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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 IBM FlashCore 기술로 업무
에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가
속화

• 고성능 하이브리드 멀티클라
우드에 IBM Spectrum
Virtualize 활용

• 데이터 정리를 통해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데이
터 경제성 전환

• 강력한 데이터 서비스를 확
장하여 스토리지 관리 간소
화

• 인공 지능(AI)을 활용하여 스
토리지 관리 최적화

• IBM FlashWatch를 사용하여
안심하고 첨단 스토리지 솔
루션 배치

• IBM 스토리지 유틸리티 프로
그램으로 비용 효율성 개선

IBM FlashSystem 9200

현대적인 멀티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를
위해 간단하게 설계된 NVMe 최적화 고성
능 스토리지

종종 기업의 운영 및 성공에 토대가 되는 애플리케이션이 존재
합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일차적인 수익 창출원 역할을
하거나, 중요 업무를 안내 또는 제어하거나, 수많은 다른 작업 사
이에 중요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목
적이 무엇이든, 이들 애플리케이션은 조직의 업무에 있어서 중
요한 역할을 하며 최고 수준의 성능, 기능, 보안 및 가용성을 요
구합니다. 업무에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유형 및 규모의 기업이 IBM FlashSystem 9200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IBM FlashSystem 9200은 플래시 및 NVMe(Non-Volatile
Memory Express) 최적화 아키텍처를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
는 IBM FlashCore 기술, IBM Spectrum Virtualize의 풍부한 기
능 및 고가용성과 결합합니다. 이 강력한 새 스토리지 플랫폼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대용량 IBM FlashCore 모듈(FCM)을 인라인 하드웨어 압축,
데이터 보호 및 혁신적인 플래시 관리 기능과 함께 사용하거
나, 업계 표준 NVMe 드라이브 또는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
리(SCM) 드라이브와 함께 사용하는 옵션.

다양한 업계 선도적 데이터 서비스(예: 동적 계층화, IBM
FlashCopy 관리, 데이터 이동성 및 고성능 데이터 암호화
등)를 포함한 IBM Spectrum Virtualize의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기능.

중복 제거 및 하드웨어 가속 압축 기술을 포함한 혁신적 데
이터 정리 풀(DRP) 기술, SCSI UNMAP 지원 및 모든 씬 프로
비저닝, 복사본 관리, IBM Spectrum Virtualize 기반 스토리
지에서 기대하는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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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FlashSystem  9200

핵심적인 성능과 효율성

IBM FlashSystem 9200은 매우 효율적인 2랙 장치 섀시 안에 실제로 수 페타바이트의 데이터 스토
리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2.5인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폼 팩터에 패키지되고 NVMe 인
터페이스를 사용하는 IBM FlashCore 기술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FlashCore 모듈(FCM)은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강력한 인라인 하드웨어 가속 압축 기술을 제공하며 일관된 마이크로초 단위 대기
시간과 매우 높은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IBM FlashCore 기술은 새로운 38.4TB 모듈을 사용하여 더욱 향상된 스토리지 용량과 매우 높은 플
래시 밀도를 지원합니다. 또한 FCM은 전체 핫스왑 기능을 제공하며 FIPS 140-2 레벨 1 암호화와
IBM Security Key Lifecycle Manager의 중앙 집중식 키 관리 기능도 함께 지원합니다.

IBM FlashCore 모듈은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SCM) NVMe 드라이브 기술로 보완할 수 있습니
다. SCM 기술은 훨씬 낮은 대기 시간을 제공하며, FCM 드라이브와 결합하면 가장 까다로운 워크로
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BM FlashSystem은 완벽한 엔드 투 엔드 NVMe 지원을 위해 NVMe-oF(NVMe over Fabrics)를 통한
NVMe 고속 액세스 프로토콜 지원을 호환 가능한 호스트로 확장합니다. 시스템의 기존 NVMe 기능
과 결합하면 애플리케이션 성능과 비즈니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70마이크로초까지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IBM FlashSystem 아키텍처에 유연성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중 용량의 FCM, 업계 표준 NVMe 드
라이브 또는 SCM 드라이브를 선택하여 필요한 성능의 필요한 용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IBM
FlashSystem 9200R에는 어레이 내에서 이러한 모든 드라이브 유형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기능
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 표준 드라이브를 갖춘 FCM 또는 DRP 기술로 상시 사용 가능한 인라인 고
성능 데이터 압축 기능을 통해 랙 기반 IBM FlashSystem 9200R 솔루션의 유효 용량을 최대 32페타
바이트까지 제공하고 180GB/s 처리량과 1800만 IOPS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IBM FlashSystem 9200은 이중 캐니스터, 이중 전원 공급 장치 및 중복 냉각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
다. 시스템에는 4개의 Intel Cascade Lake CPU가 있으며 컨트롤러당 16개의 코어를 갖추고 있습니
다. 컨트롤러당 최대 1.5TB의 메모리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단일 2U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1테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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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이상의 메모리 및 수 페타바이트의 스토리지가 제공하는 성능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모두 NVMe 속도로 이동하여 가장 까다로운 실시간 분석 또는 AI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까지도 처
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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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멀티클라우드 및 컨테이너 기능

IBM Spectrum Virtualize는 모든 IBM FlashSystem 9200 솔루션에 대한 데이터 서비스 기초를 제
공합니다. 이 솔루션이 자랑하는 업계 최고의 기능으로는 500개가 넘는 IBM 및 비 IBM 이기종 스토
리지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는 광범위한 데이터 서비스, 자동화된 데이터 이동, 동기 및 비동기식
복사 서비스(사내 또는 공용 클라우드 중 하나로), 고가용성 구성, 스토리지 계층화 및 데이터 정리
기술 등이 있습니다. IBM FlashSystem 9200 솔루션은 광범위한 데이터 서비스 및 기능을 솔루션의
관리 하에서 500개 이상의 기존 외부 이기종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는 IBM Spectrum
Virtualize 기능 덕분에 IT 인프라 현대화와 전환 엔진으로 활용하여 자본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하면서
레거시 인프라의 투자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IBM FlashSystem 9200 어레이 내의 IBM Spectrum Virtualize 기술은 저장된 데이터 사본 수를 최
소화하기 위해 작동하는 블록 중복 제거를 포함하는 강력한 데이터 정리 풀 기능 및 애플리케이션 워
크로드 패턴 전반에 걸쳐 일관된 고성능 결과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가속 데이터 압축 기술을 제공합
니다. IBM FlashSystem 9200 DRP는 SCSI UNMAP 명령을 지원하므로 소프트웨어에서 스토리지의
부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스토리지 시스템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량은 풀로 반환
되어 다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더라도 스토
리지가 할당된 상태로 유지되어 용량이 낭비되었습니다.

IBM Spectrum Virtualize for Public Cloud는 IT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사내 구축 사설 클라
우드와 공용 클라우드 간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을 생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 스토리지 기반 데이터 복제 및 장애 복구, 로컬 스토리지와 IBM Cloud 간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특성 덕분에 IBM Spectrum
Virtualize를 사용하면 스토리지 유형에 상관없이 사내 구축 환경과 동일한 방식으로 클라우드 서비
스 제공업체의 사이트에서 스토리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사이버 복원력

시스템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면서 조직은 경계가 침범된 경우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
적인 보안 계층을 구축하는 "심층 방어" 보안 모드를 채택했습니다.

IBM FlashSystem 9200은 데이터 보호, 보안 및 고가용성을 최대화하여 사용자 오류, 악의적인 파
괴 또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가동 중단 및 재정 손실의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고급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변경 불가능한 스토리지, 클라우드 환경 또는 오프라인 WORM(Write Once Read Many) 테이
프 장치에 민감한 데이터 사본을 저장하면 물리적 격리 계층을 만들어 진정한 "에어 갭" 보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IBM FlashSystem은 사이버 공격을 효율적으로 예방, 탐지 및 대응할 수 있는 최신 데이터 보호 기능
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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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효율성

Easy Tier를 활용한 자동화 스토리지 계층화는 플래시 스토리지 또는 드라이브의 여러 계층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여 성능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Easy
Tier는 자동으로 보다 활성적인 데이터를 식별하여 해당 데이터를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및
FlashCore 모듈 등의 더욱 빠른 스토리지로 이동시킵니다. 이를 통해 조직은 가장 유용한 데이터에
플래시 스토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asy Tier는 지원되는 플래시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새로운
SCM 드라이브를 포함한 다른 스토리지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단일 디스크
시스템으로 제한된 계층화 시스템보다 플래시 스토리지에서 더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고급 복제

IBM FlashSystem 9200의 IBM Spectrum Virtualiz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관리자가 사용하는 스
토리지 유형에 관계없이 일관된 방식으로 작동되는 고급 네트워크 기반 복제 서비스의 단일 세트를
관리 중인 모든 시스템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IBM FlashSystem 9200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동기식 및 비동기식 데이터 통신을 통해
고가용성 및 데이터 복구를 제공하여 3개 사이트에서 볼륨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IBM FlashCopy 기능은 활성 데이터를 거의 즉시 복제(또는 "스냅샷")하므로 백업 용도로 또는 병렬
처리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256개의 데이터 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IBM Spectrum Protect Snapshot은 FlashCopy 로컬 복제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인지 스냅샷 백
업을 거의 즉각적으로 수행하지만 시스템(IBM DB2, Oracle, SAP, VMware, Microsoft SQL Server
또는 Microsoft Exchange) 데이터베이스 작동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IBM FlashSystem 9200은 원격 미러링을 지원하여 조직이 원격지에서 장애 복구용으로 데이
터 사본을 작성할 수 있게 합니다. 복제는 IBM Spectrum Virtualize 내장 시스템 간에 발생할 수 있으
며, 클라우드를 포함하여 지원되는 모든 스토리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VMware vCenter Site
Recovery Manager를 위한 지원으로 빠르게 장애 복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IP 복제를 위해, IBM Spectrum Virtualize는 혁신적인 Bridgeworks WANrockIT 기술을 사용해 네트
워크 대역폭 사용을 최적화하고 네트워킹 비용 절감 및 원격 복제 동시성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전송
중인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습니다.

고가용성

계획된 다운타임을 수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는 데이터 이동입니다. IBM FlashSystem
9200 내의 IBM Spectrum Virtualize 기술은 데이터를 스토리지 시스템 간에 또는 어레이 간에 이동
하는 동시에 데이터 액세스를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기능은 기존 스토리지를 새로운 스토리지
로 교체할 경우, 로드 밸런싱 작업을 수행할 경우 또는 계층화된 스토리지 인프라에서 디스크 드라
이브로부터 플래시 드라이브로 데이터를 이동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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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HyperSwap 기능은 3개의 데이터 센터에서 스토리지와 서버를 지원합니다. 이 구성에서 IBM
FlashSystem 솔루션은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자동 전환을 활용해 각 데이터 센터의 모든 서버에서 데
이터에 동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VMware vMotion 또는 IBM PowerVM Live Partition Mobility와 같
은 서버 데이터 이동성 기능과 결합했을 때 HyperSwap 기술은 최대 300km 떨어진 곳에서도 데이
터 센터 간의 무중단 스토리지 및 가상 시스템 이동성을 지원합니다.

간편한 관리

IBM Spectrum Virtualize를 사용하는 IBM FlashSystem 9200은 처음부터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
드 스토리지 환경을 간소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중앙 집중식 관리를 위해 최신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활용합니다. 관리자는 서로 다른 공급업체의 여러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단일 인터
페이스를 사용하여 일관된 방식으로 구성, 관리 및 서비스 작업을 수행하며, 관리를 대폭 간소화하
고 오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Microsoft System Center Operations Manager 및 VMware
vCenter를 지원하는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이러한 환경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
다. 인터페이스는 IBM Spectrum Storage 제품군 모두에서 일관되며, 관리자의 작업을 간편화하고
오류 위험을 줄이도록 도움을 줍니다.

가상화 및 컨테이너 지원

IBM FlashSystem 9200의 IBM Spectrum Virtualize는 PowerVM, Microsoft Hyper-V 및 VMware
vSphere, Kubernetes 및 Docker와 같은 서버 가상화 기술을 보완해 줍니다. 가상화된 서버 프로비
저닝과 마찬가지로, IBM FlashSystem 9200을 사용한 용량 프로비저닝도 거의 자동화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컨테이너는 임의의 환경에서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애플리케이션에 랩핑하는 오픈 소스 기
술입니다. 컨테이너화는 사설, 공용 클라우드 및 DevOps로 유연하게 워크로드를 제공하는 핵심 기
반 기술입니다. IBM FlashSystem 9200은 Red Hat OpenShift 및 Kubernetes 컨테이너 환경을 지원
하므로 Red Hat 및 IBM이 인증한 IBM 블록 스토리지 CSI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영구 볼륨의 배치를
가속화합니다.

AI 지원 스토리지 가시성, 통찰력 및 통제력

IBM Storage Insights 및 Storage Insights Pro는 다음과 같이 IBM FlashSystem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시스템 분석 및 최적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든 블록 스토리지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단일 대시보드

보다 많은 정보에 입각하여 더 나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약 2300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수집된 시스템 정보

현재 관리되는 스토리지에 보관된 2엑사바이트 이상의 지식을 활용하여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기 전
에 문제점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AI 지원 분석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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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필요한 경우 손쉽게 티켓을 열고 로그 정보를 업로드하고 열린 티켓을 볼 수 있는 기능

IBM 전문가들이 티켓을 빨리 처리하도록 상세한 구성 데이터 제공.

IBM Cloud의 서비스로서 무료로 제공되는 Storage Insights는 설치가 쉽고 빠르며 지속적인 소프트
웨어 유지 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IBM Storage Insights Pro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다 자세
한 정보와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신 있게 배치

IBM FlashSystem 9200 구입, 배치 및 운영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IBM은 통틀어 IBM
FlashWatch라고 부르는 프로그램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 제품군에는 고가용성, 데이터
정리 및 플래시 내구성 보증, 올인클루시브 라이선스, 포괄적인 관리 및 클라우드 기반 분석, 클라우
드와 유사한 유틸리티 가격, 스토리지 업그레이드 옵션, 처음 90일 동안의 무료 데이터 마이그레이
션 등이 포함됩니다. IBM FlashWatch는 Storage Made Simple 개념에 의해 구동되며 IBM 스토리지
솔루션의 구매, 소유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를 위해 간소화된 스토리지

IBM FlashSystem 9200 솔루션은 전체적인 21세기 데이터 스토리지 요건을 해결하는 단일 플랫폼
을 제공합니다. NVMe 기반 올 플래시 성능 및 IBM FlashCore 안정성부터 쉬운 통합과 거의 무제한
의 확장성 그리고 기존 시스템을 전환하고 현대화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IBM
FlashSystem 9200은 스토리지를 간소화하고 비즈니스 생산성을 가속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BM FlashSystem 9200 at a glance

Models • Control enclosures 9848-AG8, UG8
• Expansion enclosures AFF, A9F

Clustering Up to 4 FlashSystem 9200 control enclosures can be clustered and operated as a single
system.

Software • IBM Spectrum Virtualize
• IBM Storage Insights

Host Interface Per control enclosure:
• Up to 24 x 16 Gbps Fibre Channel (FC, NVMeoF)
• Up to 24 x 32 Gbps Fibre Channel (FC, NVMeoF)
• 8 x 10 Gbps Ethernet (iSCSI)
• Up to 12 x 25 Gbps (iSCSI, iSER - iWARP, RoCE)

User Interface  GUI, CLI, REST API

Maximum drives supported • 24 NVMe drives per control enclosure
• 24 2.5" SAS drives per AFF expansion enclosure
• 92 2.5" SAS drives per A9F expansion enclosure
• Up to a maximum of 760 SAS drives in expansion enclosures per control enclosure

Supported NVMe drives FlashCore Modules
• 4.8 TB, 9.6 TB, 19.2 TB and 38.4 TB with hardware compression
Storage Class Memory (SCM)
• 375 GB, 750 GB, 800 GB, 1.6 TB
Industry-standard NVMe
• 800 GB, 1.92 TB, 3.84 TB, 7.68 TB and 15.36 TB

Supported SAS drives 2.5-Inch SAS SSD 1.6 TB, 1.92 TB, 3,84 TB, 7.68 TB, 15.36 TB and 30.72 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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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levels DRAID 5 and 6 with dynamic DRAID expansion and TRAID 1 and 10

Max IOPS (4K read hit)  4.5 million

Minimum latency (4K read hit)  <70 μs

Maximum IOPS (4K read miss)  1.2 million

Maximum bandwidth (256KB read
miss)

 45 GB/s

Core per control enclosure  Four 16-core processors per control enclosure

Cache per control enclosure  From 256 GB up to 1,536 GB per control enclosure

Fans and Power Supplies  Fully redundant, Hot Swappable

Rack Support  Standard 19-Inch

Advanced features •  Data reduction via thin provisioning, UNMAP, Compression and deduplication
•  Data-at-rest AES-XTS 256 encryption
•  Easy Tier
•  Data migration
•  External virtualization

Replication features •  Flashcopy
•  Metro Mirror (synchronous)
•  Global Mirror (asynchronous)
•  Global Mirror with change volumes
•  3 sites replication
•  Hyperswap (high availability)

Additional available advanced
features

•  IBM Storage Insights Pro
•  IBM Spectrum Virtualize for Public Cloud
•  IBM Spectrum Control
•  IBM Spectrum Protect Snapshot

Warranty  9846 Hardware Warranty:
•  1-year limited warranty
•  IBM installation
•  24 x 7 on-site support
•  Service upgrades available
9848 Hardware Warranty
•  3-year limited warranty
•  IBM installation
•  24 x 7 on-site support
•  Enterprise-Class Support
    ⚬ Technical Advisor
    ⚬ Enhanced response times for sev.1
    ⚬ 6 FlashSystem 9200 code upgrades
 Software Warranty
• 1-year software maintenance
• Software maintenance extensions available

Dimensions  Control enclosures
•  Width: 483 mm (19.0 in.)
•  Depth: 850 mm (33.5 in.)
•  Height:  88 mm (3.5 in.)

Weight  Fully configured 9200 control enclosure (24 drive modules installed): 46.6 kg (102.5 lb)

Supported systems For a list of currently supported servers, operating systems, host bus adapters,
clustering applications and SAN switches and directors, refer to the IBM System Storage
Interoperation Center:
https://www.ibm.com/systems/support/storage/ssic/interoperability.wss

Independent software vendor
(ISV) solutions

For a list of high-quality solutions with our partner ISVs, including access to solution
briefs and white papers, refer to the ISV Solutions Resource Library:
https://www.ibm.com/partnerworld/wps/pub/systems/whyibm/programs

https://www.ibm.com/systems/support/storage/ssic/interoperability.wss
https://www.ibm.com/partnerworld/wps/pub/systems/whyibm/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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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IBM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광범
위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여 조직이 IT 인프라
요구사항을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여기에는 상시 사용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스토리지 및 장애 복구를 지원하는 강력
한 데이터 스토리지 솔루션이 포함됩니다. 기
업은 변화가 필요하므로 IBM 솔루션은 분석부
터 다중 사이트 백업, 거의 즉각적인 복구에 이
르기까지 새로운 사용 사례 또는 접근 방식의
상호 운용성 및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IBM과 함께 조직은 원활한 운영 및 규제 준수
에 중요한 작업을 지원하는 유연하고 견고하며
탄력적인 스토리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
다.

혁신적인 기술과 개방형 표준 및 광범위한 소
프트웨어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에 기반을 둔
고성능 하드웨어는 IBM 스토리지 솔루션을 고
려하는 몇 가지 이유에 불과합니다. IBM은 업
계 최고의 스토리지 제품, 기술, 서비스, 솔루션
을 제공하며 다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
급업체와 거래 시에도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IBM의 인정받는 업계 리더십이
뒷받침된 덕분입니다.

추가 정보

FlashSystem 데이터 시스템 제품군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IBM 담당자나 IBM
비즈니스 파트너사에 문의하거나 다음 웹사이
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ibm.com/it-infrastructure/stora
ge/flash

또한 IBM Global Financing에서는다양한 지불
옵션을 제공하여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데 필
요한기술을 획득하도록 지원합니다. 전체 수명
주기에서IT 제품 및 서비스의획득에서 폐기까
지 관리합니다. 자세한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ibm.com/financing/flash

https://www.ibm.com/it-infrastructure/storage/flash
https://www.ibm.com/it-infrastructure/storage/flash
https://www.ibm.com/financing/f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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