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ll APEX 
포트폴리오 둘러보기

As-a-Service 솔루션으로 구성된 
Dell APEX 포트폴리오를 둘러보십시오.

Dell APEX Data Storage 
Services 둘러보기

Dell APEX Data Storage Services가 
제공하는 가치를 확인해 보십시오.

Dell APEX 포트폴리오는 스토리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Dell APEX는 고객이 요구할 때 
필요한 as-a-Service 솔루션을 제공하며, 이 모든 솔루션을 클릭 몇 번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Dell APEX로 OpEx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1 다가올 미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체 IT 여정 살펴보기

고객 및 워크로드 요구 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용량을 
확장합니다.

성장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자산 확장

최적화
실시간 용량 사용량을 
기반으로 최적화

모니터링
시스템 상태 성능 및 비용을 
사전 예방적으로 모니터링

배포
원하는 위치에 
더 안전하게 배포

구성
유연한 as-a-Service 

옵션 구성

발견
혁신적인 Dell APEX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 정보 파악

CONSOLE

DELL

직관적인 Dell APEX Console을 사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구성하고 가장 적합한 데이터 
서비스, 관리, 위치, 기본 용량, 성능 계층,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가장 적합한 성능에 따라 서비스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운영 방식

• 변화하는 요구 사항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

• 기본 용량과 온디맨드 사용량에 대해 초과 수수료 없이 단일 요율 적용

• Dell Technologies가 제공, 배포, 모니터링, 운영 및 지속 가능한 폐기를 담당3

• Dell APEX Data Storage Services는 99.9999% 가용성을 달성하도록 설계됨4

• 온프레미스 또는 상호 연결된 Dell 관리형 코로케이션 시설 등 가장 높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에 리소스 배포5

Dell Technologies가 최적의 스토리지 인프라스트럭처, 즉 스토리지 하드웨어와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며 소유 및 관리합니다.3

고객은 조직의 고유한 요구 사항에 맞는 서비스 수준을 선택하고 워크로드 및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를 대폭 간소화하는 Dell APEX

규제 및 규정 준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

데이터 제어력을 유지하면서 선택한 클라우드에 연결

조직을 위한 서비스 공급업체 역할 수행

제어력

필요에 따라 고객에게 리소스 제공

워크로드 요구 사항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예상 사용량이 아닌 실제 사용량에 따라 비용 지불

민첩성

기술 교체 주기와 관련된 자본 예산의 제약 해소

IT 직원이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하도록 지원

단일 콘솔에서 간편한 구성, 모니터링 및 관리

편의성

Dell APEX Data Storage Services는 확장 가능하고 탄력적인 스토리지 
리소스로 구성된 as-a-Service 포트폴리오로, Dell Technologies의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2

Dell APEX를 활용하는 IT 리더들은 인프라스트럭처가 아니라 성과에 집중하면서 

변화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 조직의 목표에 맞는 IT 구현

• CapEx 대차대조표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제외1

Storage as-a-Service의 도입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탁월한 편의성과 민첩성, 제어 기능을 갖춘 as-a-Service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유용한 as-a-Service 모델

– Gartner, “2023 Planning Guide for Cloud, Data Center and Edge Infrastructure,” 2022년 10월.

"2025년에는 모든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 용량 중 70% 이상이 소비 기반 
모델을 통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1년의 35% 미만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 데이터 주권 및 보안

• 오버/언더 프로비저닝 

• 예상치 못한 데이터 증가

• 자본 예산의 제약

• 클라우드 복잡성

• IT 직원 수 또는 경험 부족

데이터 스토리지 관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경우 
빠르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스토리지가 조직의 
목표에 부합합니까?

https://www.dell.com/ko-kr/dt/apex/storage/data-storage-services/index.htm
https://www.dell.com/ko-kr/dt/apex/index.htm
https://www.dell.com/support/home/ko-kr/product-support/product/apex-data-storage-service/docs
https://www.dell.com/ko-kr/lp/access-ap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