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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환경에 XtremIO 를 

선택해야 하는 주요 이유 
 

 

 
 
 
 
 
 
 
 
 
 
 
 

1 | 예측 가능성 및 확장성이 뛰어난 SAP 성능 

애플리케이션 관리자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더 이상 스토리지 성능 모니터링 및 튜닝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XtremIO 

서비스의 모든 플래시 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균형 잡힌 성능 모델을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므로 복잡한 관리와 오버 프로비저닝, 튜닝이 

필요 없습니다. XtremIO 는 워크로드가 증가하더라도 빠른 응답 시간을 제공하므로 SAP 환경에서 사용량이 가장 많은 기간에도 SLA 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2 | 혼합 워크로드 통합 

XtremIO 를 사용하면 IT 조직이 혼합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를 통합하여 중앙 집중식 관리 등을 통해 표준화를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SAP 환경, SAP HANA 및 OLTP, OLAP, DW 등의 혼합 워크로드를 동일한 XtremIO 클러스터에서 호스팅할 수 

있으므로 관리가 간소화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 민첩한 대응 능력 향상 및 TCO 절감 

XtremIO 는 상시 인라인 압축 및 데이터 중복 제거와 같은 고급 스토리지 기술을 선도적으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감소 기술을 

통해 XtremIO 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더 적은 플래시로 더 많은 데이터를 지원함으로써 플래시 비용을 절감시킵니다. XtremIO 를 

사용하면 상당한 CAPEX/OPEX 절감 효과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4 | 통합 복제본 데이터 관리  

XVC(XtremIO Virtual Copies)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개발/테스트, 분석, 백업 등에 필요한 만큼 복제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XVC 는 운영 볼륨과 동일한 인라인 데이터 서비스와 동일한 성능 및 공간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XtremIO 의 

iCDM(Integrated Copy Data Management)을 통해 실시간에 가까운 분석, 개발/테스트, 패치 적용, 샌드박스 테스트 및 기타 SAP 워크로드 

활용 사례 등의 용도로 XVC 를 활용함으로써 혁신 주기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운영 볼륨과 같은 수준의 성능과 완벽한 공간 

효율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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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유 

 
 

Dell EMC XtremIO 는 처음부터 용량 효율을 극대화하고 비례적으로 확장 가능한 높은 성능과 1 밀리초 미만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응답 시간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엔터프라이즈급 SAP 워크로드를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SAP 인프라스트럭처의 성능과 민첩한 

대응 능력을 재정립하는 아키텍처 

http://www.dellemc.com/ko-kr/storage/xtremio-all-flash.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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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무중단 업무 운영 및 재해 복구  

XtremIO 의 고유한 메타데이터 인식 복제 기술을 통해 무중단 업무 운영을 실현하고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인식 기능은 

복제에 필요한 WAN 대역폭과 스토리지 용량을 대폭 줄여 애플리케이션 보호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6 | QoS(Quality of Service)를 통한 맞춤화  

XtremIO의 QoS를 활용하면 각 애플리케이션이 비즈니스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유연하게 성능을 정의할 수 있고 개발자에게 필요한 

만큼 SAP 환경의 복제본을 구축하여 혁신 주기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볼륨, 정합성 보장 그룹 또는 이니시에이터 그룹 대역폭 

제한을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OPS 제한을 설정하여 리소스 할당을 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워크로드당 IOPS 또는 대역폭을 

제어함으로써 SAP 환경이 혼합 워크로드 환경에서 I/O 경합 문제를 방지하고 애플리케이션 독점 사용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7 | 비즈니스 혁신 가속화 및 민첩한 대응 능력 향상 

Dell EMC XtremIO 기반의 의사 결정 지원 분석 기능을 통해 필요 시 SAP 운영, 보고, 테스트 및 개발 환경에 대한 SLA 를 계속 준수하면서 

비즈니스 혁신을 앞당기고 민첩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XtremIO X2 의 OCE(Online Cluster Expansion) 기능을 활용하면 

지원되는 워크로드에 미치는 영향 없이 SAP 환경의 확장에 따라 필요한 대로 컴퓨팅과 용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XtremIO 는 SAP 

HANA 의 모든 성능 및 기능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로 SAP 의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 인증에 따라 완벽하게 

지원되는 환경에서 기존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하여 SAP HANA TDI(Tailored Data Center Integration)의 일부로 XtremIO 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8 | 클라우드 기반 모니터링  

CloudIQ 를 통해 SAP 관리자가 브라우저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XtremIO 스토리지 인프라스트럭처의 상태와 가용성을 원격으로 

추적하고, 기간별 추세를 보고하며, 향후 확장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유용한 분석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9 | 간편한 관리  

XtremIO 에는 플랫폼을 관리할 수 있는 간편하고 사용하기 쉬운 HTML5 인터페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일반 웹 브라우저를 통해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인 드릴다운 및 간편한 탐색 기능을 

갖추고 있어 손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시스템 메트릭이 그래픽 대시보드 전면 한가운데에 표시되어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XtremIO 는 스토리지 프로비저닝을 간소화하므로 추가적인 튜닝 과정 없이 모든 워크로드를 쉽게 구성하고 

구축할 수 있습니다. Dell EMC AppSync 와의 긴밀한 통합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워크로드 관리를 자동화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XtremIO 는 구축 주기를 단축하고 설계 의사 결정 및 관리를 줄임으로써 플랫폼의 관리 편의성을 높입니다. 

 

10 | Future-Proof Program 으로 안심하고 사용  

Dell EMC Future-Proof Loyalty Program 은 3 년간 고객 만족 보장, 투자 보호(기존 시스템을 트레이드인(Trade-In)하면서 차세대 Dell EMC 

스토리지에 대한 크레딧 제공), 예측 가능한 지원 가격 책정(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유지 보수 가격 책정 및 서비스), 모든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데이터 저장 및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위험 요소 없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원활한 업그레이드 및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툴을 통해 차세대 스토리지로 전환), 4:1 의 올 플래시 스토리지 효율성 향상 보장(권장 Best Practice 를 따르면 보장된 4:1 의 

스토리지 효율성 실현)이라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추가 정보:  

Dell EMC XtremIO 

추가 리소스 보기 대화에 참여 

@DellEMCStorage 및  

#Xtrem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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