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IT 조직일지라도 운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면서 최적의 성능으로 실
행하기 위한 심층적인 전문 지식과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Dell EMC TAM(Technical Account Manager)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숙련된 기술 전문가로서 Dell 
Technologies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 환경 내에 있는 특정 기술 영역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TAM for Infrastructure Guidance는 기술 문제 해결 기술과 비즈니스 수완을 결합하여 일상적인 성
능을 간소화하고 전반적으로 최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Dell 
Technologies 인프라스트럭처 전문가로서 전략적 비즈니스 목표와 미래의 성공에 주력합니다.

TAM for Designated Remote Support는 제품별 문제 해결 전문가로서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고유한 아키텍처와 특정 솔루션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기술적 이해와 폭넓은 지식
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고급 기술 리소스를 추가로 활용하고 제품 엔지니어링에 직
접 액세스하여 빠른 문제 해결을 보장하고 가동 시간을 극대화합니다.

TAM for Infrastructure Guidance:

 · 주별, 월별, 분기별 기술 보고 및 검토를 정기적으로 예약합니다.

 · 코드 및 구성 권장 사항을 비롯한 사전 예방적 운영 환경을 최적화하여 최상의 성능을 유지합니다.

 · 기술 지식 이전 세션, 모범 사례 조언 및 권장 사항을 제공하여 직원들을 교육하고 최신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TAM for Infrastructure Guidance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기술을 최적의 성능으로 실행할 수 있도
록 지원하며 직원들에게 현재 및 미래 지향적인 기술 모범 사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TAM for Designated Remote Support:

 · 문제가 발생하면 TAM for Designated Remote Support가 서비스 요청과 관련된 문제를 수리, 진단, 
재현, 관리 및 해결합니다.

 · Dell Technologies 엔지니어링에 직접 액세스하여 제품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해결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TAM for Designated Remote Support가 초기 알림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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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환경을 최상
의 성능으로 실행
할 수 있는 전문 
지식

사전 예방적 기술 지침 및 서비스 요청 관리

주요 이점
 ·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문제 영
역 확인

 · 기술 전문 지식 및 어카운트 관리 기술
을 결합한 가치 있는 리소스

 · 운영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
춘 제품 중심의 전담 문제 해결 전문가
와의 맞춤형 지원 경험

 · 조직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지
속적인 개선을 실현할 수 있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및 보고로 생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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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어카운트 관리 
통합 문서

TAM 고객들은 어카운트 관리 통합 문
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유합니다

맞춤형 대시보드에는 운영 환경과 관
련된 상태와 위험에 대한 개요뿐만 아
니라 시스템, 사이트와 제품군 전반에 
걸친 코드 레벨, 연결 상태, 계약 및 부
품 교체에 대한 맞춤형 글로벌 뷰를 비
롯하여 최적화된 운영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특정하고 실행 가능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 TAM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 Dell 
Technologies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을 계속 최상의 성능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특정 기술에 대한 기술 전문 지식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등 필요에 맞는 적합한 전문가를 배정합니다.

이용 가능성*

TAM for Infrastructure Guidance: 고급 스토리지 분할, 
엔터프라이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 솔루션, 
XtremIO,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분할, 엔터프라이즈 스토리
지 분할, Isilon

TAM for Designated Remote Support: Avamar, Centera, 
Data Domain, Data Protection, Isilon, Networker, 복제 및 
복구 솔루션, Unity, VMAX, VNX, VPLEX, Vx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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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및 보고서

일별 어카운트 모니터링 

어카운트 관리 통합 문서 

주간 기술 운영 보고서 및 검토 

월간 기술 동향 보고서 및 검토 

분기별 기술 비즈니스 검토 보고서 

서비스 요청 관리

기술 지식 이전  

기술적 모범 사례 자문 및 권장 사항  

인시던트 관리  

근본 원인 분석 위험 완화 계획  

서비스 요청 소유 

제품 엔지니어링 팀에 우선 연결 

시스템 개선

제품별 코드 및 구성 권장 사항 

대상 코드 커뮤니케이션의 엔지니어링과 업그레이드 계획 

기술별 코드 및 구성 권장 사항 

성능 검토 및 위험 진단 

어카운트별 세부 기술 업그레이드 설계 

요청된 제품 특징 및 기능 설명 

공급업체 간 기술 통합 및 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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