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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기업이 혁신, 사고 및 속도 측면에서 경쟁업체보다 앞선 경쟁 우위를 선점하려면 적절한 툴을 갖춰야 한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수동 프로세스가 필요한 기존의 분산된 데이터 센터 기술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한 

아키텍처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고 디지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 

대신, 증가하는 IT 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을 통합하면 귀중한 IT 리소스를 절감해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디지털 혁신 

이니셔티브에 투입할 수 있다.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데 이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플래시 스토리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플래시를 

사용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NVMe, NVMe-oF(NVMe over Fabric), SCM(Storage Class Memory) 같은 

새로운 기술은 플래시의 이점을 더욱 확대해 I/O 지연 시간을 대폭 줄이고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실시간 분석 같은 차세대 애플리케이션의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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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이라는 3가지 첨단 기술이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하이엔드 데이터 스토리지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각 기술은 I/O 지연 시간을 대폭 감소시킨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의 혁신을 추진하는 조직에서는 성능만을 최종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뛰어난 성능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스토리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모든 워크로드를 지능적으로 처리하고 예측 불가능한 

수요에 맞춰 확장되며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Dell EMC PowerMax는 이 같은 모던 

스토리지 아키텍처의 인상적인 예로서, NVMe의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혁신적인 효율성 향상이라는 이점과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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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은 플래시의 이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CPU, GPU,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비롯한 모던 

인프라스트럭처의 활용도를 극대화한다. 

그런데 이미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복잡한 데이터 센터에 단지 초고속 플랫폼 사일로를 추가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며 비용과 관리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디지털 혁신 이니셔티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스토리지 플랫폼이 빠른 성능뿐 아니라 통합된 인텔리전스 및 자동화 기능과 성능 저하 없이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데이터 스토리지 업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공급업체 중 하나인 Dell EMC는 이러한 기술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Dell EMC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고객과 잠재 고객이 적절한 방법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완벽한 NVMe에 기반하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Dell EMC PowerMax 스토리지 

시스템은 이러한 노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미래 스토리지의 기반이 되는 NVMe 와 SCM 

앞서 언급했듯이 상당히 새로운 기술인 NVMe, NVMe-oF 및 SCM은 IT 조직에서 스토리지 인프라스트럭처를 

새로운 차원으로 현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요 기술이다. 

• NVMe(Non-Volatile Memory Express)는 PCIe(PCI Express) 버스 또는 스위치를 통해 연결되는 비휘발성 

스토리지 미디어에 액세스하는 개방형 논리 디바이스 인터페이스로서, 호스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최신 SSD(Solid State Disk) 및 멀티 코어 인텔 제온 프로세서에서 가능한 병렬 처리 수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2012년에 처음 릴리즈된 NVMe 규격은 90여 개의 기업을 대표하는 NVM 

Express Workgroup에서 개발되었고 EMC도 초기 멤버 중 하나였다. 이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인텔은 자사 

최초의 NVMe 제품을 발표했다.  NVMe를 사용한 최초의 제품은 소비자용 PC였고, 그 다음에 상용 등급 

서버가 출시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엔터프라이즈급 이중 포트 NVMe 스토리지 솔루션이 출시되었다. 

스토리지 의사 결정권자는 NVMe 기술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ESG 설문조사에 참가한 IT 

관리자의 79%는 NVMe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NVMe가 기존 SAS 또는 SATA 연결 솔리드 

스테이트 플래시 스토리지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1 

• NVMe-oF 는 PCIe 버스 또는 스위치를 통해 직접 연결되는 NVMe와는 다르게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디바이스와 연결된다. 따라서 FC, TCP/IP 또는 InfiniBand 같은 다양한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원격 직접 메모리 액세스를 통해 특정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에 연결된 블록 

스토리지에 액세스할 수 있다. 광범위한 NVMe-oF 표준이 2016년에 발표되었고, 올해 초에는 FCIA(Fibre 

Channel Industry Association)에서 FC-NVMe(NVMe-oF over Fibre Channel)에 대한 업계 표준이 

                                                           
1 출처: ESG Master Survey Results, 2017 General Storage Trends, 2017 년 11월. 

https://www.dellemc.com/ko-kr/index.htm
https://www.dellemc.com/ko-kr/index.htm
https://www.dellemc.com/ko-kr/storage/powermax.htm
https://www.dellemc.com/ko-kr/storage/powermax.htm
https://research.esg-global.com/reportaction/msr2017GeneralStorageTrends/Toc
https://research.esg-global.com/reportaction/msr2017GeneralStorageTrends/Toc


 Solution Showcase: 비즈니스 측면에서 본 Dell EMC PowerMax의 가치 3  

© 2019 by The Enterprise Strategy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발표되었다. 또한 여러 Fibre Channel 상호 연결(즉, HBA 및 스위치) 공급업체는 자사의 현세대 제품이 

NVMe-oF(FC-NVMe)를 지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SCM 은 플래시가 회전식 디스크의 차세대 미디어였듯이 플래시의 뒤를 잇는 진정한 차세대 미디어이다. 

SCM은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과 유사한 빠른 속도와 더불어 NAND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용량, 경제성 및 지속성을 갖춘 미디어에 대한 IT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탄생한 기술로, 

DRAM보다는 약간 느리지만 DRAM과 달리 스토리지의 전원이 꺼진 후에도 저장된 데이터가 유지된다. 

SCM은 최근 몇 년 사이 나타난 가장 획기적이고 영향력이 큰 스토리지 혁신 기술 중 하나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Dell EMC PowerMax 

PowerMax 아키텍처는 수많은 뛰어난 특성을 자랑한다. 멀티 컨트롤러 아키텍처를 통해 스케일 아웃 및 스케일 

업이 가능하고, NVMe를 완벽하게 활용하며, 복구 성능이 우수해 99.9999% 이상의 가용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라인 글로벌 중복 제거, 압축 및 SRDF 복제를 지원할 수 있다. 하나의 시스템에 블록, 파일, 

메인프레임 및 IBM i 데이터를 통합하는 기능 덕분에 PowerMax는 운영 또한 간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스토리지에는 내장된 실시간 머신 러닝 엔진, CloudIQ를 사용한 클라우드 기반 분석 모니터링, 컨트롤러 기반의 

저장된 데이터 암호화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아울러 Dell EMC는 원활한 마이그레이션과 운영 중단 없는 

업그레이드를 비롯한 투자 보호 기능도 제공한다. 

PowerMax와 Dell EMC의 이전 세대 플래그십 스토리지 제품 간에는 몇 가지 아키텍처상의 차이점이 있다. 

PowerMax의 경우 NVMe 플래시 드라이브가 스토리지 용량의 대부분을 제공하며, SCM이 가장 짧은 지연 

시간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 PowerMax 시스템은 내장된 머신 러닝 엔진을 통해 예측 분석 및 

패턴 인식 기능을 활용하여 I/O 프로파일에 따라 데이터를 적절한 미디어에 자동으로 배치한다. PowerMax는 

FC-NVMe 접속 구성과도 함께 제공된다.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스토리지 

이 시장에 초기에 진입한 다른 NVMe 스토리지들은 PowerMax와 달리 부족한 점들이 있다. 

일부 공급업체는 자사 스토리지의 고성능 캐시 경로에만 NVMe를 사용함으로써 NVMe의 가치가 제한되고 

있고, 일부는 상용 하드웨어에 최소한의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만 추가함으로써 성능은 빠르지만 스냅샷 또는 

복제와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NVMe 기반 제품을 더 빠르게 출시하기 위해 

독점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 공급업체도 있다.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 적절한 전략적 결정일 수 있으나 향후에 

새로운 미디어 유형을 사용하여 스토리지를 혁신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모든 접근 방식에는 복잡성과 관련된 문제가 따랐다. 모든 경우에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별도의 스토리지 사일로가 형성되었다. Dell EMC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다. PowerMax는 멀티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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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 아웃 아키텍처 및 완벽한 NVMe(NVMe-oF, 이중 포트 NVMe 기반 드라이브, NVMe 기반 DAE)를 갖추고 

최첨단 업계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하므로 업계에서 유일하게 성능 저하 없이 NVMe를 제공한다. 

PowerMax는 PowerMaxOS를 실행하는 두 가지 새로운 모델로 제공된다. 

• PowerMax 2000 - 미션 크리티컬하고 성능이 중요한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초고집적 데이터 스토리지 

플랫폼 

• PowerMax 8000 -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통합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오픈 시스템 및 

메인프레임 블록과 파일 워크로드를 혼합할 수 있다. 

두 가지 모델 모두 사용 편의성을 위해 간소화된 어플라이언스 기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제공한다. Essentials 

소프트웨어 패키지에는 SnapVX, 운영 중단 없는 마이그레이션 툴, QoS, 압축, 중복 제거 및 iCDM 

Basic(AppSync, 고급 복제본 관리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며, Pro 패키지에는 여기에 SRDF, eNAS, 

D@RE(Data at Rest Encryption), PowerPath, iCDM Advanced(AppSync) 및 SRM이 추가돼 있다. RecoverPoint 

및 PowerProtect Storage Direct는 옵션으로 제공된다. 

주요 기술적 차별화 요소 

완벽한 NVMe 기반 스케일 아웃 아키텍처 

PowerMax의 성능 수치는 탁월하다. Dell EMC에 따르면, PowerMax는 최대 

1,500만 IOPS와 초당 350GB의 속도 그리고 이전 세대인 VMAX All Flash 

시스템보다 3배 높은 성능 집적도와 최대 50% 뛰어난 응답 시간을 제공한다. 

PowerMax는 페더레이션된 클러스터와 달리 16개 컨트롤러 모두에 걸친 글로벌 

메모리 및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기능을 갖춘 진정한 스케일 아웃 아키텍처를 

자랑한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처음에는 13TB의 소규모로 구축한 후 요구 사항에 

맞춰 확장할 수 있다. 

PowerMax는 브랜드가 다르지만 VMAX 기술을 활용한다. 전반적으로 Dell EMC 

엔지니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을 전격 변경하고 

개선했다. 즉, (1) 획기적으로 향상된 성능을 실현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2) SCM 

및 NVMe-oF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아키텍처를 구축했다. 

인공 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스토리지 

PowerMax는 내장된 머신 러닝 엔진을 통해(그림 1 참조) 예측 분석 및 패턴 인식 기능을 활용하여 I/O 

프로파일에 따라 데이터를 적절한 미디어에 자동으로 배치한다. 

Dell EMC PowerMax 

• 최대 4PB 및 256 개 

프런트엔드 포트로 스케일 업 

• 최대 8 개의 PowerMax 

Brick 으로 스케일 아웃 

• 99.9999% 이상의 가용성 

• 최대 1,500 만 

IOPS(PowerMax 8000) 및 

최대 270 만 IOPS(PowerMax 

2000) 

• 상면당 750 만 IOPS 

• 유닛당 18 만 7 천 IOPS 

• 머신 러닝 엔진 기본 제공 

• Dell EMC Future-Proof 

Loyalty Program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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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owerMax 머신 러닝 

 

출처: Dell EMC 

Dell EMC는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테스트를 실행한 결과, 일반적인 200TB PowerMax 스토리지 한 대가 

4,000만 데이터 세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예측하여 매일 다음에 대한 60억 건의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ESG에 알렸다. 

• 데이터를 배치할 위치 

• 압축하거나 중복 제거할 데이터 

• 더 많은 성능이 필요한 QoS 서비스 수준 

자동 I/O 인식 및 데이터 배치 인텔리전스를 통해 PowerMax는 추가 오버헤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성능을 

극대화한다. 이 같은 수준의 AI 기반 상세 분석은 제품에 기본적으로 설계된 완벽한 NVMe 기반 아키텍처와 

단축된 지연 시간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주목할 점으로, 이 공급업체는 CloudIQ를 통한 클라우드 기반 모니터링 및 스토리지 분석 기능을 이제 

하이엔드 하드웨어에 포함하고 있다. 이전에는 Dell EMC의 미드레인지 스토리지에서만 CloudIQ를 사용할 수 

있었다. CloudIQ는 스토리지 시스템의 상태에 대한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 가치가 있다. 

CloudIQ의 지능적이고 포괄적인 예측 분석 기능을 통해 전반적인 상태를 사전 예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하여 IT 조직에서 스토리지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관리자가 웹 인터페이스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어디서나 액세스할 수 있는 이러한 분석 기능을 활용하면 스토리지 관련 TCO(Total Cost of 

Ownership)를 절감하는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CloudIQ의 모니터링 기능은 현재 이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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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조직에서 가동 시간 증대, 성능 향상, 데이터 보호 향상, 효과적인 구성 및 용량 계획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CloudIQ는 PowerMax 스토리지에 무료로 포함되어 있다. 

엔터프라이즈 Tier-0 데이터 서비스 

VMAX의 유산을 토대로 탄생한 PowerMax는 다양한 엔터프라이즈급 Tier-0 기능을 제공한다. SnapVX, SRDF 

및 ProtectPoint를 통해 미션 크리티컬 데이터 보호 기능과 복구 성능을 제공하며, 복제본 데이터 관리 기능인 

AppSync가 다른 Dell EMC 스토리지 시스템과 통합되어 PowerMax의 데이터 보호 기능을 확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테스트/개발, 분석 등으로 데이터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PowerMax는 eNAS(Embedded NAS), 

저장된 데이터 암호화, 운영 중단 없는 업그레이드, 원활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99.9999% 이상의 가용성 및 

서비스 수준 기반의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전사적인 워크로드 통합을 한층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Dell EMC의 PowerMax에는 하드웨어에 최적화되어 성능 저하를 유발하지 않는 인라인 글로벌 중복 

제거 및 향상된 압축 기능을 비롯하여 뛰어난 효율성 향상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PowerMax의 데이터 감소 

기술은 세분화된 제어 기능을 통해 애플리케이션별로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으며 모든 PowerMax 

데이터 서비스와 통합된다. 따라서 데이터 보호 기능과 같은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할 때 성능에 미치는 영향 없이 

데이터가 최적화된 형태로 이동 또는 저장되므로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Future-Proof Loyalty Program 

Future-Proof Storage Loyalty Program은 Dell EMC 스토리지 제품이 고객 애플리케이션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다양한 기술 역량과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Dell EMC 고객 대상 프로그램으로, 다른 유사 프로그램과 달리 유지 보수 가격이나 제품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된다. PowerMax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혜택이 적용된다. 

• 3년간 고객 만족 보장 

• 5:1 스토리지 효율성 향상 보장 

• 위험 요소 없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하드웨어 투자 보호: 

• 모든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 예측 가능한 지원 가격 

• 유연한 클라우드 소비 모델 

• 클라우드 지원 아키텍처 기능 

디지털 비즈니스를 위한 혁신적인 이점 

PowerMax와 그 성능, 효율성 및 가용성 기능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조직에 혁신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PowerMax의 기능은 최신 스토리지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사용하는 조직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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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 컨트롤러 "완전 공유(shared everything)" 스케일 아웃 아키텍처를 통한 뛰어난 확장성과 가용성 덕분에 

성능 저하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필요 시 용량과 성능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다. 

• 인라인 글로벌 중복 제거 및 압축 기능을 통한 뛰어난 효율성을 바탕으로 상면을 줄이고 전력 및 냉각 비용을 

낮춰 TCO를 절감할 수 있다.  

• 완벽한 NVMe, SCM 및 운영 중단 없는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비롯한 미래 지향적 특성 덕분에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워크로드를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투자를 보호하고 한층 

안심할 수 있다. 

• 블록, 파일, 메인프레임, IBM i, 머신 러닝 및 클라우드 기반 분석을 지원함에 따라 운영을 간소화하면서 

대규모 멀티 프로토콜 통합을 실현할 수 있다. 시간이 곧 돈인 오늘날, 웹 인터페이스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모든 디바이스에서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관리하는 기능을 통해 스토리지 

관리자가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다른 전략적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 동기식 및 원격 복제 기능을 통한 99.9999%의 완벽한 가용성 덕분에 기본적으로 다운타임이 없는 무중단 

운영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가동 시간을 통해 IT 조직은 가장 엄격한 SLA도 준수할 수 있다. 

IT 및 비즈니스 효율성 제공 

고성능 스토리지에는 많은 이점이 따른다. 고성능 스토리지를 사용하면 워크로드 통합이 가능하고 하드웨어 

상면이 줄어들며 전력 소비량이 낮아져 비용이 절감된다. 이러한 이점을 통해 관리가 간소화되고 리소스 활용도 

향상 등의 비즈니스 이점이 실현된다. ESG 설문조사 참가자 중 고성능 (플래시) 스토리지 사용자의 경우 

스토리지 자본 비용을 평균 24% 절감하고 스토리지 운영 비용을 평균 25%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를 통해 확보된 많은 자금을 전략적 프로젝트와 비즈니스 기회를 지원하는 데 투입할 수 있다. 

또한 일상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이 더 

빠르게 실행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실행할 때 매우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쿼리를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성능이 

뛰어나면 성능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되며, 매우 빠른 성능의 스토리지를 통해 

확보되는 넉넉한 여유 용량과 성능은 성장하는 조직의 

원활한 확장을 지원할 수 있다. 

                                                           
2 출처: ESG Research Insights Brief, 플래시 스토리지로 IT 혁신 가속화, 2018 년 5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플래시 

사용자는 자본 비용을 

24%, 운영 비용을 25% 

절감하고 있다. 

https://korea.emc.com/collateral/analyst-reports/esg-flash-storage-fuels-it-transformation-brief.pdf
https://korea.emc.com/collateral/analyst-reports/esg-flash-storage-fuels-it-transformation-brie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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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스트럭처 통합 지원 및 IT 복잡성 감소 

완벽한 NVMe 기반 아키텍처는 특히 인프라스트럭처 통합과 관련된 혁신적인 규모의 잠재력을 제공한다. 많은 

데이터 센터에는 개별 기술들이 무질서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스토리지의 성능 병목 현상은 이러한 기술을 

통합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그런데 NVMe, NVMe-oF 및 SCM을 적절히 조합하면 성능이 크게 향상되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따른 

자본 비용과 운영 비용이 절감된다. 물론, 통합은 최고 수준의 신뢰성 기준을 충족하는 인프라스트럭처에서만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 PowerMax는 테스트 결과 99.9999% 이상의 가동 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owerMax는 오픈 시스템뿐 아니라 메인프레임, IBM i, 파일 스토리지를 모두 완벽하게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조직에서는 단일 시스템 이미지를 사용하여 수많은 스토리지를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특히 중복 제거와 압축 기능을 PowerMax 2000과 PowerMax 8000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데이터 감소는 급격한 데이터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기업에 도움이 된다. Dell EMC는 PowerMax에서 평균 

3:1의 데이터 감소율을 예상하지만, 일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5:1 이상의 감소율을 실현할 수 있다. 

CloudIQ 지원이 추가됨에 따라 PowerMax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리지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여 여러 사이트에 

걸쳐 분산된 환경을 비롯한 PowerMax 운영 환경을 중앙 집중식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한 CloudIQ는 예측 

분석 기능을 통해 용량 및 성능 활용도를 최적화하므로 관리자가 스토리지 요구 사항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용량과 성능을 조정할 수 있고, 사전 예방적 상태 알림 기능을 통해 PowerMax 운영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CloudIQ 모니터링은 사무실 책상은 물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수행 가능하며 PowerMax, VMAX, XtremIO, Unity XT 및 SC 스토리지를 모두 추적할 수 

있다. 

비즈니스 기회 지원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IT 서비스는 매출을 증대하고 인력 생산성을 높이는 원동력이다. PowerMax는 기업이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여 이러한 영역에서 가치를 제공한다. PowerMax의 탁월한 성능을 

바탕으로 조직 전체가 데이터를 더 빠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T 조직이 추가 DevOps 

프로젝트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거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 사용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재확보된 예산을 기업의 향후 발전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다. 재배정된 자금으로 보다 

적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석 기능, 고객과 더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경쟁력 

향상을 돕는 고급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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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향후 전망 

지난 몇 년간 Dell EMC는 이미 엄청난 규모의 하드웨어 R&D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시장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다. 그 결과로, Dell EMC는 장기적으로 지원, 개선 및 가속화할 미래 지향적인 스토리지 하드웨어를 출시했다. 

한마디로, Dell Technologies는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기업이며, 이 전략의 중요한 부분은 Dell EMC를 통해 IT 

환경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실시간 분석과 같은 차세대 애플리케이션은 스토리지 

요구 사항을 크게 가중시키며,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까지 더하면 막대한 스토리지가 필요하다. Dell 

EMC는 이처럼 막대한 요구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아키텍처, 간소화된 운영, 신뢰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제공하는 PowerMax를 특별히 개발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PowerMax가 디지털 미래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VMAX에 포함된 다양한 고급 데이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는 것이다. 

Dell Technologies는 미래를 위한 확실한 전략을 보유하고 있으며, Dell EMC가 이 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 전략 내에서 미래를 이끌 Dell EMC 하이엔드 스토리지가 바로 PowerMax 플랫폼이다. 

PowerMax는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최신 기술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요구 사항이 까다로운 미래의 

애플리케이션까지 지원할 수 있는 넉넉한 여유 용량과 성능을 제공한다. 

 
 
 
 
 
 
 

 
 
 
 
 
 
 

 
 
 
 
 
 

 

인텔, 인텔 로고, 제온 및 Xeon Inside 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인텔 또는 그 자회사의 상표입니다.   

 

모든 상표명은 해당 회사의 자산입니다. 본 발행물에 포함된 정보는 ESG(Enterprise Strategy Group)가 신뢰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ESG가 그 신뢰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발행물에는 ESG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의견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발행물의 저작권은 

The Enterprise Strategy Group, Inc.에 있습니다. The Enterprise Strategy Group, Inc.의 명시적 동의 없이 본 발행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쇄본, 전자적 

또는 기타 형식으로 본 발행물을 수령하도록 승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복제 또는 재배포하는 모든 행위는 미국 저작권법에 위배되며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및 해당하는 경우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 (508) 482-0188로 ESG Client Relations에 문의하십시오. 

 

 

 

www.esg-global.com contact@esg-global.com 전화. (508) 482-0188 

Enterprise Strategy Group은 글로벌 IT 커뮤니티에 마켓 인텔리전스와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IT 분석, 연구, 검증 및 전략 회사입니다.   

© 2019 by The Enterprise Strategy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