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ll EMC VPLEX  
VPLEX™은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무중단 데이터 가용성, 투명한 데이터 이동성, 중단 없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제공합니다. 

VPLEX 개요 

전 세계의 IT 조직들이 고성능, 워크로드 통합, 총 소유 비용을 절감해 

주는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라는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All Flash 

Storage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즈니스 크리티컬 

워크로드의 가용성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계획된 

다운타임 및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문제가 

계속되면서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Dell EMC VPLEX는 비즈니스 크리티컬 워크로드에 대한 무중단 가용성을 

보장하여 올플래시 인프라스트럭처 또는 하이브리드 어레이에서 

ROI(Return on Investment)를 극대화합니다. 아울러 IT 팀이 비즈니스와 

기술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Active-Active 데이터 센터 전반에서 

자산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연한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구축합니다. 

IT 조직은 VPLEX를 활용해 상시 사용 가능한 무중단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VPLEX는 고유한 방식으로 분산 

캐시 일관성을 구현하기 때문에 2개의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완전히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동시 읽기/쓰기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한 활용 사례에서 업무 가동 

시간이 보장되고 호스트 중단 없이 호스트 어레이 간에 원활하게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은 단일 데이터 센터로 

구축(VPLEX Local)하거나 원거리에 분산 구축(VPLEX Metro)할 수 

있습니다. 

IT 조직의 신뢰를 얻어 수천 곳의 데이터 센터에 성공적으로 

도입되는 데 기여한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플래시에 최적화: 올플래시 어레이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하며, UNMAP를 통해 씬 프로비저닝 공간 재확보를 

지원합니다. 올플래시에서 XCOPY를 지원합니다. 

• 스케일 아웃: VPLEX는 1개의 클러스터에서 VPLEX 엔진을 

최대 4개까지 확장하므로 여러 All Flash Storage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전용: VPLEX는 애플리케이션 호스트 또는 기본 어레이의 

컴퓨팅 리소스 없이도 데이터 가용성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 완벽한 이중화: VPLEX 클러스터 노드 간 연결성뿐 아니라 

VPLEX Metro 구성 간 연결성이 모두 완전히 이중화되므로 

단일 장애 지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 Storage Monitoring and Reporting(M&R): Storage M&R™ for 
VPLEX는 VPLEX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VPLEX 구성 

요소와 추세 데이터를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VPLEX 시스템의 

활용도, 용량, 상태 및 성능을 쉽게 시각화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VPLEX 올플래시 

 

VPLEX 주요 특징 

• 전 세계에서 11,000여 개 클러스터에 

설치된 EMC VPLEX는 신뢰할 수 

있으며 검증된 가용성 기술 

솔루션으로, Fortune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50% 이상에서 

99.99999%가 넘는 가용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VPLEX는 최신 플래시 스토리지 

기술을 위한 고성능과 낮은 

레이턴시를 실현하여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이 다운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99.999% 이상의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 VPLEX는 호스트 운영 중단 없이 

스토리지와 데이터 센터 전체에서 

데이터 및 워크로드의 이동성을 

보장합니다  

 

Data Sheet 



VPLEX 활용 사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무중단 가용성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는 다운타임에 대한 허용도가 낮으며 무중단 

운영을 필요로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다운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전원, Tech Refresh, 예기치 않은 오류, 사람의 실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VPLEX는 스토리지와 데이터 센터 간의 자동 페일오버 및 

페일백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민첩한 스토리지 관리를 위한 데이터 이동성 

오늘날의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IT 직원은 환경을 수시로 조정하고 재구성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애플리케이션 다운타임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리지를 컴퓨팅 리소스로부터 

분리하면 IT 직원이 호스트 운영 중단 없이 워크로드를 훨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VMware vMotion, Microsoft Hyper-V Live Migration 등 

데이터 센터 내부 및 여러 데이터 센터 간에 운영 중단 없이 

가상 서버 및 스토리지 리소스 이동 

• 계획된 이벤트 및 유지 보수에 대비하여 운영 중단 없이 

워크로드 밸런싱 및 재배치 

• VPLEX를 활용하면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는 호스트 

중단을 유발하는 스토리지 활동으로부터 IT 팀을 보호할 수 

있으며 IT 데이터 관리를 위한 유연성이 제공됩니다. 

간편해진 Tech Refresh 

VPLEX를 활용하면 애플리케이션 다운타임 없이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으므로 IT 팀이 주말마다 유지 보수 다운타임이 

발생하는 상황을 피하고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VPLEX는 플래시 기술의 도입을 앞당기고 마이그레이션 

비용을 최대 80% 절감해주며 효율적인 무중단 데이터 센터 현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데이터 센터 통합 및 재배치 

일부 고객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를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 이전 및 통합 작업을 함께 수행하기도 합니다. 수백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은 매우 버거우며 수행하는 

데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VPLEX를 활용하면 페타바이트급 

데이터의 무중단 이동이 가능해 다수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중단 가용성 

 

데이터 이동성 

 
Tech Refresh 



긴밀한 협력 체계 통합 

서버 가상화 및 클러스터링 

VPLEX를 활용하면 데이터 센터 전반에서 서버 가상화의 이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가상 머신 또는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를 여러 

데이터 센터에 걸쳐 확장해 전체 사이트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애플리케이션 가동 시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Active-Active 데이터 

센터 중 하나의 작동 노드에서 VPLEX가 제공하는 가상 볼륨을 계속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vMotion, DRS, HA(High Availability) 등의 VMware 기능이 Active-

Active 데이터 센터 전체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므로 vAdmin의 

워크로드 구축 환경 제어 능력과 유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집니다. VPLEX는 Oracle RAC 클러스터 기술뿐 아니라 

Microsoft Hyper-V 서버 가상화 구축 기술도 지원합니다. 

Storage Monitoring and Reporting (M&R) for VPLEX 

Storage M&R for VPLEX는 VPLEX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모든 VPLEX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려는 경우 Dell EMC Storage Resource Manager™(SRM)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스토리지 환경을 관리하고 IT 직원이 

조치에 참고할 수 있는 분석 정보를 생성합니다. SRM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체 시각화, 분석, 보고를 제공합니다. 

RecoverPoint: 원하는 시점으로 복구 

Dell EMC RecoverPoint™는 EMC 스토리지 제품에 적용되는 

CDP(Continuous Data Protection) 기술을 통해 원하는 시점으로의 

운영 복구와 재해 복구를 보장합니다. VPLEX Metro와 

RecoverPoint를 함께 사용하면 MetroPoint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MetroPoint는 서로 원거리에 구축된 Active-Active 데이터 센터에서 

무중단 가용성과 운영 복구 기능을 제공하고, 단일 재해 복구 

복제본으로 양쪽 Active-Active 데이터 센터의 원거리 재해 복구를 

지원하는 3개 사이트 구성입니다. 

Dell EMC AppSync를 사용한 복제본 데이터 관리 

Dell EMC AppSync™는 여러 애플리케이션과 스토리지 시스템에 

걸쳐 복제본 데이터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AppSync의 VPLEX 지원 

기능을 활용하면 애플리케이션 소유자가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VPLEX Local 및 Metro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 목적이 다양한 운영 

데이터 복제본을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된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워크플로 

VIAS(VPLEX Integrated Array Service)는 Dell EMC 어레이의 

스토리지 프로비저닝과 같은 워크플로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또한 

VPLEX는 XtremIO™에 대해 UNMAP, ATS, XCOPY, WRITESAME 

등의 VAAI 명령도 지원하므로 vAdmin이 다양한 스토리지 레벨 

작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VPLEX를 활용한 현대화  

VPLEX 플랫폼:  

• 향상된 IOPS와 레이턴시 단축으로 All Flash Storage 최적화 

• Local 및 Metro 버전 모두에서 최대 4개까지 엔진을 확장하여 

최대 12,000개의 볼륨을 지원 

• 2개 어레이 또는 위치에 로컬 또는 동기식 원격 사이트로 

읽기/쓰기 동시 액세스 제공 

VPLEX 올플래시 

VPLEX for All Flash는 Dell EMC All Flash Storage 제품을 위한 모든 

기능이 포함된 솔루션으로, PowerMax™, VMAX AF™, XtremIO, Dell 
EMC Unity™ All Flash, Dell EMC Unity XT All Flash, SC Series All 

Flash 시스템에서 사용됩니다. 이 오퍼링의 가격은 Dell EMC 

올플래시 어레이의 개수에 상관없이 용량을 무제한으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추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고 엔진을 추가하여 

플래시 환경을 확장하고 VPLEX의 무중단 가용성 및 데이터 이동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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