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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데이터는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 진출 시간을 단축하며 차별화를 실현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의 잠재력을 발굴할 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의 양은 방대하고 다양하며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위해 IT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은 많은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직면하는 공통 
과제입니다. 지출 최적화와 사용량 예측 그리고 제한된 리소스로 인해 이러한 복잡성이 
더욱 심화됩니다.

따라서 간편성, 민첩성, 제어력을 원하는 기업과 조직들에서 as-a-Service 소비 모델의 
채택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Gartner®에 따르면 2025년까지 모든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 용량의 70% 이상이 소비 기준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1년에 35% 미만이었던 것에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¹ 

Dell Technologies는 세계적 수준의 지원과 서비스를 통해 강력한 스토리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Dell APEX Data Storage Services File을 사용하면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자체 데이터 
센터 또는 상호 연결된 Dell 관리형 코로케이션 시설에서 확장 가능하고 민첩한 온디맨드 
리소스를 활용하면서 온프레미스 인프라스트럭처의 엔터프라이즈급 기능과 제어력 
그리고 보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2

자체 온디맨드 환경 구축
Dell APEX Data Storage Services는 파일 스토리지의 구매, 구축, 관리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다음 작업을 지원하는 간편하고 직관적인 Dell APEX Console을 통해 as-a-
Service 경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관리, 위치, 기본 용량, 성능 계층 및 기간 선택
• 사용량 모니터링 및 용량 계획 예측
• 사용자 액세스 및 권한 제어

• 예측 가능한 중앙 집중식 비용 관리 경험

Dell APEX Data Storage Services 파일 

• PB 단위의 용량으로 확장 가능
• 가장 까다로운 수준의 
워크로드 실행

• 다양한 데이터 형식 지원
• 스토리지가 아닌 데이터를 
관리

• 선도적인 공급업체, 고객, 
파트너 및 생태계와 통합 및 
연결

• 99.9999%의 가용성을 
제공하도록 설계2

비정형 데이터의 잠재 가치 활용

— 통신 분야의 수석 클라우드 솔루션 설계자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 변동성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확장 
또는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Dell Technologies가 모든 변동성에 
대처합니다.

“ “

Dell APEX Data Storage Services를 사용하면 예상 사용량이 아니라 실제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며, 용량 활용도가 기본 
용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 사용에 따른 위약금을 물지 않고 단일 요율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용량이 증가하면 언제든지 
기본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즉, 워크로드 요구사항 변화에 필요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구현됩니다.

동급 최고 수준의 스케일 아웃 NAS 기술
Dell Technologies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부문 1위의 선도업체입니다.3 이제 as-a-Service 모델을 
통해 파일 스토리지를 유연하게 구축할 수 있으므로 비정형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저장되고 관리되고 보호되며 분석된다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규모에서든 관리 간소화: PB 단위의 용량으로 확장되는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정형 데이터의 잠재 가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까다로운 워크로드 지원: 변화되는 요구 사항에 따라 대규모로 성능을 구현하고 쉽게 확장되는 솔루션으로 가장 까다로운 
워크로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장소에 상관없이 어떤 데이터든 활용: NFS, SMB, HDFS, S3, HTTP, FTP 프로토콜 등 내장된 동시 셀프 서비스 멀티 프로토콜 
기능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유형과 다양한 워크로드를 지원합니다.



읽기/쓰기 처리량 성능은 NFSv3 프로토콜 및 100% 순차적 읽기/쓰기 워크로드(85% 소비된 기본 TiB당)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대 Ops/sec 성능은 NFSv3 프로토콜 및 일반적인 
NAS 파일 공유 벤치마크(85% 소비된 기본 TiB당)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독 용량에 따라 더욱 높은 성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성능 계층 최적화된 용량 용량/성능의 균형 고집적 성능 최적화* 최적화된 성능

설명
아카이브 워크로드에 초점을 맞춰 
설계된 비용 최적화 스토리지

까다로운 엔터프라이즈 파일 
워크로드를 위해 설계된 
하이브리드 플랫폼

중간 규모 및 대규모 배포를 위한 
고성능 레이턴시 최적화 올플래시 

스토리지

소규모 배포를 위한 최고 성능의 
레이턴시 최적화 올플래시 

스토리지

읽기 성능 TiB당 14MB/s TiB당 25MB/s TiB당 89MB/s TiB당 371MB/s

쓰기 성능 TiB당 4MB/s TiB당 13MB/s TiB당 28MB/s TiB당 131MB/s

Ops/sec TiB당 159 TiB당 270 TiB당 1440 TiB당 4717

최소 용량 259.3TiB 259.3TiB 199.2TiB 24.9TiB

대상 활용 사례
아카이브/데이터 계층화, 영상 관제/

디지털 증거, 의료 영상
홈 디렉토리, M&E 콘텐츠 제공, SW 
테스트/개발, 빅데이터/일괄 분석

실시간 스트리밍 및 분석, 제조, 
생명 과학, 금융 서비스, HPC, 

AI/ML/DL

스트리밍/실시간 분석, AI/ML/DL
용 데이터 레이크, M&E 콘텐츠 

제작, EDA/ADAS

Dell APEX Data Storage Services 파일의 성능 옵션:

Dell Technologies 전문가에게 문의Dell APEX Data Storage 
Services에 대한 자세한 정보

1 Gartner, "2023 Planning Guide for Cloud, Data Center and Edge Infrastructure", 2022년 10월.
2 고객 관리형 구독에서는 Dell 관리형 코로케이션 배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Dell 관리형 코로케이션 배포의 지역별 이용 가능 여부는 
www.Dell.com/Access-APEX 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3 IDC WW Quarterly Enterprise Storage Systems Tracker, 2022 Q3 Historical Release, 2022년 12월 6일. 공급업체 매출 기준 순위.
4 일반적인 기본 블록 및 파일 플랫폼 구성에 대한 하드웨어 가용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하드웨어 가용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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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최적화된 데이터 배치: 비즈니스 규칙과 내장형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스토리지 배치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보호: 로컬 및 원격 보호 옵션과 
함께 검증된 엔터프라이즈급 백업 및 재해 복구 솔루션은 
물론 원활한 호환성을 제공하는 회복탄력성이 뛰어난 
시스템으로 위험을 낮춥니다. 

• 강력한 보안 옵션: SED(Self-Encrypting Drive),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LDAP/AD를 사용한 인증, 액세스 존, 파일 
시스템 감사, SMB3 암호화 및 HDFS 투명 데이터 암호화를 
통한 D@RE(Data at Rest Encryption)로 회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빅데이터 통합: Pivotal, Cloudera, Hortonworks, Splunk와 
같은 주요 공급업체와 원활하게 통합되어 데이터 이동 없이 
즉시 분석을 수행하므로 인공 지능, 머신 러닝, 딥 러닝의 
워크로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멀티클라우드 유연성: 데이터 센터 코로케이션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멀티클라우드를 지원하므로 고객, 파트너, 
생태계와 연결되어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 
종속 문제도 방지됩니다.

• 고가용성: Dell APEX Data Storage Services File 
인프라스트럭처는 99.9999% 가용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4

• 오브젝트 지원: S3 지원을 통해 데이터를 복사하지 않고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이 가능하도록 스토리지 활용 
사례가 확장됩니다.

인프라스트럭처가 아닌 비즈니스 성과에 집중
Dell APEX Data Storage Services File을 사용하면 고객은 용량을 
사용하고 워크로드 및 애플리케이션의 운영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온프레미스 또는 상호 연결된 Dell 관리형 
코로케이션 시설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는 Dell Technologies에서 
소유하고 유지 관리를 담당합니다.2

또는 as-a-Service 경험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어하려는 IT 조직은 
인프라스트럭처 설계, 공유 구성 및 기타 관리 작업을 책임지도록 
설계된 고객 관리형 Dell APEX Data Storage Services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옵션을 선택하든 예측 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운 가격과 송신 수수료 또는 레이턴시 문제가 없는, 
클라우드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제 IT 직원은 일상적인 
유지 보수, 예측, 구매, 업그레이드 및 복잡한 기술 교체 주기와 
관련된 자본 예산 제약에 신경 쓰지 않고 생산성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고가치 이니셔티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ell.com/ko-kr/lp/contact-us
https://www.dell.com/ko-kr/dt/apex/storage/data-storage-services/index.htm
https://www.dell.com/ko-kr/dt/apex/storage/data-storage-services/index.htm
https://www.dell.com/ko-kr/lp/access-ap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