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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SQL Server용 
Dell EMC 스토리지
Microsoft Data Estate에 최적화된 스토리지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에서는 여러 버전의 Microsoft SQL Server 환경에 
걸쳐 기존 워크로드와 최신 워크로드를 모두 사용합니다.

Microsoft SQL Server를 통해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에서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배포의 핵심은 바로 

데이터의 저장 위치입니다.

언제든 적절한 사이징으로 독립적인 스케일링이 가능한 컴퓨팅 및 
스토리지

Anytime Upgrade로 더 이상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할 필요가 없습니다.

Microsoft SQL Server용 Dell EMC 스토리지

모든 Microsoft SQL Server 환경을 위한 스토리지 포트폴리오

자세한 정보: https://www.delltechnologies.com/
ko-kr/solutions/sql/storage-for-sql.htm

Microsoft SQL Server 2019 빅데이터 클러스터에서 PolyBase를 사용하여 
모든 정형,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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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 ODBC NoSQL 빅데이터

모든 Microsoft SQL Server 워크로드를 통합합니다.
Microsoft SQL Server의 모든 버전에서 전반적인 
가용성, 성능, 보안, 데이터 보호, 민첩성을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 센터의 전반적인 설치 공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클러스터는 Kubernetes에서 관리하는 Linux 
기반 컨테이너로 배포됩니다.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Dell Technologies는 Ansible 및 Kubespray로 모범 사례와 
스크립팅된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기본 및 엣지 스토리지
테스트, 개발, 운영 단계에 걸쳐 기존 및 최신 애플리케이션 통합

외부 
데이터 소스

• 관계형
• ODBC
• NoSQL
• 빅데이터

SQL Server DB의 
데이터 보호
PowerProtect 

어플라이언스로 모든 
환경에서 어레이 데이터 보호

HDFS 계층화로 
PowerScale 활용

빅데이터 클러스터를 비정형 
스토리지로 확장

처음부터 SQL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사이징되었습니다.

Dell EMC PowerStore는 Microsoft SQL Server 통합의 컴퓨팅 및 용량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5가지 모델로 제공되며 향후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드라이브를 1개씩 추가하여 스케일 업/스케일 아웃할 수 있습니다.

1. 상위 모델(현재 세대+) 3. 스케일 아웃

데이터 이동 없는 업그레이드 두 번째 어플라이언스 할인

2. 현재 세대        차세대

1. 압축 및 중복 제거 기능을 활성화하고 8K 블록 크기에서 70/30 비율의 랜덤 읽기/쓰기 조합을 실행하여 PowerStore 9000 4x 클러스터와 Unity XT 880을 비교한
    Dell 분석 기준, 2020년 3월.  실제 성능은 구성, 활용, 제조 변동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압축 및 중복 제거 기능을 활성화하고 8K 크기에서 300K IOPS, 70/30 비율의 랜덤 읽기/쓰기 조합을 실행하는 PowerStore 9000과 Unity XT 880에 대한 Dell의 
    비교 분석 결과 기준, 2020년 3월.  실제 성능은 구성, 활용, 제조 변동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고객 애플리케이션 전반에서 4:1 평균 비율을 보장합니다.  개별 애플리케이션의 비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uture-Proof Program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ppsON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에서 직접 
Microsoft SQL Server 
실행

항상 알맞는 규모 

컴퓨팅 및 스토리지를 
독립적으로 확장하면서 
스케일 업/스케일 아웃

모든 워크로드

기존 워크로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워크로드를 위한 
아키텍처

모든 버전

모든 Microsoft SQL 
버전을 통합하여 더 
빠른 통찰력 확보

컴퓨팅 풀

SQL 데이터 풀 스토리지 풀

빅데이터 
클러스터

Kubernetes 클러스터

인텔® 제온® 플래티넘 프로세서

https://www.delltechnologies.com/ko-kr/solutions/sql/storage-for-sql.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