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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VMWARE 환경에 DELL EMC 

POWERSTORE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 

Dell EMC PowerStore는 오늘날의 VMware 환경에 새로운 수준의 민첩성과 다양한 운영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은 특별히 설계된 어레이에 기반한 

최고 수준의 모던 스토리지 기술을 사용하며, VMware ESXi 하이퍼바이저의 고급 기능을 통합하여 전례 없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1  VMware 생태계에 적합한 설계 

Dell EMC PowerStore는 VMware vSphere와의 긴밀한 통합을 제공합니다. PowerStore는 VMware vVols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이를 

기본적으로 실행합니다. 또한 PowerStore에는 ESXi가 설치되어 있어 스토리지 플랫폼에서 직접 가상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인 AppsON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블록 비우기 및 데이터 복제와 같은 스토리지 작업이 가능한 vSphere 스토리지 오프로드 

기본 형식을 지원하며, Dell EMC VSI vCenter 플러그인(옵션)을 통해 기존 vCenter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VMware 관리자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VMware 환경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2  클라우드 통합 

Dell EMC PowerStore를 VCF(VMware Cloud Foundation)와 함께 구축하면 VCF VI(Virtual Infrastructure) 또는 워크로드 도메인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PowerStore는 VCF VI 도메인에서 주 스토리지 또는 보조 스토리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PowerStore는 

Dell EMC Cloud Storage Services를 활용하므로 선택한 온프레미스 데이터 세트를 레이턴시가 짧은 직접 연결을 통해 VMware Cloud on 

AWS(Amazon Web Services), Microsoft Azure 및 GCP(Google Compute)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가상화된 환경을 위한 성능 

VMware를 신뢰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고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차세대 

애플리케이션(모던 분석, 컨테이너, NoSQL 데이터베이스 툴 및 AI/ML)을 수용함에 따라 VMware는 이러한 구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Dell EMC PowerStore는 이러한 까다로운 차세대 스토리지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필요한 최고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용 가능한 최신 스토리지 기술(포괄적인 NVMe 설계 및 인텔 Optane SCM(Storage Class Memory))과 

함께 무중단 인라인 데이터 감소(고급 중복 제거 및 하드웨어 가속 압축(인텔 QuickAssist 사용))를 활용하면 고객은 변화하는 워크로드 

수요에 맞춰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VMware 환경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4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 보호 기능을 통한 미션 크리티컬 가용성 지원 

PowerStore는 Active/Active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갖추어 기본적으로 가용성이 뛰어나며, VMware Site Recovery Manager에 통합되어 

VMware 환경에 맞게 고가용성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PowerStore는 데이터 세트를 다른 PowerStore 어레이에 

복제하여 지속적인 데이터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PowerStore는 VMware 환경에 내결함성을 제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이터 보호 기능과 저장된 데이터 암호화 체계가 기본으로 제공되므로 로컬 데이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미래 지향적인 투자 

Dell EMC Future-Proof Storage Program으로 스토리지 구매에 따른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Dell EMC PowerStore를 

구매하면 3년간 고객 만족 보장, 올플래시 스토리지 효율성 보장, 위험 요소 없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하드웨어 투자 보호, Clear Price 

유지 보수, Anytime Upgrade가 지원됩니다. Dell EMC PowerStore를 통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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