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던 애플리케이션 제작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보유 기술: 기존 투자 활용

구축 후 운영 최적화

일관성을 위한 설계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으로
혁신 가속화

Dell Technologies Tanzu Advantage로 진화하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활용

모던 애플리케이션은 ‘핫’합니다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을 채택하는 조직이 
생각해봐야 할 핵심 요건

APEX Cloud Services를 통해 원하는 대로 VMware Tanzu 구축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사용 

이미 사용 중인 것과 동일한 
인프라스트럭처와 툴을 

활용하여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오픈 

소스 Kubernetes를 실행합니다. 
이제 VMware 관리자가 
Kubernetes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자동화, 자동화

일관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가상화 인프라스트럭처 및 

컨테이너화된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과 

수명주기 관리를 자동화하여 
수동 작업을 줄입니다.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연동 필요

워크로드의 배치는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공통 

툴을 사용하여 동일한 VM 또는 
컨테이너를 올바른 클라우드에 

배포할 수 있도록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전반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운영되는 일관된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춰야 

합니다.

사전 통합되고 안전한 엔터프라이즈급 
Kubernetes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제작하고 확장  

구성 요소를 선택하고 연결하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몇 개월이나 소요

느리고 복잡한 구성 턴키 솔루션의 빠른 구축

익숙한 동일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실행

값비싼 전문 인력과 인프라스트럭처 필요
기술 격차와 비용 증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능을 단계적으로 추가 

 2022년까지 통합 VM, 
Kubernetes, 멀티 
클라우드 관리 

프로세스, 툴, 직원을 
갖추게 될 기업의 비율1

70%
2023년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접근 방식을 통해 
개발되는 디지털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규모2

5억
 2022년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접근 방식을 통해 
개발되는 새로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비율1

90%

APEX Cloud Services는 Tanzu를 사용해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의 배포를 
자동화하여 즉시 운영 가능한 Kubernetes 환경을 구축하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VM과 컨테이너를 모두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다음 단계로 진화하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보십시오.

Dell Technologies  
전문가에게 문의

delltechnologies.com/contact

@DellTechAPEX를 통해
대화에 참여

1 IDC FutureScape: Worldwide IT Industry 2020 Predictions. 2019년 10월. Document #US45599219.
2 500 Million New Logical Applications: More Background, 2019년 11월 1일 - Realtime IDC Research® opinion on industry news, trends and events.

관리 및 프로비저닝 자동화,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의 유지 및 보호 

수동 작업 및 포인트 솔루션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보안 수준이 낮음

다운타임 및 데이터 손실 위험 적절한 서비스 수준 유지 및 확장

클라우드 사이의 손쉬운 워크로드 이동성과 
통합 정책 사용

클라우드 간의 비호환성은 유연성을 제한하고 
비효율적인 운영 사일로를 만듦

일관되지 않은 인프라와 운영 향상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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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애플리케이션과 Dell 
Technologies Tanzu Advantag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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