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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EMC RecoverPoint 
for Virtual Machines 5.2.1 
낮은 RTO 및 RPO로 온프레미스에 복제 

 

Dell EMC RecoverPoint® for Virtual Machines는 VMware의 가상화된 

환경에 대한 데이터 보호 기준을 재정립합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원하는 PiT(Point-in-Time)로 복구하기 위한 로컬 또는 원격 복제가 

가능하므로 VM 레벨의 세분성으로 VM(Virtual Machine)을 

보호합니다. 효율적인 WAN 대역폭 활용을 통해 원거리 간의 동기식 

및 비동기식 복제를 지원하므로 네트워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RecoverPoint for Virtual Machines는 VMware vCenter에서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기본 제공 오케스트레이션 및 자동화 기능을 

통해 재해 복구, 재해 복구 테스트 및 운영 복구를 간소화합니다. 

신뢰성이 높고 반복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자동화된 재해 복구 

워크로드를 제공하여 고객의 데이터 보호 및 복구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재해 복구 전략에서 클라우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RecoverPoint for Virtual Machines를 통해 AWS 및 VMware 

Cloud on AWS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가상화된 이 데이터 

보호 제품은 강력한 RecoverPoint 엔진과 Recover Point for Virtual 

Machines가 업계 최고의 복제 및 재해 복구 솔루션이 되는 데 기여한 

클라우드 기능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양 

VMware vCenter와 통합 

RecoverPoint for Virtual Machines는 완벽하게 가상화된 소프트웨어 

전용 솔루션으로써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 VMware vSphere 서버 환경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는 VMware vCenter 플러그인, vSphere 

하이퍼바이저에 내장된 RecoverPoint Write-Splitter, 가상 

어플라이언스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모두 VMware ESXi 서버 

환경에 완벽하게 구축 및 통합됩니다. 

 

 

 

 

 

 

 

 

 

 

 

RecoverPoint for Virtual 
Machines 

주요 특징 

• VM 레벨의 세분성으로 VMware 

환경에서 VM(Virtual 

Machine)을 보호하며 원하는 

시점으로의 복구를 위한 로컬 

또는 원격 복제를 제공합니다. 

• 기본 제공 오케스트레이션 및 

자동화 기능을 갖춘 VMware 

vCenter와 통합됩니다. 

• 시간, 비용, 클라우드 등의 

리소스를 확보하며 클라우드 

재해 복구 기능을 활용해 

온프레미스 기능을 향후 환경 

변화에 대비시킵니다. 

• 운영 및 재해 복구 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제공하여 데이터 

손실 및 복구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줍니다. 

• RPO 및 RTO로 정의된 조직의 

무중단 업무 운영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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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환경 요구 사항 

설명 요구 사항 

Dell EMC Recoverpoint for VM  5.2.1 

VMware vCenter 및 ESX 서버(고객이 제공함) vCenter vSphere Web Client가 포함된 릴리스 6.0U2, 6.5, 6.7U1 

VSAN VSAN 6.0 및 6.5 6.6, 6.7U1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고객이 제공함) 1~4개의 가상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유연한 네트워크 구성 

 

표 2. 제품 구성 요소 

설명 구축 가이드 

가상 어플라이언스 많은 워크로드를 관리하고 높은 가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vRPA 

2~8개의 vRPA 클러스터 사용 지원 

ESX Splitter ESXi 클러스터의 모든 ESXi 호스트에 자동으로 설치되며 구축 

시 ESX 클러스터가 vRPA 클러스터에 의해 보호됩니다. 

RecoverPoint for Virtual Machines VMware 

vCenter 플러그인 
vSphere Web Client용 RecoverPoint for Virtual Machines 

vCenter 플러그인 

 

표 3. 가상 어플라이언스 구성 

VCPU 메모리 디스크 

vCPU 2개/4GHz 8GB 35GB 

vCPU 4개/8GHz 8GB 35GB 

vCPU 8개/16GHz 8GB 35GB 

 

제품 개요는 Dell EMC RecoverPoint Virtual Machines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 

Dell EMC 영업 담당자 또는 공인 리셀러에 문의하여 Dell EMC RecoverPoint for Virtual Machines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또한 Dell EMC Store(https://store.emc.com/RP)에서 Dell EMC 솔루션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Dell EMC RecoverPoint for 

VM에 대한 자세한 정보 

Dell EMC 전문가에게 문의 추가 리소스 보기 

https://store.emc.com/us/Product-Family/EMC-Store-Products/c/EMCStoreProducts/layout?q=%3Arelevance%3AProductFamily%3ARecoverPoint+Products&facetselected=true
https://store.emc.com/us/Product-Family/EMC-Store-Products/c/EMCStoreProducts/layout?q=%3Arelevance%3AProductFamily%3ARecoverPoint+Products&facetselected=true
https://shop.dellemc.com/ko-kr/Product-Family/EMC-RecoverPoint-Products/Dell-EMC-RecoverPoint-for-Virtual-Machines-Data-Protection-Software/p/EMC-RecoverPoint-VM
https://shop.dellemc.com/ko-kr/Product-Family/EMC-RecoverPoint-Products/Dell-EMC-RecoverPoint-for-Virtual-Machines-Data-Protection-Software/p/EMC-RecoverPoint-VM
https://community.emc.com/community/products/recoverpoint
https://community.emc.com/community/products/recoverpoi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