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체 성공을 위한  
클라우드 솔루션 
Plex는 탁월한 확장성 , 신뢰성 및 성능을 구현하여 현장에서 최
상층까지 제조업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NVMe 
플래시 스토리지를 찾고 있습니다 . 

비즈니스 결과 
• 확연한 성능 개선 및 응답 시간 단축 

•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더 나은 의사 결정 가능 

• 운영 스토리지 상면을 5 개의 캐비닛에서 1개로 축소 

• 효율적 확장을 통해 두 자릿수 성장 유지 

50% 
빠른 응답 시간 

• 스토리지 관리 간소화 및 유지 보수 부담 감소 

• 개발 및 테스트 자동화로 엔지니어링 리소스 증대 

5:1 
데이터 감소율 

비즈니스 요구 
Plex는 제조업체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및 현장 자동화를 처리하는 최초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
공하여 일관되게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 고객 
수요와 데이터 볼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Plex는 데이터 액세스 및 확장성을 대폭 향상하고 관리를 
간소화하여 이러한 증가 속도에 맞춰야 했습니다 . 

제조업  |  전 세계 

솔루션 개요 
•   Dell EMC PowerMax 8000

•  Dell EMC VxBlock System 1000

•  Dell EMC Unity 500 Hybrid

•  Dell EMC CloudIQ

•  Dell EMC 지원 서비스

•  Dell EMC Data Domain

https://www.dellemc.com/ko-kr/storage/powermax.htm
https://www.dellemc.com/ko-kr/converged-infrastructure/converged-systems.htm
https://www.dellemc.com/ko-kr/storage/unity.htm
https://www.dellemc.com/ko-kr/storage/cloudiq.htm
https://www.dellemc.com/ko-kr/services/support-services/index.htm
https://www.dellemc.com/ko-kr/data-protection/data-domain-backup-storage.htm#collapse


“당사 고객의 비즈니스는 데이
터가 주도합니다 . Dell EMC 
PowerMax는 당사의 모든 
고객 데이터가 실행되는 최
고 수준의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 어레이입니다 .” 
Joe Hollewa 
클라우드 운영 부문 수석 관리자 
Plex Systems 

상면을  

5X  

축소하여 비용 절감

Plex Manufacturing Cloud는 조립 제조업체와 공정 제조업체에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SaaS(Software-as-a-Service) ERP 
솔루션 및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입니다 . 전 세
계적으로 수천 개의 공장을 보유한 600여 고객이 Plex를 통해 하
루에 100억 건의 물량을 처리하고 , 제조 생산성을 높이며 공급망
에서 제품 제공에 이르는 운영 전반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 

빠르게 증가하는 고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Plex에는 관리 및 유
지 보수를 간소화하면서도 탁월한 성능 , 확장성 및 신뢰성을 제공
하는 스토리지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 이에 부합하는 제품이 바로 
Dell EMC PowerMax였습니다 . 

기존 4시간에서 

30분 
으로 복원 시간 단축 

클라우드를 통해 기존의 한계 
극복 
기존의 제조 ERP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성
가신 구현 작업과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수반하
기도 합니다 . 따라서 많은 제조업체에서는 수년 동안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즉 , 최신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채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Plex Cloud를 사용하면 새로운 기능이 매일 추가되고 , Plex 고객
에게 즉시 공유됩니다 . 이러한 개념이 급부상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매 분기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해온 Plex는 고객의 24x7 제조 환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
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 

Plex의 클라우드 운영 부문 수석 관리자인 Joe Hollewa는 “당사 
고객의 비즈니스는 데이터가 주도합니다 .”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Dell EMC PowerMax는 당사의 모든 고객 데이터
가 실행되는 최고 수준의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 어레이입니다 .” 

50% 빠른 응답 시간으로 더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 
Plex의 제품 마케팅 담당 이사인 Stu Johnson는 “제조 과정에서 
데이터는 새로운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라고 언급하며 다음
과 같이 말했습니다 . “과거에는 데이터를 사용한 후 폐기했습니다 . 
하지만 지금은 PowerMax를 사용하여 생산 책임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고 , 데이터를 활용해 현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
으며 , 실시간 분석 및 보고를 통해 적시에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내

릴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데이터는 비즈니스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
하는 데 필요한 자산을 제공합니다 .” 

Plex는 상호 작용을 가속화하고 현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개의 
122TB PowerMax 8000 어레이를 사용합니다 . 또한 PowerMax
를 활용하여 Plex는 응답 시간을 50% 단축할 수 있습니다 . Plex
의 클라우드 운영 관리자는 “당사의 SQL 데이터베이스 환경은 매
우 까다롭습니다 .”라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 “특히 
속도와 성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 PowerMax는 운영 환경이 
속도와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 

PowerMax는 이전에 3~5 시간이 소요되던 복원 작업을 약 30 분 
이내에 처리하여 중요한 무중단 업무 운영을 보장합니다 . 또한 이 
어레이는 5.2대 1의 데이터 감소율을 제공하는 인라인 중복 제거 
및 압축 덕분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 



“시간이 지남에 따라 
PowerMax를 통해 운영 스
토리지 상면을 캐비닛 5개
에서 1개로 축소하여 비용
을 대폭 절감했습니다 .” 
Darrel Schueneman 
클라우드 운영 관리자 
Plex Systems 

“Dell EMC PowerMax는 구현도 
매우 간편하며 , 이전에 사용하
던 Hitachi 플랫폼에 비해 유지 
보수가 매우 간단한 것으로 입
증되었습니다 .” 
Joe Hollewa 
클라우드 운영 부문 수석 관리자 
Plex Systems 

Dell EMC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 

“시간이 지남에 따라 PowerMax를 통해 운영 스토리지 상면을 캐
비닛 5 개에서 1개로 축소하여 비용을 대폭 절감했습니다 .”라고 
Schueneman은 언급했습니다 . 

“Dell EMC PowerMax는 구현도 매우 간편하며 , 이전에 사용하
던 Hitachi 플랫폼에 비해 유지 보수가 매우 간단한 것으로 검증되
었습니다 .”라고 Hollewa는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당
사의 엔지니어는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Plex Cloud
용 솔루션을 새로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Dell의 다양한 기술에 기반한 
운영 
PowerMax 외에도 , Plex는 Dell의 여러 흥미로운 기술을 활용합
니다 . 

• Dell EMC VxBlock System 1000 — 턴키 컨버지드 시스템
을 사용하여 몇 주 만에 2개의 원격 , 액티브 - 패시브 코로케
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 Dell EMC Unity 500 Hybrid — PowerMax를 백업하고 , 사용 
빈도가 낮은 데이터를 저장 및 아카이빙하는 데 사용합니다 . 

• Dell EMC CloudIQ — 잠재적인 연결 복제 문제 , 레이턴시 
문제 또는 기타 성능 이상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이
를 파악하는 “조기 경고 시스템”입니다 . 

• Dell EMC Data Domain — All-in-One VxBlock 시스템의 일
부인 Data Domain은 Plex Cloud의 중요한 무중단 업무 운
영을 보장하고 복원 시간을 단축합니다 . 

• Dell EMC 지원 서비스 — 구현 속도를 높이고 Plex가 IT로
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Schennean은 “Dell EMC 덕분에 2개월 만에 2개의 데이터 센터
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 Dell 기술을 통해 이 모든 과정이 수월
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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