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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EMC PowerProtect 어플라이언스

강력한 보호.
가능성 강화.

GB/월당 1센트 
미만의 낮은 
보호 비용2

비용

스토리지 리소스 
소비량 감소298% 백업 및 복원 

시간 절감276% 빠른 재해 복구 
시간285%

데이터 보호 
관리 비용 절감222%

클라우드 리소스 
및 서비스 비용 
절감2

84%

최대 30%
향상된 데이터 압축⁴

최대 65배 
중복 제거⁴

최대 38%
더 빠른 백업 및 최대 45% 
더 빠른 복원5

60,000IOPS  
최대 64개 VM에 즉시 
액세스/복원6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를 
위한 최상의 선택
오늘날의 디지털 경제에서 기업과 조직은 
더 나은 비즈니스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 IT 
혁신을 빠르게 진행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보호를 탄탄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Dell EMC는 검증된 최신 
기술을 통해 전 세계 고객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데이터 보호 
어플라이언스 및 
소프트웨어 분야 #11

경제적 및 운영적 측면에서 Dell EMC Data 
Protection 포트폴리오의 이점

데이터 보호 어플라이언스
PBBA(Purpose-Built Backup Appliance)는 시장에 도입된 이후 
백업 및 복구를 위한 탁월한 신뢰성, 속도 및 효율성을 찾고 
있는 조직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40억 달러 2019년 전 세계 PBBA
(Purpose-Built Backup 
Appliance) 시장 규모³

통합 시스템

All-in-One 보호 스토리지 및 소프트웨어 어플라이언스

타겟 시스템

다양한 백업 소프트웨어와 상호 운용되거나 직접 
애플리케이션에 통합되는 어플라이언스

PowerProtect DP Series 어플라이언스
백업, 복제, 복구, 검색, 분석 등의 기능을 단일 어플라이언스로 제공하는 All-in-One 
데이터 보호 소프트웨어 및 스토리지로, 매우 신속하게 미래에 대비해 데이터 보호 
기술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규모의 조직도 손쉽게 구축 및 관리하고 데이터 보호 
기술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PowerProtect DD Series 어플라이언스
차세대 Data Domain 백업 어플라이언스로, 엔터프라이즈급 성능, 효율성 및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의 백업, 아카이브, 재해, Cyber Recovery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Dell EMC 및 타사 백업 소프트웨어와 손쉽게 
통합됩니다.

PowerProtect 어플라이언스로 
클라우드를 완벽하게 제어

1,100곳 이상
클라우드의 데이터 보호 
부문에서 Dell Technologies를 
신뢰하는 기업의 수7

4.0EB 이상
Dell Technologies가 
클라우드에서 보호하는 
데이터의 용량8

 PowerProtect
 Data Manager  
PowerProtect Data Manager와 
함께 PowerProtect 어플라이언스를 
활용하면 IT 환경을 더 빠르게 
혁신하도록 지원하는 차세대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정의

 + 멀티 클라우드 최적화

 + 셀프 서비스

 + SaaS 기반 관리

1 IDC 2020년 2분기 PBBA(Purpose-Built Backup Appliance) Tracker 매출과 2020년 2분기 Storage Software and Cloud Services Qview의 선별된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부문 매출 합산 기준.
2 Analyzing the Economic and Operational Benefits of the Dell EMC Data Protection Portfolio 보고서, Enterprise Strategy Group, 2020년 9월
3 IDC Market Spotlight. PBBA(Purpose-Built Backup Appliance) 2019년 시장 결과. 2020년 4월
4 PowerProtect DD Series 어플라이언스의 현장 텔레메트리 기준. PowerProtect DP Series 어플라이언스 현장 텔레메트리 데이터에도 적용됩니다.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DDOS 7.2를 사용하는 DP8900 내의 DD9900 기반 DD Boost 프로토콜과 DDOS 7.2를 사용하는 DP8800 내의 DD9800 기반 DD Boost 프로토콜을 비교한 Dell EMC 내부 테스트 결과 기준, 2020년 4월.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최대 IOPS 측정을 위해 8KB 100% 읽기를 사용하여 PowerProtect DD9900 및 DDOS 7.2에서 실시한 내부 테스트 결과 기준, 2020년 7월. DP8900 내의 DD9900에서 테스트 재수행, 2020년 9월.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Dell 내부 조사 결과 기준, 2020년 10월
8 Dell 분석 결과 기준, 2020년 10월

요구 사항에 맞게, 그리고 
예산에 따라 IT 기술 소비

Dell Technologies On Demand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소비 기반 지불 솔루션 및 서비스 제공 
모델을 제공합니다.

성장에 맞춰 지불: 합의한 주기에 따라 예측 
가능한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사전 
결정된 비율에 의해 비용을 지불합니다.

사용량 기준 지불: 실제 사용량을 측정하고,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유연성으로 기본 용량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인텔 인사이드®
더 강력한 데이터 센터 아웃사이드 delltechnologies.com/futureproof

A l l i a n c e  파 트 너

DELL EMC POWERPROTECT CYBER RECOVERY 솔루션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최후 방어선을 통해 비즈니스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검증된 성능과 지능형 툴을 갖춘 최신 PowerProtect 
Cyber Recovery는 워크플로를 자동화하여 중요 
데이터를 보호 및 격리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식별하며 복구 속도를 높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