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 Solutions

Data Center
Utility
APEX Data Center Utility를 통해 고도의
맞춤 구성 방식으로 데이터 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Pay as You Use 모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및
데이터 센터 운영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 및 지원 선택권과 함께
Dell의 선도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간편한 단일 인보이스를 통해
예측 가능한 요율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월별 지불 방식을
제공합니다.**
Data Center Utility를 통해 이미 여러 조직이 예측 가능한
정액 지불 솔루션에서 실제 사용량에 따른 가변 요금
솔루션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기술에서 실현되는
비즈니스 가치에 맞춰 해당 기술 비용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동 방식
제품이 사용되는 환경 파악
귀사와 협력하여 용량 요구 사항, 예상 확장
규모, SLA 및 보고 요구 사항을 정의합니다.
요금 구조 개발
필요한 솔루션을 파악한 후에는 일관된
요금을 기준으로 요금 구조를 개발합니다.

사용량 모니터링
자동화된 툴에서 실제 소비 수준을 기록하며,
이 데이터는 귀사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구축된 용량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월 사용량 검토
귀사가 사용량 데이터를 승인하면 매월
실제 사용량을 반영한 인보이스가
제공됩니다.

예:
단기적인 현금 유동성 요구 사항과 장기적인
성장 예측의 균형 유지
한 대형 금융 기관은 보다 민첩한 오퍼링을
지원하고, IT 솔루션 구축 시간을 단축하며,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차세대 클라우드 플랫폼
전략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현금
유동성 문제로 인해 그러한 전략적 비전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Dell Financial Services는 고객이 멀티 사이트
엔터프라이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틸리티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아래의 차트는 이 고객의 사용량과 Data Center
Utility 지불 금액 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사용량

사용량과 데이터 센터 지불 금액의 관계

지불 금액
기간

Data Center Utility의 이점

편의성

민첩성

컨트롤

Data Center Utility는 맞춤 구성된
보고서와 비용 청구서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자동화된
구매 주기를 확립하여 IT 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조직의 수요에 맞춰 필요에 따라 스케일
업 또는 스케일 다운하면서 다른 중요한
이니셔티브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궁극적인 유연성을 실현합니다.

Data Center Utility를 통해 최고 수준의
맞춤 구성이 가능하므로 전체 IT 지원
환경에 걸쳐 구체적인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에
전담 제공 관리자가 배정되어 귀사의
성공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정보 >
Dell Technologies 또는 Dell Financial Services 어카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www.delltechnologies.com/data-center-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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