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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약 없는 통합을 위한 무제한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스트럭처 

PowerFlex는 광범위한 통합 이니셔티브를 위한 강력한 플랫폼입니다. PowerFlex는 엔지니어링된 통합 시스템에서 블록 

스토리지, 파일 스토리지1 및 컴퓨팅 리소스의 제공을 통합하는 동시에 공통 플랫폼에서 광범위한 하이퍼바이저 및 운영 체제를 

지원합니다. 또한 PowerFlex는 표준 기반 NVMe/TCP 연결1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조직은 다양한 요구 사항과 운영 

환경을 가진 다양한 워크로드 세트를 최적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2 | 적응형 아키텍처로 IT 응답성 향상  

PowerFlex는 컴퓨팅 및 스토리지 리소스를 유연하고 운영 중단 없이 확장하여 특정 병목 현상을 해결합니다. 리소스 풀을 

신속하게 구성 및 재구성하여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해결합니다. 복잡한 계획 없이 기존의 한계를 해결하고,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장하며, 필요에 따라 리소스 풀을 확장 및 축소하십시오. 

3 | 스마트한 최적화로 최고 수준의 성능과 확장성 보장 

PowerFlex 소프트웨어 기반 최적화는 노드 전체에 걸쳐 리소스를 통합하면서 데이터 경로 및 배치를 최적화하여 1밀리초 미만의 

레이턴시로 제한 없는 IO 및 처리량 성능을 제공합니다. 아키텍처가 수천 개의 노드로 선형적으로 확장될 수 있으므로 고성능 

데이터베이스를 현대화하는 경우든 대규모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통합하는 경우든 최적의 결과를 보장합니다. 

4 | 자가 복구 기능으로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PowerFlex 시스템은 서비스 운영 중단이나 성능 저하 없이 이후 여러 번의 장애 발생 시 가용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PowerFlex는 지속적으로 리소스를 모니터링하고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 또는 노드에 상주하는 데이터 세트를 신속하게 

재구축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 가용성을 보장하면서 성능 목표를 준수합니다.  

5 | 지능형 분석 정보와 통합 관리로 규모에 맞게 운영 간소화  

PowerFlex 시스템을 위한 통합 관리 툴 세트인 PowerFlex Manager는 관리 시간을 최대 95% 단축하고 운영과 관련된 단계 수를 

77%2 이상 줄이는 광범위한 자동화를 통해 IT 운영 및 수명주기 관리 작업을 간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loudIQ 지능형 분석 

정보와의 통합으로 원활한 클라우드 기반 AIOps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분산된 다중 위치 PowerFlex 구축 모니터링이 더욱 

간소화됩니다. 

주요 이유  
고객이 Dell PowerFlex를  

선택하는 이유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스트럭처 

PowerFlex는 광범위한 운영 및 하이퍼스케일러 플랫폼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자동화를 향상시키고 탁월한 워크로드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IT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비즈니스 민첩성을 개선하도록 설계된 무제한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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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광범위한 하이퍼스케일러 지원으로 멀티 클라우드 민첩성 및 유연성 극대화 

PowerFlex는 멀티 클라우드 구축과 관련하여 다양한 선택과 자유를 제공합니다. AWS EKS Anywhere, Google Cloud Anthos, 

Azure Arc 지원 Kubernetes 등 모든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플랫폼을 지원하므로 통합 온프레미스 PowerFlex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 여러 하이퍼스케일러 클라우드 플랫폼 전반에서 멀티 클라우드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7 | DevOps의 생산성과 IT 민첩성을 향상시키는 포괄적인 툴  

PowerFlex는 하이퍼스케일러 지원 외에도 Red Hat OpenShift, SUSE Lockerer, VMware Tanzu를 비롯한 베어 메탈 또는 

하이퍼바이저의 다양한 온프레미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PowerFlex는 Dell CSM(Container Storage 

Module) 및 CSI 드라이버를 통해 Kubernetes를 위한 스토리지 운영을 간소화합니다. 또한 PowerFlex는 PowerFlex REST API, 

PowerFlex Ansible Modules, Dell AppSync를 포함하는 바로 사용 가능한 다양한 툴 세트를 제공하여 DevOps, 인프라스트럭처 

관리 및 DBA 워크플로를 자동화합니다.  

8 | 워크로드 실행을 최적화하는 풍부하고 검증된 생태계 

PowerFlex는 광범위한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에 맞게 최적화되고 검증되어 탁월한 성능 결과를 제공합니다. PowerFlex는 IO 

집약적 트랜잭션 또는 처리량이 많은 분석 워크로드를 위한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하드웨어 

설치 공간을 최소화합니다.  

9 |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보호 및 규정 준수 간소화 

PowerFlex는 압축, 암호화, 스냅샷 및 복제를 포함하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여 특정 워크로드 및 기업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지원합니다. Dell PowerProtect Cyber Recovery를 갖춘 PowerFlex 솔루션은 이러한 미션 크리티컬 IT 자산의 

회복탄력성과 보호를 더욱 향상합니다.  

10 | Dell Technologies -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PowerFlex는 단일 시스템으로서 Dell Technologies를 통한 엔지니어링, 구축 및 지원이 이뤄지므로 구현 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PowerFlex 고객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Dell 제품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APEX Flex on Demand 및 APEX Data Center Utility를 통한 유연한 온디맨드 OPEX 소비 

- Dell ProDeploy Enterprise Suite로 엔터프라이즈 기술 도입 가속화 

- Dell ProSupport Enterprise Suite 및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선택적 지원 서비스로 복잡한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제공  

- Dell Future-Proof Program을 이용하여 투자를 극대화하고 미래에 대비하며 보장된 성능을 실현  

- Dell Financial Services로 금융 지원 옵션 제공 

- 보안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검증과 테스트를 거친 솔루션  

 

 

1 PowerFlex 파일 서비스 및 NVMe/TCP 스토리지 연결은 2022년 8월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2 PowerFlex 제품 관리에서 완료한 내부 테스트 결과에 따라 외부 기관에서 생성한 인포그래픽 및 분석.

 

 

 
 

 

 
 

추가 리소스 보기 자세한 정보:   

Dell PowerFlex  

대화 참여 

#power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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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전문가에게 문의  

1-866-438-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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