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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브리프 

DELL EMC INTEGRATED DATA 
PROTECTION APPLIANCE (IDPA) DP4400 

간편하고 강력한 데이터 보호 기능을 낮은 

보호 비용으로 1 제공하고 지원이 보장되는 

솔루션. 

편의성 

• 관리: 일상적인 작업 자동화, 기본 관리 툴과의 통합 

• 구축 및 업그레이드: 고객이 설치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2U 어플라이언스, 10배 더 빠르게 구축 3 

• 별도의 공간이 필요 없는 확장 방식 및 클라우드로 

확장: 별도의 공간이 필요 없는 확장 방식을 통해 

라이선스 키로 간편하게 8TB~96TB로 확장, 추가 

하드웨어 없이 클라우드로 확장 가능 5 

강력한 성능 

• 효율적인 클라우드: 클라우드로의 장기간 보존을 

위한 Cloud Tier 및 전체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능한 

Cloud DR(Disaster Recovery) 

• 포괄적인 적용 범위: 최대 수준의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6 

• VMware 에 최적화: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더 많은 

VM으로 확장 가능, VMware 환경과의 원활한 통합 

• 고성능: 평균 55:1의 중복 제거와 빠른 백업 및 복원 2 

낮은 보호 비용 1 

• 평균 0.5센트 미만의 비용(GB/월)4 

Future-Proof Loyalty Program 

• 3년 만족 보장, 예측 가능한 지원 가격, 하드웨어 

투자 보호, 유연한 클라우드 지원 이용 방식, 

55:1의 데이터 보호 중복 제거 보장 

 

 

 

 

 

 

IDPA DP4400은 중소 규모 조직과 대규모 조직의 ROBO(Remote Office or Branch 

Office) 환경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간편하고 강력한 All-in-One 데이터 보호 

솔루션으로, 보호 비용이 낮으며 1 Future-Proof Loyalty Program을 통해 지원이 

보장됩니다. 

이제 중소 규모 조직 및 ROBO에서 활용 가능한 강력한 Dell EMC 데이터 보호 

솔루션 

오늘날의 조직, 특히 중소 규모 조직에서는 나날이 늘어나는 데이터와 사용자, 

갈수록 다양해지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수 증가, 리소스 제약 등의 복잡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더 적은 리소스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솔루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Dell EMC는 고객이 기존에 설치한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현대화하고 레거시 백업 애플리케이션을 대체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고 강력한 IDPA DP4400 

IDPA DP4400은 중소 규모 조직 및 대규모 조직의 ROBO 구축에 적합하게 제작된 

All-in-One 방식의 컨버지드 데이터 보호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이 제품은 완전한 

백업, 중복 제거, 복제, 복구, 즉각적인 액세스와 복원, 검색과 분석, VMware와의 

원활한 통합을 제공하며, 클라우드로의 재해 복구 및 장기간 보존 기능을 통해 

클라우드를 지원합니다. 이 모든 기능은 편리한 단일 2U 어플라이언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적용 범위가 좁거나 성능과 효율성이 

낮은 경쟁업체의 제품과는 달리 IDPA DP4400은 최고 수준의 성능과 편리한 

기능을 모두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IDPA DP4400은 간편하고 강력한 데이터 보호 

기능을 낮은 보호 비용으로 1 제공하며 지원이 보장되는 솔루션입니다.  

IDPA DP4400은 보호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지원 기능이 어플라이언스 

하나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2U Dell EMC PowerEdge 14G 서버 플랫폼에서 통합형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간편하게 관리, 구축,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 

솔루션은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도 라이선스 키만으로 8TB~24TB의 경우 

4TB 단위로, 24TB~96TB의 경우 12TB 단위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으며 다운타임도 발생하지 않고 복잡한 과정도 없습니다.5 

IDPA DP4400은 포괄적인 적용 범위와 성능을 제공하며 클라우드도 지원하는 

강력한 솔루션입니다. 최대 수준의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6를 지원하는 동시에 

VMware 생태계용으로 최적화되었습니다. 평균 중복 제거 비율은 55:12이므로 2U,  



 

 

 

 

 

96TB 어플라이언스에서 약 5PB에 달하는 논리적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IDPA 

4400은 장기간 보존용 기본 Cloud Tier를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를 14.4PB까지 보호할 

수 있으며, 추가 하드웨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작업 방식과 비용 측면에서 모두 효율적인 Amazon AWS, 

Microsoft Azure, VMware Cloud on AWS로의 기본 Cloud DR(Disaster Recovery)이 

제공되며 클릭 3번으로 페일오버, 클릭 2번으로 페일백이 가능합니다. 

IDPA DP4400은 VMware 환경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DP4400과 VMware의 

원활한 통합으로, vSphere 관리자는 기본 vSphere UI에서 일반적인 백업 및 복구 

작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DP4400은 전체 VMware 데이터 보호 스택(VM 

배포, 프록시 배포, 보호 스토리지로의 데이터 이동)을 자동화하므로 쉽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스케일 업하여 더 많은 VM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 

제거 비율과 대역폭 활용도가 매우 우수하여 VMware 백업과 복구를 더욱 빠르게 

수행할 수 있으며 네트워킹과 용량 사용 효율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을 갖춘 IDPA DP4400의 데이터 보호 비용은 업계 최저 

수준입니다.1 또한 이 어플라이언스는 최대 55:1의 중복 제거를 보장하는 Future-

Proof Loyalty Program 적용 대상이기도 합니다.  

Future-Proof Loyalty Program: 3 년 만족 보장 및 최대 55:1의 데이터 보호 

중복 제거 보장 

IDPA DP4400이 Dell EMC Future-Proof Loyalty Program에 추가되어 있으므로 

고객은 향후 기술이 변경되어도 솔루션 투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만족도가 

보장되므로 더욱 안심하고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oSupport 계약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추가 비용 없이 최대 55:1 비율의 데이터 

보호 중복 제거, 3년 만족 보장, 유연한 클라우드 지원 이용 방식, 예측 가능한 

지원 가격, 하드웨어 투자 보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집적도 및 성능 

• 최대 288TB(가용), Cloud Tier 사용 시 

14.4PB(논리적) 용량 

• NVMe 플래시로 더욱 우수한 성능 제공 

• 멀티스트림 복원을 통해 더욱 우수한 복원 

성능 제공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 Oracle, SAP, Microsoft Exchange, 
SharePoint, SQL Server, Sybase, 
MySQL, MongoDB, Pivotal Greenplum, 

IBM DB2, Lotus Notes 등 

• 하이퍼바이저: VMware, Microsoft Hyper-

V, KVM 

• Windows, Linux, HP-UX, AIX, Solaris, 

Mac OS를 비롯한 모든 주요 파일 시스템 

기본 Cloud Tier 

• 추가 하드웨어 없이 퍼블릭, 프라이빗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지원  

• Amazon Web Services, Dell EMC Elastic 
Cloud Storage, Microsoft Azure, VMware, 
IBM Cloud Object Storage, Google Cloud 
Platform, Alibaba Cloud, Ceph 

• 공간 측정 툴을 사용하여 장기간 보존 

용량 관리 비용 절감 

기본 Cloud DR(Disaster Recovery) 

• 포괄적인 오케스트레이션 

• 클릭 3번으로 페일오버, 클릭 2번으로 

페일백 가능 

• Amazon Web Services, Microsoft Azure 

또는 VMware Cloud on 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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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업체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경쟁 가격을 사용한 Dell EMC 내부 분석 결과 기준, 2018년 5월. 논리적 GB당 비용 기준. 실제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고객 데이터에 대한 Dell EMC 내부 분석 기준, 2018년 5월. 

3. 기존 구축과 비교한 Dell EMC 내부 테스트 결과 기준, 2019년 5월.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Dell EMC가 작성한 ESG 백서, "Data Domain 및 IDPA(Integrated Data Protection Appliance)의 경제적 가치" 기준, 2018년 6월. 실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최소 용량이 24TB 미만인 경우에는 24TB에서 더 큰 용량으로 확장하려면 간단한 현장 업그레이드 키트가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진행하려면 IDPA 2.4.1 서비스 팩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업데이트를 완료하려면 최대 90분이 소요됩니다. 

6. 내부 분석 결과 기준, 2018년 6월. 

7. Dell EMC의 정보 기술 장비는 현재 업계에 적용되는 전자기 호환성, 제품 안전 및 환경 규정의 모든 규제 요건을 준수합니다. 규정 정보 및 규정 준수 관련 인증 사항은 Dell 규정 준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dell.com/regulatory_compliance 

 

 

 

에 대한 자세한 정보 Dell EMC IDPA Dell Technologies 전문가에게 문의 

http://dell.com/regulatory_compliance
http://dell.com/regulatory_compliance
http://www.dellemc.com/ko-kr/data-protection/integrated-data-protection-appliance.htm#collapse=
http://korea.emc.com/contact/contact-us.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