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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PowerProtect 어플라이언스용 Smart Scale 
Dell PowerProtect Data Manager 및 NetWorker를 통해 멀티 엑사바이트 환경을 위한 용량 및 성능 최적화 

 
Smart Scale 소개 

Smart Scale은 여러 DD Series 어플라이언스의 풀을 구성할 수 있는 PowerProtect 
어플라이언스의 최신 혁신 기술로, 단일 네임스페이스로 구성된 일반적인 중복 제거율로 
최대 48PB의 가용 용량과 3EB 이상의 논리적 용량을 제공합니다. 운영 중단 없는 데이터 
이동성으로 보호 스토리지를 최적화하여 워크로드 배치를 안내하고 자동 클라이언트 
리디렉션을 통해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며 용량 활용도를 예상하기 위해 환경 전반에서 
유용한 용량 분석 정보와 권장 사항이 제공됩니다. 

IT 환경의 변화는 더 이상 스토리지 풀의 수동 재보정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풀에서 
MSU(Mobile Storage Unit)를 이동시켜 새 어플라이언스의 온보딩 및 사용 중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더욱 
중요해지고 보존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Smart Scale을 사용하면 해당 백업 세트를 더 많은 
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풀의 다른 어플라이언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PowerProtect 어플라이언스용 Smart Scale은 추가 비용 없이 다중 시스템 관리 콘솔인 
PowerProtect DD Management Center를 통해 제공됩니다. 

 

 
Smart Scale 및 Dell Data Protection 소프트웨어 

PowerProtect Data Manager를 사용하면 여러 DD Series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용량 
관리를 간소화하고 데이터 센터 내에서 스토리지 투자를 최적화하는 동시에 데이터 증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NetWorker 사용자는 Smart Scale 풀을 기존 인프라스트럭처에 통합하여 유연성과 
확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NetWorker를 통해 마이그레이션 및 이동이 더 쉬운 여러 
개의 소규모 MSU 생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최적화되고 성장 또는 
변화하는 우선순위에 대비할 수 있을 만큼 민첩하게 보호되는 데이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DD Series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 

 
Dell Technologies 전문가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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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성이 뛰어난 Smart Scale 
• 통합 네임스페이스를 통해 여러 

어플라이언스를 단일 풀로 관리 

이동성 

• 지능적이고 자동화된 운영 중단 없는 
데이터 이동성으로 워크로드 배치 
최적화 

통찰력 

• 데이터 보호 환경 전체에서 중요한 
용량 통찰력을 얻고 권장 사항을 
확인 

Dell Data Protection 소프트웨어 
및 어플라이언스 지원 

• Smart Scale은 DD9900, 
DD9400, DD6900 및 
DD6400에서 지원됩니다. 

• PowerProtect Data Manager와 
NetWorker 모두 Smart Scale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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