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모델

Anytime Upgrade1 소개
Anytime Upgrade는 Future-Proof Program의 최신 오퍼링으로, PowerStore 전용으로 
제공됩니다. PowerStore의 유연한 스케일 업 및 스케일 아웃 아키텍처를 활용하는 
Anytime Upgrade를 통해 고객은 데이터 이동 없는 업그레이드 옵션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거나 또는 두 번째 어플라이언스 할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Future-Proof Program은 다양한 보장, 혜택,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IT 수명주기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성과를 보장하고, 투자 가치를 극대화하며, IT의 미래를 개척하는 고객을 돕는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중요한 세부 정보는 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Dell EMC PowerStore

IT 미래 전망투자 극대화

•	 교체 및 재활용*

•	 명확한 가격*

•	 모든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성과 보장

• 3년간 고객 만족 보장*

•	 스토리지 데이터 감소*

• Anytime Upgrade*

•	 위험 요소 없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유연한 소비*

단순한 차세대 컨트롤러 스왑을 뛰어넘는 유연한 업그레이드**

1년 이상 기다리지 않고 계약 기간 내 언제든 이용 가능

업그레이드 시 갱신이 필요 없음

데이터 이동 없는 업그레이드

차세대

두 번째 어플라이언스에 할인 적용

스케일 아웃

**상위 모델 및 스케일 아웃 옵션은 Anytime Upgrade Select에서 제공됩니다. 스케일 아웃 구축에는  
Dell ProDeploy Plus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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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Store를 구매할 때 Anytime Upgrade Select
를 함께 구매하면 3년, 4년 또는 5년의 Dell EMC 
ProSupport Plus 계약 기간 내에 3가지 업그레이드 
옵션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PowerStore를 선택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Anytime Upgrade 구매를 갱신하거나 갱신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 
지난 3년간 공급업체에 종속되지 않고 혜택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ProSupport Plus의 혜택인 TSM이 배정되어 
업그레이드 제공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서비스 권한 옵션을 검토하며, 시스템 유지 
보수의 일환으로 업그레이드 준비 상태 점검을 
실행합니다.

TSM을 통해 차세대 릴리스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곧바로 최신 기능과 혁신 
기능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손쉽게 최신 세대 
노드(컨트롤러)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다운타임이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필요 
없습니다.

계약 후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 다른 어플라이언스가 필요한 
경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할인을 활용하십시오.

Anytime Upgrade1에 
등록

갱신 결정

TSM 
(Technology Service 

Manager) 배정

불가피한 변화

차세대

PowerStore에 만족하지만 더 강력한 
성능이 필요하다면 간단히 상위 모델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다운타임이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필요 없습니다.

상위 모델2 스케일 아웃2

1 업그레이드는 인보이스 날짜로부터 180일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POS(Point 
Of Sale)에 Anytime Upgrade Select 또는 Standard 추가 기능 선택 사항이 포함된 
최소 3년의 ProSupport Plus를 구매해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Anytime Upgrade 
프로그램의 제공 여부는 국가 및 부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 약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2 Anytime Upgrade Select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 아웃 구축에는 
Dell ProDeploy Plus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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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고 수준의 유연한 컨트롤러 업그레이드 프로그램3

Anytime Upgrade1

Pure 
Evergreen Storage

HPE(Primera) 
Technology Refresh Storage

HPE(Nimble) 
Technology Refresh Storage

NetApp 
Next Credit

컨트롤러 
업그레이드 
유연성

n

표준: 
• 차세대

다음 중 선택: 
• 차세대
• 상위 모델
• 스케일 아웃2

n

Free Every Three: 
• 차세대

Upgrade Flex: 
• 상위 모델

n 최신 세대와 동급 n 성능 기반 기술 교체 n NetApp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고정 크레딧 금액

업그레이드 
시기 n 계약 기간 내 언제든 가능 

(180일 후) n

Free Every Three: 
• 3년간 업그레이드할 수 없음

Upgrade Flex: 
• 3년이 지나기 전에 
 업그레이드하려면  
 적격 용량 확장 구매 필요

n 3년간 업그레이드할 수 없음 n 1년간 업그레이드할 수 없음 n 3년간 업그레이드할 수 
없음

갱신 n 갱신 불필요 n 업그레이드하려면 갱신해야 함 n 업그레이드하려면 갱신해야 함 n 갱신 불필요 n 업그레이드하려면 갱신 
또는 6년 선불 약정 필요

어카운트 
관리 n Technology Service Manager n 지원 관리자 배정 시 추가 비용 

발생 n 지원 관리자 배정 n 지원 관리자 배정 시 추가 
비용 발생 n 지원 관리자 배정 시 추가 

비용 발생

1 업그레이드는 인보이스 날짜로부터 180일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POS(Point Of Sale)에 Anytime Upgrade Select 또는 Standard 추가 기능 선택 사항이 포함된 최소 3년의 ProSupport Plus를 구매해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Anytime Upgrade 프로그램의 제공 여부는 국가 및 부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 약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2 두 번째 PowerStore Appliance 할인. Dell ProDeploy Plus가 필요합니다.

Anytime Upgrade
Anytime Upgrade는 PowerStore를 대상으로 하는 Dell Technologies의 새로운 
선불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전면 개편 
방식의 업그레이드, 다운타임 또는 애플리케이션 영향 없이 PowerStore 
인프라스트럭처를 현대화할 수 있습니다. Anytime Upgrade는 기존 플랫폼 
마이그레이션 주기를 효과적으로 종료하여 계획을 간소화하므로 고객은 항상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최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ProSupport Plus4

ProSupport Plus의 주요 혜택인 TSM(Technology Service Manager)은 최일선 
지원 담당자 역할을 합니다. TSM은 일정 수준의 연속성, 지식 및 지원을 
제공하여 시스템과 업그레이드가 완전히 지원된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중요 세부 정보: 3년간 고객 만족 보장: 3년간의 ProSupport 계약을 구매해야 합니다. 고객 만족도 보장 여부는 제품이 제품 사양을 따르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환불은 비례 배분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스토리지 데이터 감소 보장: 
고객이 ProSupport Plus 또는 ProSupport with Mission Critical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All Flash Storage 제품만 지원됩니다. 교체 및 재활용: 트레이드인(Trade-In) 금액은 시장 상황에 따라 Dell EMC의 독자적인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모든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데이터 저장 및 관리에 필요한 일부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Anytime Upgrade: POS(Point Of Sale)에 ProSupport Plus와 Standard 또는 Select 추가 기능(사용 가능한 경우)을 구매해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Select는 Standard의 차세대 컨트롤러 옵션과 더불어, 제품군 내 업그레이드 또는 두 번째 어플라이언스 솔루션에 대한 스케일 아웃 할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PowerStore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약관이 적용됩니다. 위험 요소 
없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전송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고객이 백업해야 합니다. 유연한 소비: DFS(Dell Financial Services)에서 지원하는 Dell EMC의 유연한 소비 모델.

3 공개 데이터를 사용하여 컨트롤러 업그레이드에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구독 오퍼링을 비교한 Dell 분석 결과 기준, 2020년 4월.

4 Dell EMC Services의 이용 가능 여부와 지역 및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Dell EMC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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