, T950 Tape  
Library and BlackPearl  
Converged Storage System 



The Solution
IBS는 Spectra의 StorCycle Storage Lifecycle 
Management 소프트웨어, Spectra BlackPearl 
Converged Storage System 및 LTO-8 테이프 
드라이브가 포함된 Spectra T950 테이프 
라이브러리를 도입했습니다. StorCycle을 
통해 연구소는 데이터를 식별하고 기본 
스토리지에서 클라우드, NAS, 객체 
스토리지 디스크 및 객체 스토리지 테이프
를 포함할 수 있는 영구 계층 스토리지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의 
스토리지 정책에 따라 StorCycle은 데이터 
이동기 역할을 하여 기본 Lustre 파일 시스템
의 데이터를 스캔하고 BlackPearl에 매일 새
로운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BlackPearl은 데이터 사본 2개를 테이프에 
기록합니다. BlackPearl은 테이프에 대한 
객체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제공하여 조직
의 기존 주 스토리지 계층을 보다 저렴하고 
확장 가능한 아카이브로 보완합니다. 또한 
StorCycle은 단일 파일 또는 전체 데이터 세
트에 대한 원활하고 친숙한 액세스 및 복구
를 제공합니다. 

현재 이 솔루션은 IBS에 총 16PB의 용량을 
제공하며, 총 32PB를 저장하도록 테이프 
라이브러리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기초 과학 연구소가 연구의 
우수성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연간 약 
1페타바이트의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할 것
입니다.

Environment Snapshot
• Spectra StorCycle® Storage Lifecycle

Management software

• Spectra® BlackPearl® Converged
Storage System

• Spectra® T950 Tape Library with LTO-7
and LTO-8 tape drives

• BlueScale® Software with standard
encryption

Why Spectra?
• 자동화된 데이터 이관

• 이관된 데이터에 쉽게 억세스

• 객체 스토리지 테이프의 확장성
과 통합성

• 개방 표준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

Solution Recap 
Spectra StorCycle – StorCycle은 비활성 
데이터를 자동으로 식별하여 기본 스토리지
에서 클라우드, 객체 스토리지 디스크, NAS 
및 객체 스토리지 테이프를 포함하는 더 
저렴한 계층으로 이동하는 스토리지 관리 소
프트웨어입니다. 사용자는 프로젝트 기반 
디렉터리를 수동으로 보관하고 데이터 보호
를 위해 추가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일 파일 또는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원활
하고 친숙한 액세스 및 복구를 제공하는 
StorCycle을 사용하면 고객은 탁월한 장기 
보호 및 액세스를 위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유 하며 보존할 수 있습니다.

Spectra BlackPearl Converged Storage 
System – BlackPearl은 확장 시 더 많은 비용
을 발생시키는 용량 라이선싱 모델을 기반
으로 하는 레거시 솔루션에서 탈피해 다중 
계층 스토리지 아키텍처에 대한 현대적이고 
간단한 포털을 제공합니다. 
BlackPearl의 간단한 RESTful API 및 통합 고급 
버킷 관리(ABM)는 매우 낮은 기가바이트당 
비용으로 고객의 자산을 유지 및 관리하므로 
사용자는 비용  효율적이고 관리하기 쉬운 
엑사바이트 규모의 데이터까지 확장 가능한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Spectra T950 Tape Library – Spectra T950 
라이브러리는 데이터 무결성, 데이터 보안 
및 높은 신뢰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T950은 용량과 처리량 면에서 경제적으로 
확장되며 현재 및 미래의 테이프 형식의 
여러 세대를 지원합니다. 데이터 아카이브, 
백업 및 복구를 위해 이 라이브러리는 혁신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최고의 스토리지 
밀도에서 사전 예방적 미디어 관리에 이르기
까지 T950은 항상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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