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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ng From an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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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us of Power
is shifting

3RD PLATFORM
WORKLOAD

Internet of Thing

올해 신규 마케팅 직원의
절반 이상이 코딩과 같은
IT 기술 역량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2017년에 미국의 비지니스
부문은 기술 구매에 62%를
투자 합니다.

2019 년까지 제 3 세대 플랫폼
기술 및 서비스는 IT 지출의
거의 75 %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은 총 IT 시장 성장율의
2배에 해당됩니다.

50% 62% 75% 200B
인텔은 2020년까지 200억 개의
디바이스가 연결될 것이라
예측합니다.

디지털은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미래

+
비즈니스 리더는 운영 관리
오버 헤드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기술 거버넌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IT 부서는 데이터 센터 운영
확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디지털 인사이드

Michael Corbat

미래의 기업은 수직 전문 분야 내에서 디지털 개체가
될 것이며, 다른 산업의 최고 디지털 관행을
상호 결합하고 융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CEO of Citigroup at Mobile World Congress 2014

Linus Lai

여러가지 측면에서 은행업을 할 수 있는
기술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Research Director IT Services, IDC Asia/Pacific

과거의 데이터 센터는 미래의 비즈니스를 지원하지 못함
기업은 새로운 플랫폼에 투자하기 위해 기존 플랫폼에서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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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위험을 줄이고 규정을 준수하면서
IT가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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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유지해온 협력 관계

&

비즈니스 협력 현황





45개국 이상
10,000개의 노드
1200개 이상의 기업 고객
매년 매출 증가율 49%

2014년 6월
협력 및
전략 발표

2013년
Dell과 Nutanix
최초 협상

2015년 11월
XC Series
2015년 3월
13세대 플랫폼 기반
XC 어플라이언스

2014년 11월
12세대 플랫폼 기반
XC 어플라이언스
출시

• 2U4N
• 올 플래시 노드
• 암호화 드라이브

2015년 6월
XC Series 확장
• 스토리지 노드
• GPU 지원
• Nutanix AHV

2016년 8월
더 다양해진 플래시
옵션 및 제휴 범위 확대

2016년 4월
XC Series에 업계 최초로
Nutanix 기반의 Intel
Broadwell 탑재
• 모든 모델에 Intel
Broadwell 탑재
• 더욱 빠른 속도의 메모리
• SAP NetWeaver 인증

2016년 11월
Dell EMC, Nutanix 및
Microsoft 제휴

목표: Microsoft Azure와
원활히 통합되는
데이터 보호 기능을 갖춘
토털 HCI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출시

2017년 7월
데이터 보호
Pivotal Cloud
Foundry 통합
14세대 출시

하드웨어 및 성능
최고의 HCI 어플라이언스를 구현하려면 최고의 서버가 필요합니다.

관리 용이성, 안정성,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하드웨어
PowerEdge 서버
HCI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최적화된 시스템 설계

Dell EMC 기술 강화

소프트웨어 오케스트레이션

SDS 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10년가까이노하우를축적한결과

소프트웨어 오케스트레이션

 맞춤식 구성

 설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완벽 통합

 강화된 시스템

 복구

 최신 소프트웨어 스택

 관리
 오케스트레이션

멀티 레벨 통합
XC Series 에코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IT 에코시스템:
데이터 보호, 보안, 아카이브,
운영, 규정 준수 등

가상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XC 시리즈는 모든 솔루션 제공
엔드 투 엔드 솔루션

글로벌 솔루션 및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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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로드

Dev-Ops/
애플리케이션
개발

데이터
보호

네트워킹
검증

VM

특수 목적용
PowerEdge 서버

Microsoft
에코시스템

유연한 구매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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