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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EMC Data Protection 

for VMware Cloud on 

AWS에 대한 자세한 정보 

Dell EMC 전문가에게 문의 

VMware Cloud on AWS의 데이터 보호 간소화 

Dell EMC는 경제적이면서 구매와 요금 관리가 간편한 All-in-One 번들로 AWS(Amazon Web Services)에서 실행되는 

VMware 워크로드를 쉽게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로 VMware 환경 확장 
 

VMware Cloud™ on AWS 를 활용하면 vSphere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AWS 클라우드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VMware Cloud™ Foundation 을 기반으로 

vSphere, vSAN 및 NSX 가 통합되므로, vAdmin 이 익숙한 

VMware 툴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리소스를 모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베어 메탈 AWS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실행하도록 최적화된 이 서비스는 엔터프라이즈급 기능과 유연한 

가입 기반의 소비 모델을 제공하며 VMware 에서 관리 및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센터 확장, 재해 복구, 필요 시 용량 할당,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 테스트 등 다양한 활용 사례에 적합합니다. 

VMware Cloud on AWS를 위한 Dell EMC 데이터 

보호 솔루션의 주요 이점 
 

 엔터프라이즈 퍼블릭 클라우드를 위한 검증된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 보호 

 운영 환경 내 데이터 보호 솔루션과의 원활한 통합 

 업계 최고 수준의 중복 제거를 통한 사용 비용 감소 

 AWS 스토리지의 vSphere 워크로드 보호를 통한 복구 

성능 향상 

 VMware 관리 툴에 기본으로 통합되어 최상의 자동화 

실현 

 

Dell EMC Data Protection으로 VMware Cloud on AWS 

워크로드를 완벽하게 보호 

 

Dell EMC는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 보호 기술, 업계 최고의 중복 제거 

기술, 운영 환경 내부 및 클라우드 워크로드의 통합 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데이터 보호 소프트웨어를 통해 VMware 인증을 받은 

VMware Cloud on AWS 데이터 보호 기능을 VMware 파트너 중 

최초로 제공했습니다. 

 

Dell EMC는 VMware Cloud on AWS 환경을 보호하려는 고객을 위해 

Dell EMC Data Protection 소프트웨어와 DD VE(Data Domain Virtual 

Edition)이 포함된 번들을 제공합니다. 

 
 
 
 
 
 
 
 
 
 
 
 

Data Protection for VMware Cloud on AWS 번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번들을 통해 VMware Cloud on AWS 가입 솔루션에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 보호 기능을 손쉽게 추가할 수 있음 

 VMware Cloud on AWS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 호스트당 요금 

부과 – 1년 또는 3년간 가입 모델 

 동급 최고 수준의 중복 제거를 통해 클라우드 소비 모델 비용 절감 

 VMware Cloud on AWS 에서 VMware 워크로드를 원활하게 

보호할 수 있는 vSphere 통합 기능과 경쟁력 있는 가격 

 DD VE 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하여 96TB 로 

확장되므로 비용 효율성이 더욱 높아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