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 이동
데이터는 조직에 가장 중요한 리소스 중 하나로,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하
려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분산되면 귀중한 통찰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의 전문가는 데이터
를 현재 있는 곳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곳으로 효율적으로 이동하도
록 지원합니다.

Dell Technologies의 Data Migration Services는 계획, 실행, 지식 전
수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더 우수한 통제, 보안, 가치를 보장합니다. 
Dell Technologies의 전문가는 마이그레이션 시 다운타임을 99.5% 더 
줄이는 것으로 입증된 신뢰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활용하여 위험을 낮
춥니다.

•  표준화된 플랫폼 및 공급업체에 종속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
관성 

•  표준화된 청사진을 통해 활용 사례와 원하는 성과에 초점을 둔 맞춤형 
계약

•  광범위한 상호 운용성, 테스트, 검증 엔진을 갖춘 선도적인 기술 

•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의 무중단 가용성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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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APEX Data Storage Services 사용 가속화 
•  Dell 또는 다른 스토리지 브랜드에서 프라이빗/하이브리드/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블록 또는 파일 마
이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  여러 소스에서 데이터를 집계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이동하는 경우 마이그레이
션은 사용 도중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ata Migration Services 

1 IDC: Market Perspective(문서 번호 US44033918/2019년 6월 20일) Security and the Global DataSphere: A Data-Driven World Needs Its Data 
Protected, 작성자: David Reinsel, Frank Dickson, Robyn Westerv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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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통찰력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단계
Dell Technologies Services는 기술 교체부터 데이터 센터 혁신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춘 광범위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ell 전문가가 파일 형식에 관계없이 귀
사의 데이터를 새로운 Dell EMC 기술
과 접목시켜 조직의 현대화를 더 빠르
게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
다. (블록, 파일, 오브젝트 또는 V2V) 

Dell Technologies 서비스의 지원을 통
해 콘텐츠 데이터를 유사하거나 업그
레이드된 플랫폼(SQL, SharePoint, 
O�ce365, OneDrive)에서 재호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중심 접근 방식에서 데
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면 모든 종속 
워크로드를 확실하게 함께 이동할 수 
있습니다.

Tech Refresh
(블록, 파일, 오브젝트, V2V)

Dell은 고객의 비즈니스 성과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제공

퍼블릭 클라우드를 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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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의존성에 기반한 
패키지 및 이벤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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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마이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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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관리

Dell Technologies의 전문가가 위험을 
최소화하고 데이터를 현재 있는 곳에
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곳으로 효율

적으로 이동하도록 지원

기존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마이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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