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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환경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초고속 스토리지 어레이

비즈니스 요구

비즈니스 성과

Umbra는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IT 인프라스트럭처가 급격히 
노후화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Dell PowerMax는 설계에서 
제조와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전략을 조정하며, 유망한 비즈니스 
기회를 이용하려는 기업을 위한 스토리지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 주요 보고서 생성 및 중요 프로세스 실행 시 효율성이 
400% 향상됩니다.

• 인텔 Optane SCM 드라이브를 활용하여 SAP BW 업데이트 
응답 속도가 500% 향상됩니다.

• 3.4:1 데이터 감소율로 스토리지 공간 요구 사항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 탁월한 회복탄력성으로 24x7 운영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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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개요
• Dell PowerMax

• Dell PowerEdge

• Dell Boomi

"Umbra는 모든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 초고속 스토리지를 
제공하기 위해 Dell PowerMax를 

선택했습니다."

Tariq Jamal
Analytics 부문 VP 겸 CIO,

Umbra

“
홈 디자인 분야의 선두 기업인 Umbra는 Dell PowerMax 스토리지 
플랫폼으로 갈수록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증가하는 비즈니스 및 
기술 요구 사항에 대응합니다.

고객 프로파일

https://www.dell.com/ko-kr/dt/storage/powermax.htm#tab0=0
https://www.dell.com/ko-kr/shop/servers-storage-and-networking/sf/poweredge#story-module
https://boom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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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bra는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홈 디자인 회사입니다. 
Umbra는 가정 전반에 사용되는 가구, 장식, 액세서리, 정리함 
등을 디자인하며, 125개국의 75,000개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합니다. Umbra는 수직적 통합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자체 시설에서 오리지널 디자인 제품 대부분을 
제조합니다.

Umbra는 성공을 거두기 위해 비즈니스 기회에 적시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항상 비즈니스 전략에 맞춰 IT 인프라스트럭처
가 조정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스트럭처의 노후화로 인
해 비즈니스 성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오늘날의 환경과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비즈니스와 IT에 대한 요구 사항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라고 Umbra의 Analytics 부문 Vice President 겸 CIO인 
Tariq Jamal 씨는 말합니다. "주문 수가 늘어나면서 SAP 
환경에서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Umbra는 모든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 초고속 
스토리지를 제공하기 위해 Dell PowerMax를 선택했습니다. "

디지털 혁신 견인
Umbra의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의 핵심인 PowerMax 
스토리지는 현재 Umbra에 필요한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확장성과 유연성도 함께 제공합니다.

Umbra의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은 혁신의 
청사진 역할을 하며, 제품 디자인 아이디어를 문서화하고 
추적합니다. PowerMax에서 실행되는 기업의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로는 SAP 및 MySQL 

데이터베이스, Boomi, Citrix 기반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Atlassian Jira 추적이 있습니다.

Umbra는 PowerMax에서 실행되는 Citrix VDI와 Dell Wyse 씬 
클라이언트를 활용하여 토론토, 버펄로 그리고 중국 내 
여러 지역의 글로벌 창고 운영을 간소화합니다.

"Umbra의 기술 스택은 최종 소비자가 받는 경험에 이르기까지 
주문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입니다."라고 Jamal 씨는 
설명합니다. "인텔 Optane 기술로 구동되는 포괄적인 NVMe 및 
SCM 드라이브를 탑재한 PowerMax의 진가는 중요한 
워크로드에서 발휘됩니다."

"사용자는 더 이상 화면이 새로 고쳐지거나 보고서가 실행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PowerMax는 팀원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하도록 지원합니다."

 

Tariq Jamal
Analytics 부문 VP 겸 CIO,

Umbra

“

구축 및 관리가 
놀라울 만큼 
간편합니다.



대폭적인 성능 향상
과거에 Umbra는 일부 SAP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스토리지 어레이를 배포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PowerMax로 업그레이드한 후 SAP 
프로세스가 400% 향상되어 최대 2시간이 걸리던 작업을 30분 
만에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Jamal 씨는 말합니다.  
"사용자는 더 이상 화면이 새로 고쳐지거나 보고서가 실행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PowerMax는 팀원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하도록 지원합니다."

PowerMax와 인텔 Optane 기반 SCM(Storage Class Memory) 
드라이브는 SAP의 BW(Business Warehouse) 애플리케이션 
내의 SAP InfoCube 성능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SAP BW 내에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PowerMax 및 
SCM Optane 기술을 사용하여 500%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Jamal 씨는 강조합니다. "PowerMax는 직원들에게 
필요한 뛰어난 성능과 응답성을 제공하며, 관리에 별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Umbra의 데이터 감소율은 PowerMax를 선택할 때 
기대했던 것 이상인 3.4:1로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해 
추가 스토리지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머신 러닝을 통한 스토리지 
관리 간소화

Umbra는 탁월한 성능, 확장성, 신뢰성 외에도 관리하기 간편한 
기술을 원했습니다.

"PowerMax 덕분에 빠르게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Jamal 씨는 설명합니다. "간단한 작업이나 일상적인 작업을 위해 
IT 팀에 박사급 인력이나 설명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PowerMax 업그레이드는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는 것만큼이나 쉽습니다. 또한 속도, 성능과 기타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어레이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PowerMax 머신 러닝의 장점입니다."

Jamal 씨는 "Umbra처럼 아이디어를 구상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PowerMax와 같이 회복탄력성이 
뛰어나고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PowerMax는 직원들에게 
필요한 뛰어난 성능과 

응답성을 제공하며 관리에 
별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Tariq Jamal
Analytics 부문 VP 겸 CIO,

Umb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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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DellTech
https://www.facebook.com/DellTechnologies/
https://www.linkedin.com/company/delltechnologies/
https://www.dell.com/ko-kr/dt/storage/data-storage.htm
https://www.dell.com/ko-kr/dt/forms/contact-us.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