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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에서 SAP를 운영할 수 있도록 IT 혁신 

디지털 경제는 기업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크나큰 과제도 안겨주고 있습니다. 

IT 부서는 복잡하고 격리된 시스템에서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SAP HANA는 복잡한 시스템을 교체하고 혁신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재해석하고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해 줍니다.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서 기존 인프라스트럭처와 SAP 애플리케이션을 SAP S/4 HANA로 

전환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SAP S/4HANA를 운영할 새로운 IT 

인프라스트럭처와 모델을 필요로 합니다. CIO(Chief Information Officer)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 맞춰 비즈니스를 혁신할 SAP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예산의 

일부를 기꺼이 할애하려고 할 것입니다. Dell EMC는 IT 혁신과 관련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SAP 환경을 위한 공통적인 IT 목표  

SAP 환경을 위해 IT를 혁신하는 과정은 기업마다 다르지만, SAP ERP 구축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SAP S/4HANA로 마이그레이션한다는 목표는 대부분 동일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려면 다음이 요구됩니다. 

 IT를 통합하고 자동화하고 간소화하여 인프라스트럭처 비용을 낮추고 SAP 

관리자, DBA(Database Administrator), IT 운영 담당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조직의 표준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설계와 아키텍처의 일부로 SAP 

S/4HANA를 구축해야 합니다. 

 Web 2.0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으로 SAP를 실행하여 셀프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애플리케이션 수명주기 관리 등 가치가 높은 기능으로 변화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분석 기반 통찰력을 획득해야 합니다. 

IT 관리자와 아키텍처 설계자를 대상으로 한 이 15분 분량의 가이드에서는 기존 

SAP ERP의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SAP S/4HANA 환경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Dell EMC 솔루션과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IT 환경의 디지털화  

디지털 혁신이 기업의 최우선 순위 또는 

“비교적 높은” 우선 순위라고 이야기하지만 

IT 부서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기존 담당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된 IT 공급업체 관계 관리 

 기존 IT 시스템 유지 보수 및 통합 

 비즈니스 조직에 대한 서비스 공급자  

역할 수행 

이 같은 회계 여건에서 CIO는 SAP 환경을 

위한 IT 혁신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출처: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http://sapassets.edgesuite.net/sapcom/docs/2016/05/18b691b2-707c-0010-82c7-eda71af511f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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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EMC의 차별화 요소 

탁월한 SAP 파트너십 및 전문 역량 

Dell EMC는 SAP와 공동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벤치마킹, Best Practice 등을 통해 

탁월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을 뿐만 아니라, Dell IT 조직에서 SAP Business Suite와 

SAP HANA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Dell EMC는 “기존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향후 HANA 및 클라우드로 

안전하게 전환하기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Dell EMC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위험을 

최소화하고 SAP 환경의 현대화를 신속하게 실현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독보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Dell EMC가 제공하는 가치는 다음을 통해 드러납니다. 

 풍부한 경험: 전 세계 SAP 고객을 지원할 뿐 아니라, Dell IT 조직에서 SAP를 
운용하며 얻은 교훈과 Best Practice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비즈니스 가치: Dell EMC는 공동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와 Best Practice 
등을 통해 SAP와 협력하며 비즈니스 및 IT 성과를 향상시키는 검증된 혁신 
리더입니다. 

 다양한 옵션: Dell EMC 플랫폼은 개방형이며 SAP 환경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간소화하도록 설계되어 SAP 사용자와 운영자에게 유연한 I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혁신 계획 

디지털 혁신은 사용자마다 나름의 단계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어떤 경로를 

택하든, 성공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SAP 운용을 위한 데이터 센터 현대화 

비즈니스 크리티컬 SAP 환경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실행할 SAP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려면 신속하게 투자하고 

가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스토리지 기반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되는 기존 SAP ERP 및 BW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SAP HANA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는 SAP S/4HANA로 전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SAP 구축 시나리오 중 하나 이상을 바탕으로 혼합 SAP 워크로드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합니다. 

 

 

 

실행하는 SAP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와 다양한 아키텍처에 따라 기존의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기존 SAP와 SAP HANA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지원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트랜잭션 워크로드, 보고 워크로드, 분석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운영 환경과 

비운영 환경을 포함한 SAP 환경의 특성과 요구 사항에 따라 조직에 가장 적합한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 나온 것처럼 SAP HANA 플랫폼을 구축하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옵션은 현재 상태와 최종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Dell EMC는 원하는 목표에 

따라 데이터 센터를 지원하는 옵션을 하나 이상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DELL IT 조직의 SAP 운용 사례  

기존 ERP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기반으로 완벽하게 가상화된 SAP Business 

Suite로 전환  

 125개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설계 

 전 세계에 걸친 대규모 구축 

 500개 이상의 가상 머신 

 65개의 통합 애플리케이션 

 

 
SAP HANA 플랫폼을 사용하여 다음을 

비롯한 획기적인 활용 사례 구축: 

 데이터 마트를 통한 SAP ERP 운용 
보고서 속도 향상 

 비즈니스 계획 수립 및 통합 

 SAP Business Warehouse 

 SAP CRM 

SAP HANA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통찰력을 

획득하여 영업 조직 성과 향상 

 비표준 지표 및 KPI 50% 감소 

 영업 보고서의 자동화율 40%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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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Dell EMC에서 제공하는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옵션 

옵션 설명 

SAP HANA Appliance 

사전에 사이징 및 설계되고 SAP HANA 소프트웨어가 

사전에 설치된 상태로 제공되는 SAP HANA 전용 

어플라이언스 

SAP HANA TDI 

(Tailored Data Center Integration) 

기존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하며 혼합 워크로드에 

적합한 솔루션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어플라이언스의 사용 편의성과 TDI의 유연성을 함께 

제공하는 사전 설계된 시스템 

VMware 기반으로 가상화된  

SAP HANA 

가상화 환경의 뛰어난 경제성과 민첩한 운영 대응 

능력을 제공하는 구축 

데이터 보호 및 고가용성 

SAP HANA 데이터를 보호하고 RTO(Recovery Time 

Objective) 및 RPO(Recovery Point Objective)를 

충족하여 운영 중단과 재해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솔루션 

실시간 비즈니스 지원 

기업의 비즈니스 데이터와 사물 인터넷의 만남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한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은 갈수록 상호 연결되는 

세계에서 주요 이점을 실현하고자 새롭게 부상하는 “사물 인터넷”을 기존 백오피스 

트랜잭션 및 보고 데이터와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환경의 센서 데이터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연결하는 

IoT(Internet of Things)의 개념을 논하지 

않고서는 기술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Forrester Research 2015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 모든 유형의 조직이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석유/가스에서 채광, 공공 서비스, 자동차, 그리고 하이테크 및 금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업종과 업무 영역을 막론하고 모든 기업이 연결된 사물, 사람 및 디바이스에서 데이터 

기반의 인텔리전스를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출한 인텔리전스를 

기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통합하여 고객 환경을 향상시키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SAP HANA가 이러한 추진 과제를 지원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스트럭처의 IT 관련 고려 사항 

데이터 분석이라는 주제는 중앙 데이터 센터에서 원격 사이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앙 데이터 센터는 물론 원격 사이트 디바이스와 부서용 어플라이언스에서도 

SAP HANA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SAP HANA 데이터 웨어하우스: 중앙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관리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SAP HANA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인메모리 SAP HANA 

데이터(주황색)에 대한 통합 액세스와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파란색) 및 Apache 

Hadoop 데이터(녹색)의 동적 계층화를 지원합니다. 

 

 

http://go.sap.com/docs/download/2015/08/54f65c37-3b7c-0010-82c7-eda71af511fa.pdf
http://go.sap.com/docs/download/2015/08/54f65c37-3b7c-0010-82c7-eda71af511fa.pdf


 
6 

 

 

 

 

 

 

 

 

SAP는 데이터 사용 빈도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비즈니스 가치에 따라 

경제적으로 가장 적합한 저장소에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정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시스템에서 액세스 빈도가 가장 높은 데이터("핫" 데이터)는 비용이 

높은 SAP HANA 메모리에 상주하고, 액세스 빈도가 보통인 “웜” 데이터는 Tier 1 또는 

Tier 2 스토리지의 SAP IQ DBMS에 유지되며, 액세스 빈도가 가장 낮은 “콜드” 데이터는 

비용이 낮은 HDFS/NAS 스토리지에 저장되고 SAP Vora를 통해 관리됩니다. 

중앙 데이터 센터를 위한 Dell EMC 컴퓨팅 및 데이터 서비스  

위의 표 1에 소개된 Dell EMC 인프라스트럭처 옵션은 “핫” 데이터와 “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보다 높은 성능의 블록 및 파일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최적화된 고성능 

스케일 업 및 스케일 아웃 시스템과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액세스 빈도가 

낮은 “콜드” 데이터를 위해 Dell EMC는 Isilon HDFS/NAS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SAP IoT Intelligent Edge 
SAP IoT Intelligent Edge는 Dell Edge Gateway 5000에 구축할 수 있는 일련의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이 오퍼링은 디바이스 접속 구성, 로컬 스토리지, 

관리 및 분석, 데이터 스트림 분석, 백엔드 시스템과의 동기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부서용 어플라이언스 

Dell EMC SAP HANA Edge Appliance는 소규모 구축을 위해 엔터프라이즈 SAP 

HANA 분석을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발 및 분석 플랫폼입니다. 

구축과 관리가 간편한 시스템으로서, 전체 조직에 고급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SAP-as-a-Service 제공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SAP를 운용하기 위해 IT를 혁신하려면 신속하게 투자하고 

가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여러 CIO들은 SAP 환경을 위한 IT 현대화에 

투자 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클라우드 우선 전략을 바탕으로 SAP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Dell EMC는 운영 환경 내부, 운영 환경 외부 또는 하이브리드 환경을 비롯한 

클라우드에서 SAP를 운용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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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를 위한 운영 환경 내부 IaaS 

Dell EMC는 SDDC(Software Defined Data Center) 모델을 기반으로 한 SAP 환경용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로 클라우드 지원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장합니다. 이를 

통해 성능 및 가용성에 대한 SLA를 적용하기 위해 사전 정의된 옵션을 비롯하여, 셀프 

서비스 프로비저닝을 지원합니다. 

Dell EMC Enterprise Hybrid Cloud 솔루션은 Dell EMC의 컨버지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된 플랫폼에 Dell EMC 및 VMware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통합해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의 토대를 제공합니다. 테스트 환경에서 수천 시간에 

걸쳐 플랫폼의 엔지니어링 설계, 테스트 및 검증 작업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고객 

환경에서 이러한 작업을 다시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SAP를 위한 매니지드 서비스  

Virtustream은 클라우드에서 SAP를 운용하는 데 가장 탁월한 솔루션입니다. 이 

플랫폼은 복잡한 미션 크리티컬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Dell EMC 전문가는 SAP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이용해본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SAP 구축을 클라우드로 원활하게 마이그레이션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SAP를 위한 Virtustream 매니지드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SAP HANA로의 마이그레이션 

 Virtustream은 SAP HANA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HANA 매니지드 서비스는 SAP 인증을 획득한 데이터 센터에서 SAP 인증을 획득한 

HANA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빠르고 경제적인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HANA 마이그레이션 팩토리는 SAP 인증을 획득한 HANA 전문가가 불과 몇 주 내지 며칠 

만에 애플리케이션을 HANA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CC(ERP Central Component) 또는 BW(Business Warehouse) 애플리케이션을 

HANA 지원 애플리케이션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지원합니다. 

 업그레이드 후에 SAP에서 릴리즈되는 업데이트, 패치 및 새로운 기능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도록 HANA 기반 SAP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SAP HANA 매니지드 서비스 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HANA 기반 SAP ECC 

기존 및 신규 SAP ECC 고객은 Virtustream HANA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완벽한 운영 

환경을 실행하며 90% 이상의 성능 향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걸리던 월별 마감 프로세스를 몇 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 분석을 몇 분 만에 수행하여 회사 운영에 대한 최적화 분석이 가능합니다. 

 트랜잭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 관리 진단이 동적으로 생성됩니다. 

HANA 기반 SAP BW  

Virtustream HANA 매니지드 서비스의 마이그레이션 및 신규 사용 고객은 600배에 달하는 성능 

향상을 실현했습니다. 배치 프로세스와 데이터 로드를 며칠씩 기다리지 않고 현재 정보를 

기반으로 보고하며 KPI 대시보드가 동적으로 생성됩니다. 

서비스 구독 방식, 운영 비용만 지출 

SAP HANA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하면 서비스 구독 방식으로 저렴한 월 이용료의 운영 비용만 

지출하며 HANA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검증된 진정한 소비 기반 클라우드의 이점 

 최고 수준의 SLA에 따른 유연성, 보안 및 비용 절감  

 데이터 보호 — Dell EMC의 플랫폼 데이터는 지리적으로 이중화된 데이터 센터 간에 

지속적으로 복제되므로 정보가 항상 백업되어 재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bre가 실시간 비즈니스를 실현한 과정  

SAP S/4HANA Finance를 통해 클라우드로 

전환한 여행 업체  

SAP Insider Profile, Volume 7, Issue 3 

 

“우리는 Dell EMC가 다른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조직과 일하면서 보여준 실적과 심도 있는 SAP 

전문성을 높이 사 Virtustream을 채택했습니다.” 

Steve Strout, Sabre Corporation의 기업 시스템 

담당 부사장 

 

https://www.emc.com/ko-kr/solutions/cloud/enterprise-hybrid-cloud.htm
http://www.virtustream.com/
http://sapinsider.wispubs.com/Assets/Case-Studies/2016/August/IP-Sabres-Voyage-to-Becoming-a-Real-Time-Enterprise
http://www.virtustream.com/press-release/sabre-selects-virtustream-cloud-for-mission-critical-applications
http://www.virtustream.com/press-release/sabre-selects-virtustream-cloud-for-mission-critical-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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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가속화  

다양한 구축 옵션 

구축-구매 스펙트럼 

마지막으로, SAP 솔루션의 선호하는 소비 모델을 결정해야 합니다. 경쟁사와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영역을 목표로 하여 투자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방법입니다. 대개 

인프라스트럭처는 이러한 분야 중 하나가 아닙니다. IT 조직은 인프라스트럭처 제공 후 

최대한 신속하게 운영 준비를 완료하여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저해하지 않고 

완벽하게 지원하며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에 따라 원활하게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장하는 

데 주력합니다. 

 

 

 

 

 

 

레퍼런스 아키텍처와 사전 패키징된 노드/번들 같은 “구축” 방식의 소비 모델은 지금까지 

IT 조직이 구매, 구축 및 일부 지속적인 수명주기 관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소비 모델은 솔루션의 원활한 작동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지침과 Best Practice를 제공하며, 일부 솔루션 구성 요소를 패키지로 

통합하는 한편 구매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사이징 툴까지 제공하여 주문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이 같은 구축의 성과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지만, 이제 많은 

기업들이 “구매” 소비 모델을 선호하며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해야 

하는 업무 부담을 기술 공급업체에 이관하기를 원합니다. 단일 공급업체에서 포괄적인 

지원과 전체 수명주기에 걸친 보증을 제공하는 완벽한 턴키 방식의 엔지니어링된 시스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면 유연성은 어느 정도 포기하기도 합니다. 

Dell EMC 컨버지드 포트폴리오 

Dell EMC는 레퍼런스 아키텍처, 노드 및 번들, 검증된 솔루션 등 구축을 위한 솔루션부터 

일반적인 엔지니어링된 컨버지드 및 하이퍼 컨버지드 시스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등의 구매 솔루션까지, 전체 스펙트럼에 걸쳐 고객의 IT 환경을 간소화하는 

컨버지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공급업체와 차별화됩니다. Dell EMC의 

컨버지드 포트폴리오는 모든 IT 환경에서 모든 워크로드를 지원하고, 고객이 선호하는 

환경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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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디지털 경제를 통해 창출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 조직은 복잡하고 격리된 

시스템과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통찰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SAP 

HANA 플랫폼은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합니다. SAP HANA는 복잡한 

시스템을 교체하고 혁신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재해석하고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직에서 SAP HANA를 고려 중이거나 이미 SAP HANA의 이점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에 

있다면 Dell EMC가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Dell EMC는 20년에 가까운 

SAP와의 협력을 통해 축적한 풍부한 경험, SAP 관련 혁신을 이끈 성공적인 실적, 

어플라이언스 및 컨버지드 시스템에서 클라우드 기반 옵션에 이르는 다양한 구축 옵션을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Dell EMC는 SAP 운용을 위한 IT 혁신과 관련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문의 

SAP 환경을 위한 Dell EMC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  

https://www.dellemc.com/ko-
kr/index.htm   

https://www.dellemc.com/ko-kr/index.htm
https://www.dellemc.com/ko-kr/index.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