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기술 
솔루션을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고객이 
초과 용량을 선불로 구입하여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기술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술에 
예산을 추가로 지출하면 정작 다른 중요한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Flex on Demand를 통해 
기술 사용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필요할 때 버퍼 
용량을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불 비용은 실제 
사용량에 맞게 조정됩니다.

Flex On Demand는 PowerStore, PowerMax, PowerFlex, 
PowerScale 및 ECS 스토리지, PowerEdge 서버, VxBlock and 
VxRack CI 일부 HCI 솔루션, PowerProtect DD 및 
PowerProtect DP 데이터 보호 어플라이언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APEX FOD는 85%이상을 과금하지 않으므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여타 Vendor와 차별화된 
요소입니다. 

APEX Flex On Demand를 통해 실제 
사용량에 맞춰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변화하는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부담 없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작동 방식

적합한 솔루션 선택
비즈니스 요구에 맞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간소화된 가격 책정 및 예산 수립
고객에 맞춤화 된 제품에 단순화된 가격으로 비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과금에 85% cap을 
적용하여 그 이상 사용하더라도 과금하지 않습니다. 

구축 용량 선택
Dell Technologies가 귀사와 협력하여 현재 필요한 

“약정 용량”과 향후 필요한 “버퍼 용량”을 
결정합니다. 모든 기술이 설치된 상태로 

제공되므로 첫날부터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량 측정
각 지불 금액은 고정된 약정 용량 금액과 변동 가능한 

버퍼 용량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비용 절감 실현
약정 용량을 높이고 사용 기간을 늘리면 비용이 
더욱 낮아져, 워크로드가 초기에 약정된 용량 
이상으로 증가했을 때 더 낮은 사용 요금이 

적용됩니다.

버퍼 용량 사용량
사용량은 장비와 함께 설치된 자동화 툴을 사용하여 

구성 요소 수준에서 정기적으로 측정됩니다.

Flex on 
Demand

Custom Solutions

Intel Innovation Buil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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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데이터 보호 및 VxRail용 Flex on Demand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크 사이트와 비종량제 배포 방식의 경우 그리고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고객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편의성
첫날부터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포괄하여 

필요한 기술을 설치해서 제공하며, 
장비와 함께 설치된 자동화 툴로 

사용량을 측정합니다.

민첩성
새로운 서비스 요청, 워크로드 변동, 
비즈니스에 따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IT 유연성을 높입니다.

컨트롤
워크로드 요구 사항에 따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맞춤 구성하여 비용을 

관리합니다. 소비량만을 기준으로 탄력적 
리소스에 비용을 지불하고 오버 
프로비저닝 비용을 방지합니다.

예:
비즈니스 변화에 맞춰 기술 확장

한 기술 총판은 다양한 스토리지 사용을 추동할 
새로운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이 업체는 Flex On Demand를 통해 효율적으로 지불 
요금을 사용량에 맞추면서 과도한 용량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차트는 약정 용량과 버퍼 용량으로 구성된 총 
구축 용량을 나타내며, 버퍼 용량이 사용되면 시간 
경과에 따라 지불 비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세한 정보  >
Dell Technologies 또는 Dell Financial Services 어카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www.delltechnologies.com/�ex-on-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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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로드 증가급증

최대

탄력적 용량
사용량 급증 및 최대 사용량 문제 해결 Flex on Demand는 버퍼 용량에 대해 사용 시에만 요금 부과

사용된 용량
기본 사용량에 맞게 사이징됨. 더 높은 용량 수준으로 약정하거나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하여 비용 절감

수정된 약정 용량
더 낮은 사용 요금 적용약정 용량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량에 대해 월 고정액 지불

버퍼 용량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지불 금액

85% BILLING CAP

https://www.delltechnologies.com/ko-kr/payment-solutions/flexible-consumption/flex-on-demand.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