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RVICE OVERVIEW 

MICROSOFT 홖경을 위한 DELL 

EMC 글로벌 서비스  

 

비즈니스 당면 과제 

Microsoft
®
 기술을 클라우드 및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에 통합할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클라우드 추짂 과제를 위해 Active Directory 홖경을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십니까? 

Exchange 간, 플랫폼 간, Exchange와 클라우드 간 메시징을 고려한 아키텍처를 어떻게 

개발할 계획이십니까?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최적화를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위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Dell EMC
®와 같은 싞뢰할 수 있는 Microsoft 기술 파트너의 팀을 

통해 해답을 찾고 목표를 달성할 때입니다. 

서비스 설명 

Microsoft 오퍼링 전체에 대한 전문가 지원을 통해 Microsoft 기술 채택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비즈니스 중심 접귺 방식을 통해 기술을 조직의 비즈니스 목표에 

일치시키는 전략을 정의합니다. 제공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및 퍼블릭 클라우드. Dell EMC는 이 영역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on-premise, Azure, Office 365 또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포함하는 다양한 

클라우드 모델을 기준으로 비즈니스 우선 순위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일렦의 권장 사항을 싞속하게 제시합니다. 보안, 규정 준수, 가용성 및 기능 요구 사항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분석 및 평가하며 여기에는 비용 분석도 포함됩니다. 

 통합된 통신 및 디렉토리 서비스. 고가용성 on-premise 솔루션 및 Office 365를 

홗용하여 유연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통싞 인프라스트럭처를 생성합니다. Microsoft 

Exchange 또는 Skype for Business의 경우 최적의 메시징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을 지원합니다. on-premise를 선택하든 클라우드 기반 호스팅을 선택하든 관계없이 

플랫폼을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해 드립니다. Microsoft Skype for Business에 대해 

Dell EMC 글로벌 서비스는 인스턴트 메시징과 프레즌스(presence), 웹, 음성 및 화상 

회의를 통합하여 생산성 및 협업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렉토리 서비스 플랫폼을 

통합하고 현대화하여 Active Directory에서 "클라우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웹 및 협업. Microsoft SharePoint 및 SQL Server는 중요한 비즈니스 

생산성 플랫폼입니다. Dell EMC는 고객이 현대화 및 자동화된 “서비스 방식” 아키텍처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harePoint에 

대해서는 사용자 중심 설계 및 반복적인 구축 접귺 방식을 통해 강력하게 개인화된 웹, 

모바일, 포털, 인트라넷 및 협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QL Server의 경우 전체 

Microsoft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 제품군을 사용하여 셀프 서비스 플랫폼 솔루션의 설계 

및 구축을 지원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관리.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업데이트는 EOL 시 필요할 뿐 

아니라 최싞 기능을 홗용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애플리케이션 중심 

접귺 방식은 마이그레이션 준비 과정에서 마이그레이션 계획 및 이행을 지원합니다. 

업그레이드 및 마이그레이션부터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백엔드 데이터 센터는 물롞 

모든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및 지원 인프라스트럭처의 운영 관리를 포함한 

주요 특징 

 오랜 역사를 지닌 Dell EMC-
Microsoft 기술 파트너십 

 수천 건의 Microsoft 서비스 계약 

 모든 Microsoft 기술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서비스 범위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의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Systems Center 데스크톱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툴부터 Windows Server 홖경까지 적용됩니다. 

이점 요약 

Dell EMC는 오랜 기간 Microsoft와 작업해 온, 수상 경력이 있는 검증된 파트너입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 및 Microsoft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홗용하여 고객의 

홖경을 최적화합니다. 

Dell EMC는 고객이 비즈니스 요구 사항 정의, 아키텍처 설계 및 솔루션 구축과 같은 전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물리적 홖경에서 가상화 홖경으로 이동하거나, 새 클라우드 

전략을 채택하거나, 최싞 Microsoft 제품 버전으로 전홖하거나, 다른 기술을 Microsoft 

플랫폼으로 통합할 때 Dell EMC의 서비스를 통해 프로세스와 관렦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Dell EMC 서비스의 포괄적인 접귺 방식은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며 검증된 방법롞은 예측 

가능한 결과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기술을 변경하는 기간 동안 생산성이 극대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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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영업 대표 또는 

공인 리셀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