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손실 발생 전에 하드 드라이브 장애를 예측할 수 있
는 비즈니스 디바이스용 지원 패키지에 투자 
Dell ProSupport Plus용 예측 툴이 자동으로 Dell 노트북에서 하드 드라이
브 장애 발생 감지
하드웨어 장애를 자동으로 예측한다고 주장하는 비즈니스 계층 지원 서비스에는 최소 3개가 있으며, 
여기에는 HP TechPulse 분석 기반 HP DaaS(HP Device as a Service), Lenovo Device Intelligence, 
Dell ProSupport Plus가 포함된다. 이러한 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위해 Principled Technologies는 아
래의 머신에 장애가 발생한 하드 드라이브를 설치했다.

• Dell™ Inspiron™ 13 5368 노트북 

• HP ProBook 640 G5 

• Lenovo® ThinkPad® L15

본 테스트를 통해 Principled Technologies는 Dell 노트북의 예측 소프트웨어만 하드 드라이브 장
애를 식별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HP TechPulse는 일주일 동안 HP ProBook 640 노트북을 실행
한 후에도 하드 드라이브를 감지하지 못했다. Lenovo의 경우 영업 담당자가 전화상으로 서비스 구
입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Lenovo Device Intelligence를 구입하는 데 문제가 발생해 Lenovo 
ThinkPad L15에서 해당 서비스를 테스트하지 못했다.

데이터 손실 발생 전에 하드 드라이브 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비즈니스 디바이스용 지원 패키지에 투자 2021년 6월  

Principled Technologies 보고서: 실무 테스팅. 실제 사례 결과.

http://www.principledtechnologies.com


테스트 방법
테스트는 임박한 장애가 있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기서 '임박한 장애가 있
다'는 것은 성능 저하(예상 로딩 시간보다 느림)와 정상 작동 중에 예상치 못한 긁힘/딸깍 소음이 관
찰되었다는 의미이며, 결정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장애는 복구할 수 없다. 각 공급업체의 소프트웨
어가 장애 상태를 사전에 감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동일한 하드 드라이브를 3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에 설치했다.*  

Dell Inspiron 13 5368 노트북의 Dell ProSupport Plus

ProSupport Plus와 같은 Dell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예측 소프트웨어인 SupportAssist는 Dell 노트북에서 하
드 드라이브 장애를 자동으로 감지했다. Dell 소프트웨어는 드라이브 삽입 후 부팅한 다음 업데이트를 실행하고 
예측 툴을 실행한지 1시간 이내에 드라이브에 임박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Principled Technologies
는 본 테스트 수행 시 ProSupport Plus에 대한 비용은 지불했지만 디바이스를 등록하지는 않았는데(지원 구독
을 활성화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장애 감지 후 취할 조치가 아니라 드라이브 장애를 감지하는 서비스의 기능
만 테스트했기 때문이다. Dell에 따르면 ProSupport Plus에 디바이스를 등록했을 경우 소프트웨어에서 하드 드
라이브 장애에 대한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고 Dell에 지원 티켓을 제출하게 된다. Principled Technologies는 이
전에 이 주장을 확인한 바 있으나 이 연구에서 이 기능을 테스트하지는 않았다. Dell ProSupport Plus에 대한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예측 소프트웨어가 하드 드라이브 장애에 대한 지원 티켓을 자동으로 생성했다. 자세
한 내용은 보고서 전문(https://www.principledtechnologies.com/Dell/ProSupport-Plus-comparison-0620.
pdf)에서 확인 가능하다.

HP ProBook 640 G5의 HP TechPulse

HP TechPulse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임박한 장애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다. 드라이브 삽입 후 시스
템을 부팅하고 시스템 업데이트를 실행한 다음,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매일 자동으로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HP 
DaaS 플랫폼에 보고하는 HP TechPulse에 솔루션을 등록했다. 일주일 동안 시스템을 실행한 후에도 HP DaaS 콘
솔에는 하드 드라이브 알림이 표시되지 않았다. 이 상황으로 미루어 이 서비스가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감지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Lenovo ThinkPad L15의 Lenovo Device Intelligence

Device Intelligence 소프트웨어가 드라이브 장애와 같은 하드웨어 문제를 사전 예방적으로 예측한다는 Lenovo
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Principled Technologies는 Lenovo Device Intelligence 소프트웨어 구입을 시도했지
만, 구입을 문의했던 Lenovo 영업팀이 소프트웨어와 이를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결국 Lenovo 
Device Intelligence는 약 1,000개 규모로 대량 주문한 엔터프라이즈 고객에게만 제공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Lenovo Device Intelligence의 하드 디스크 장애 감지 기능을 테스트할 수 없었다.

모든 Lenovo 디바이스에는 디바이스 진단을 실행할 수 있다고 알려진 Lenovo Vantage가 함께 제공된다. 
Principled Technologies는 Lenovo Vantage 하드웨어 검사를 실행하여 이 소프트웨어가 하드 드라이브 장애를 
감지하는지 확인했다. 목표로 삼은 디스크 읽기 테스트 중에 하드웨어 검사가 실패했고 Vantage는 "불량 섹터 
복구" 작업을 수행할 것을 권장했다. 섹터 복구 툴 실행 후 오류는 사라졌지만, 디스크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
므로 하드 드라이브는 복구할 수 없는 임박한 장애 상태로 남았다.

*참고: 테스트는 특정 장애가 있는 드라이브 하나에서만 실시했으며, 사용된 드라이브가 모든 물리적 하드 드라이브 장애를 대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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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술은 완벽하지 않으며 디바이스에 장애가 발생하면 기업은 하드웨어 공급업체에 의존해 문제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다수의 공급업체가 자사의 지원 소프트웨어가 하드 드라이브 장애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다고 주장
하지만 Dell, HP 및 Lenovo의 서비스를 비교 테스트해 본 결과 SupportAssist를 사용하는 Dell ProSupport Plus에만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Dell ProSupport Plus with SupportAssist는 Dell 노트북에서 하드 드라이브 장애를 자동으로 감지한 후 알림
을 보내고 Dell에 클레임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다. 이전 테스트를 통해 ProSupport Plus
에 Dell에 지원 티켓을 자동으로 제출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 기능을 테
스트하지 않았다. HP TechPulse는 HP 디바이스에서 하드 드라이브 장애를 감지하지 못했고, Lenovo 
Device Intelligence의 경우 최소 1,000개의 등록된 디바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Lenovo 노트북에서
는 해당하는 Lenovo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없었다. 각 Lenovo 디바이스와 함께 제공되는 표준 진단 
소프트웨어가 하드 드라이브의 문제를 감지한다고 주장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
하지 않은 조치를 제안했으며 해당 조치를 취한 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비즈니스 디바이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드웨어 문제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여기서는 가능한 시나리오 하
나만 테스트했다. 따라서 서비스 및 하드웨어 문제에 따라 환경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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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테스트는 2021년 2월 13일에 완료되었으며, 테스트에 사용된 임박한 장애가 있는 하드 드라이브는 Dell이 제공했
다. 테스트 중에 적절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을 확인했고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를 적용했다. 또한 이 보고서의 
결과에는 2021년 1월 4일 또는 그 이전에 완료된 구성이 반영되므로, 해당 구성은 이 보고서가 표시될 때 사용 가능한 
최신 버전이 아닐 수 있다. 

결과
본 보고서에서 성과를 측정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facts.pt/calculating-and-highlighting-wi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 문서에 요약된 규칙과 원칙을 따랐다.

Table 1: 테스트 결과

모델 지원 솔루션 하드 드라이브 장애 감지 후 사용자에게 알림을 
표시했는가?

Dell Inspiron 13 5368 Dell ProSupport Plus with SupportAssist 예

HP ProBook 640 G5 HP TechPulse 분석 기반 HP DaaS 아니요

Lenovo® ThinkPad® L15 Lenovo Device Intelligence 테스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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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정보

Table 2: 테스트 대상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정보.

시스템 구성 정보 Dell Inspiron 13 5368 HP Probook 640 G5 Lenovo ThinkPad L15 Gen 1

프로세서

공급업체 인텔® 인텔 인텔

모델 번호 코어™ i5-8250U 코어 i5-8365U 코어 i5-10210U

코어 주파수(GHz) 1.6~3.4 1.6~4.1 1.6~4.2

캐시(MB) 6 6 6

메모리

용량(GB) 8 4 8

유형 DDR4 DDR4 DDR4

속도(MHz) 2,400 2,666 2,666

그래픽

공급업체 인텔 인텔 인텔

모델 번호 UHD 그래픽 UHD 그래픽 UHD 그래픽

스토리지

공급업체 Western Digital Western Digital Western Digital

모델 번호 WD20SPZX WD20SPZX WD20SPZX

용량(TB) 1 1 1.8

유형 5,400개 스핀들 5,400개 스핀들 5,400개 스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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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방법

Dell ProSupport Plus with SupportAssist 테스트

다음 단계를 완료하기 전에 Dell Inspiron 13 5368 노트북에 ProSupport Plus 사용 권한이 있고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했다. 
Windows 업데이트를 실행하고 모든 드라이버가 다운로드되었는지 확인했다. 디스플레이가 꺼지지 않고 컴퓨터가 절전 모드로 전환되지 않도록 
Windows 전원을 설정했다.

SupportAssist 설치 방법
1. https://downloads.dell.com/serviceability/catalog/SupportAssistInstaller.exe에서 SupportAssist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다.
2. SupportAssist 실행 파일을 실행한다.
3. 설치 마법사에서 실행을 클릭한다.
4. SupportAssist를 시작한다.
5. SupportAssist를 닫는다.
6. 시스템을 재시작한다.

SupportAssist 테스트 방법
30분 이내에 Dell SupportAssist가 Windows 알림에 하드 드라이브 문제를 감지했다는 경고를 표시했다. 그런 다음 서비스 인텔리전스 문제 해결 
화면에도 경고가 표시되었는지 확인했다.

TechPulse 기반 HP DaaS(HP Device as a Service) 테스트

다음 단계를 완료하기 전에 HP ProBook 640 G5 노트북에 장애가 발생한 하드 드라이브를 설치했다. Windows 업데이트를 실행하고 모든 드라이
버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했다. 디스플레이가 꺼지지 않고 컴퓨터가 절전 모드로 전환되지 않도록 Windows 전원을 설정했다.

HP TechPulse 구성 방법
적절한 수의 HP DaaS with TechPulse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후 시작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았다. 시작 링크를 클릭한 후 다음 프로세
스에 따라 계정을 설정했다.

1. Company Information 화면에 회사의 정보를 입력한 후 Next를 클릭한다. 
2. IT Administrator 화면에 IT 관리자의 정보를 입력한 후 Next를 클릭한다.
3. Add Users 화면에 사용자의 이메일을 추가한다. 본 테스트에서는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Skip을 클릭했다.
4. Channel Partner 화면에 채널 파트너의 정보를 입력한다. 본 테스트에서는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Skip을 클릭했다.
5. Secure your device 화면에 HP DaaS Proactive Security 구독 키를 입력하고 Next를 클릭한다. 
6. Account Setup Completed 화면에서 계정 설정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회사 PIN을 가져오는 방법
1. 자격 증명을 사용해 https://www.hpdaas.com/에 로그인한다. 
2. SettingsPreferences Company Wide PIN에서 회사 PIN을 복사한다.

다운로드, 설치 및 HP DaaS에 노트북을 등록하는 방법
1. https://www.hpdaas.com/software에서 HP TechPulse Windows Application setup.exe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2. 로컬 시스템에서 setup.exe 파일을 실행한다.
3. Welcome 화면이 표시되면 Next를 클릭한다.
4. License agreement 화면에서 약관에 동의하는 확인란을 선택하고 Install을 클릭한다. 설치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때 

Microsoft Visual C++ 2015 재배포 가능 패키지(x86)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경우 설치된다.
5. 설치가 완료되면 Close를 클릭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Enroll 화면이 열린다. 
6. Enroll 화면에서 디바이스 소유자로 Company를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한다.
7. 회사 PIN을 입력하고 Enroll을 클릭한다. 회사 PIN은 HP DaaS 콘솔에서 찾을 수 있다.
8. 시스템을 재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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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d Technologies는 Principled Technologies, Inc.의 등록 상표이다.
다른 모든 제품 이름은 해당 소유자의 상표이다.

보증 부인, 책임의 제한:
Principled Technologies, Inc.는 테스트의 정확성 및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Principled Technologies, Inc.는 특정 목적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인 보증을 비롯하여 테스트 결과 및 분석, 정확성, 완전성 또는 품질과 관련한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증도 부인한다. 테스트 결과를 사용하는 모든 개인 또
는 법인은 모든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며, 테스트 절차 또는 결과에서 주장되는 오류 또는 결함으로 인해 손실 또는 손해 배상 청구가 발생할 경우 Principled Technologies, 
Inc.와 그 직원 및 수급 사업자가 그에 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Principled Technologies, Inc.는 어떠한 경우에도 테스트와 관련된 직접적, 간접적, 부수적 또는 파생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이러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
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직접적 손해를 포함하여 Principled Technologies, Inc.가 부담하는 책임은 Principled Technologies, Inc.의 테스트와 관
련하여 지불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유일한 구제책은 여기에 설명된 내용에 국한된다.

이 프로젝트는 Dell Technologies의 의뢰로 수행되었다.

Principled
Technologies®

Facts matter.®Principled
Technologies®

Facts matter.®

예측 드라이브 장애 기능 테스트
HP TechPulse의 시스템 아이콘이 작업 표시줄에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HPDaaS 디바이스 목록에서 시스템이 등록되고 감지되는지 확인한다. 높은 
메모리 활용도 및 예상치 못한 OS 충돌/재부팅에 대한 테스트 알림을 생성하여 알림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디바이스를 하루 동안 유휴 
상태로 둔 다음, 일주일 동안 디바이스에서 IOmeter를 사용하여 소규모 혼합 IO 워크로드를 실행했다. 해당 기간 동안 HP DaaS는 장애가 발생한 
하드 드라이브에 대한 알림을 생성하지 않았다.

Lenovo Device Intelligence 테스트 시도

Lenovo ThinkPad L15 시스템에서 Lenovo Device Intelligence 테스트를 시도했지만, 결국 테스트를 실시할 수 없었다. LDI(Lenovo Device 
Intelligence)를 구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지만, 구입을 문의했던 Lenovo 영업 담당자가 서비스와 이를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 거의 알
지 못했다. 결국 LDI에 대해 알고 있는 영업 담당자를 찾아 Lenovo 시스템을 구입했고 해당 영업 담당자는 구입한 시스템에 LDI가 포함되었다고 확
인해 주었다. 그러나 LDI는 1,000개 이상의 시스템을 구입한 고객에게만 제공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따라서 LDI를 테스트할 수 없었다.

데이터 손실 발생 전에 하드 드라이브 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비즈니스 디바이스용 지원 패키지에 투자  2021년 6월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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