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ll Technologies
와 VMware 
강력한 기술을 활용해  
비즈니스의 성장 촉진



두 리더 , 하나의 전략

Dell Technologies 와 VMware® 는 각 분야의 선두 주자입니다 . 우리는 오랫동안 함
께 성공적인 파트너십 , 협업 및 혁신의 역사를 쌓아왔습니다 . 또한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솔루션을 공동으로 엔지니어링하고 , 서로의 기
술을 최대한 간단하고 직관적이며 생산적인 방식으로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비즈니스 성과에 집중 

Dell Technologies 와 VMware 는 디지털 혁신 여정을 앞당기는 통합 IT 플랫폼과 솔루
션을 구현함으로써 공동의 고객에게 독보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  

멀티 클라우드 및 디지털 혁신의 VMware 리더십이 동급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Dell 
Technologies 제품 포트폴리오 및 글로벌 입지와 만나 긴밀한 GTM(Go to Market) 
및 공동 혁신 전략을 통해 강력한 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 이 파트너십의 결
과로 만들어진 것이 두 회사 모두의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적 통합 솔루션이며 , Dell 
Technologies 와 건강한 VMware 생태계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내재적 가
치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

원하는 방식으로 Kubernetes 도입 
Dell Technologies는 VMware Tanzu ™ 

레퍼런스 아키텍처 , 클러스터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오퍼링을 완벽하게 통합한 유일한 

공급업체입니다 .

턴키 WAN 현대화 

SD-WAN 환경을 위한 All-in-One 솔루션으로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높이고 WAN 비용을 
최대 75%2 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

VxRail을 통한  
가속화 .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연간 114% 증가 1

수십 년간 훌륭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온 검증된 
혁신업체

고객의 주요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광범위한 공동 
솔루션 포트폴리오

단일 전략으로 고객의 
요구 충족

2

1 Dell Technologies 및 인텔 ® 의 의뢰로 작성된 IDC 비즈니스 가치 백서 "Dell EMC VxRail 과 VMware Cloud Foundation on Dell EMC VxRail 의 
비즈니스 가치 ", 2020년 12 월 .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75% 비용 절감 효과는 매월 1,800달러의 비용이 부과되는 사설 MPLS를 SD-WAN 듀얼 광대역 구성으로 전환 시 매월 약 200달러의 비용이 
산출된다는 VMware 의 내부 계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제 절감액은 구성과 광대역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디지털 필수 과제 해결

전 세계 기업들이 계속해서 디지털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응하여 최우선 과제와 요구 사항을 평가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IDC에 따르면 2022년까지 모든 조직의 70%가 디지털 기술 사용을 가속화할 것으
로 전망되며 , 지출 관련 수치가 이러한 동향을 뒷받침합니다 .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
는 기술에 대한 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직접 투자 
규모가 68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IT 및 앱 현대화와 클라우드 운영  
모델 제공 

IT 인프라스트럭처를 현대화하면 민첩성 ,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또한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 운영 효율성을 개선
하고 , IT의 비즈니스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 재택 /원격 근무자의 역량을 강화하
며 ,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핵심 요소는 컨테이너 및 Kubernetes® 와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활용하여 마이크로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제공을 가속화하고 비즈니스 크
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는 능력입니다 .

데이터 센터 , 클라우드 , 엣지 
등 분산 환경 전반에 걸쳐 앱을 
배포하고 있는 조직의 비율 .4  

80%

2022년까지 디지털 기술 사용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직의 비율 370%

운영 효율성 향상

IT 강화로 비즈니스 회복탄력성 실현

재택 /원격 근무자의 역량 강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지원

3

3 IDC, "IDC Reveals Worldwide Digital Transformation Predictions; 65% 
of Global GDP Digitalized by 2022, Driving Over $6.8 Trillion of Direct DX 
Investments from 2020 to 2023", 2020년 10 월 .

4 VMware H1 벤치마크 , 클라우드 및 애플리케이션 , 1,200 개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 기반 , 2021년 3월 .



디지털 미래를 위한 통합 

우리는 고객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 확장 가능하고 효
율적이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IT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프라스트럭처와 애플리케이
션의 제공 및 관리 솔루션을 고유한 방식으로 조합했습니다 . 

인프라스트럭처 및 as-a-Service 솔루션 외에도 우리의 공동 혁신 전략은 네트
워크 , 내재적 보안 , 사이버 회복탄력성 및 복구까지 확대됩니다 . 또한 업무 환
경 , 앱 현대화 , 멀티 클라우드 및 엣지를 위해 설계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  
이러한 공동 오퍼링의 대부분은 엔터프라이즈 , 미드 마켓 , 업종별 및 기타 환경을 지원
합니다 .

이러한 솔루션을 함께 운영하면 혁신적인 기술을 보다 손쉽게 활용하여 비즈니스의 성
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Trintech는 Dell Technologies 및 
VMwar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매출을 

300% 늘리고 ,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지원하는 SaaS 고객 수를 3배 늘리고 , 
운영 효율성은 350% 이상 높일 수 

있었습니다 .”

— Matt Bertram,  
Trintech  

기술 부문 부사장 

"VMware Horizon® VDI를 VxRail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솔루션으로 
만들어 경찰차의 반복되는 하드웨어 교체 비용을 80만 달러 
절감했습니다 .

— Richard Gagnon, 

텍사스주 애머릴로 시 CIO, 고객 사례 보기 

공동 혁신의 이점

• 높은 속도 및 민첩성

• 비용 절감 및 성능 향상
• 생산성 및 직원 만족도 개선

• 보안 , 회복탄력성 및 운영 효율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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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elltechnologies.com/asset/ko-kr/products/servers/customer-stories-case-studies/dell-technologies-trintech-customer-story.pdf
https://www.delltechnologies.com/ko-kr/converged-infrastructure/hyper-converged-infrastructure.htm#pdf-overlay=//www.delltechnologies.com/asset/ko-kr/products/converged-infrastructure/customer-stories-case-studies/dell-technologies-city-of-amarillo-customer-story.pdf


파트너십의 장점

우리의 파트너십은 VMware 의 혁신적인 기술 , 그리고 고유한 방식으로 조합된 Dell 
Technologies 및 VMware 의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의 심층적인 통
합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술을 소비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폭넓은 옵션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우리는 디지털 비즈니스로의 전환이 얼마나 폭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 , 그리고 
기업과 조직이 왜 이러한 전환을 실현해야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 Dell Technologies
와 VMware 의 파트너십은 Dell Technologies 의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이 VMware 
솔루션 스택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 디지털 업
무 환경을 지원하고 , 민첩성을 높이며 , as-a-Service 를 제공하고 , 클라우드 및 앱 
현대화를 개선하는 동시에 사이버 회복탄력성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핵심 이니셔
티브는 고객에게 "Dell과 VMware만의 차별점 "과 원활한 고객 경험을 선사합니다 . 

단순히 제품을 함께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것을 넘어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협력합
니다 . 공동으로 엔지니어링된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개척했으며 ,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많은 테스트와 검증을 수행했습니다 . 

VMware 
Cloud®

VMware Cloud 
Foundation ™ 

on VxRail

VMware Carbon 
Black 플랫폼 , 
VMware NSX®

VMware 
Tanzu on 

VxRail

VMware Workspace 
ONE® 기반의 

Uni�ed Workspace

VMware 
SD-

WAN

앱 및 클라우드 현대화 유연한 업무 환경SaaS 우선

유연한 IT 업무 및 학습 데이터 중심의 혁신 

내재적 보안을 통해 사이버 회복탄력성 달성

Dell Technologies

VMware

이점

5

5 Dell Technologies PPT, 주요 사항 , 2021년 3월 .

6 Je�rey Burt, VMware uni�es its cloud, 2021년 4 월 5일 .

99%  
Fortune 500 기업 중 
고객 비율 5

85M  
VMware 의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 6

31,989  
Dell Technologies/
VMware 의 총 특허 
수 및 11년간 Gartner 
Magic Quadrant의 
리더로 선정 5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다양성 및 포용성을 위한 노력

https://corporate.delltechnologies.com/content/dam/digitalassets/active/en/unauth/offering-overview-documents/solutions/key_facts_about_dell_technologies.pdf
https://www.nextplatform.com/2021/04/05/vmware-unifies-its-cloud-front/


Dell Technologies  
및 VMware의 이점

우리가 제공하는 독보적인 이점 중 하나는 VMware 소프트웨어와 Dell Technologies 
솔루션 포트폴리오의 긴밀한 통합입니다 . 이러한 통합으로 원활한 사용자 경험을 
구현하고 , 복잡한 활동을 간소화하며 , 생산성과 성능을 향상시키고 , 위험을 최소
화할 수 있습니다 . 

유연성이 탁월한 툴 , API 및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배포 , 운영 및 관리를 간소화하
고 효율화합니다 . 셀프 서비스 , 자동화 , 암호화 및 클라우드 기반 모니터링을 통해 
IT 복잡성을 낮추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이 간소화된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Kubernetes
를 기반으로 더 빠르고 회복탄력성 , 유연성 및 확장성을 갖춘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보안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일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 보안은 제
품 , 툴 또는 번들은 아니지만  성공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 이는 VMware Carbon 
Black의 내재적 보안이든 Dell Technologies 하드웨어 및 데이터 보호 솔루션의 사이
버 회복탄력성을 갖춘 아키텍처든 상관없이 모든 공동 솔루션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  

Dell Technologies 와 VMware 의 파트너십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동급 최고 수준의 솔루션으로 글로벌 서비스 제공

• 수많은 테스트와 검증을 통해 시간 절약 및 투자 보호

• 대규모 공급망 및 유통을 통해 간소화된 경험 제공

• 동급 최고 수준의 보안 및 사이버 복구 솔루션 덕분에 안심하고 사용

“VxRail과 VMware를 
통합한 Dell Technologies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고객이 
혁신적인 클라우드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Dan Houdek,  

Rackspace Technology,  
제품 마케팅 부문 수석 책임자  

고객 사례 보기

6

https://www.delltechnologies.com/asset/ko-kr/solutions/infrastructure-solutions/customer-stories-case-studies/dell-technologies-rackspace-customer-story.pdf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

우리는 길고 성공적인 파트너십과 공동 혁신의 역사를 쌓아왔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 

앞으로도 우리는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지속
적으로 개선하고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미래의 혁신을 구상하는 것은 물론 
고객 경험을 간소화하고 인류의 진보와 발전을 주도하는 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 
그리고 기술의 힘을 활용하여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의 고객들은 우리가 혁신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추구한
다고 믿고 있습니다 . VMware 및 Dell Technologies 와의 파
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고객의 기대를 초과 충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 Mark Fournier,  

United States Senate Federal Credit Union의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자 , 고객 사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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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mware.com/content/dam/digitalmarketing/vmware/en/pdf/customers/ussfcu-solution-case-study-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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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십시오 .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즈니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다음 리소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기본 웹사이트 > 

• 비디오 보기 >
• 블로그 보기 >

• 체험 랩 방문 > 

• 솔루션 데모 >

밀집된 공간에 모여 협업하는 장면은 전 세계적 팬데믹 전에 
촬영되었습니다 .

http://www.delltechnologies.com/VMware
https://www.delltechnologies.com/resources/ko-kr/asset/brochures/solutions/power-of-dell-isg-and-vmware-video.mp4
https://www.delltechnologies.com/en-us/corporate/newsroom/blogs.htm
https://www.delltechnologies.com/ko-kr/hands-on-labs/index.htm
https://democenter.dell.com/inter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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