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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0028707KOP, 제3차 개정판

1 IDC Cloud Pulse 2021년 1사분기
2 유보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HPE의 의뢰로 Forrester Consulting에서 조사 수행, HPE GreenLake의 전체적인 경제 효과TM, 2020년 5월
4 IDC 백서, HPE 후원, HPE GreenLake 관리 서비스의 비즈니스 가치, 2020년 1월

최신 정보 보기

채팅 이메일 전화

올바른 구매 결정을위해.
HPE 프리세일즈 담당자와 상의하십시오.

14

론: 퍼블릭 클라우드의 간편성, 민첩성 및 경제성, 온프레미스
IT의 보안, 제어 및 성능 이점을 IT에 제공합니다. HPE GreenLake 
엣지 투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 보십시오.

제어 권한을 확보하고 IT 환경을 간소화하십시오.

자세히 알아보기: hpe.com/kr/ko/greenlake

HPE GREENLAKE 엣지 투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한 혁신 가속화

디지털 전환은 주변의 모든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즉각적 리소스 이용과 "모든 것을 서비스 
형태로(as a service)"의 전환은 혁신을 위한 검증된 
촉진제입니다.

하지만 사실 클라우드 전환이 완료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쉽고 간단한 시작:

HPE GreenLake 플랫폼은 어디서나 모든 앱과 
데이터에 최신 클라우드 환경 제공

HPE GreenLake 플랫폼을 사용하여 자본을 확보하고, 
운영 및 재정적 유연성을 높이고,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미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서비스 선택

HPE GreenLake Central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의
통합 운영 및 인사이트

HPE GreenLake 클라우드 서비스
다양한 워크로드와 부가 가치 

서비스

사용한 만큼 지불
유연한 예약 및
온디맨드 모델

단일 포인트 앤 클릭 
포털을 통한 손쉬운 
서비스 추가 및 관리

하이브리드 환경 
전반에서 더욱 심층적인 
행동 인사이트를 획득

사용자를 위해 간소화된 IT

자동 관리

얼마나 
지출하나요?

새로운 앱을 
빠르게 배포해야 

합니다.
비즈니스에 

위험이 있나요?

언제 추가 용량이 
필요한가요?

선택

최소 14일 내 도착

주문

전문가 현장
설치 및 구성

설치

시작!
몇 분 내로 네트워크

연결 실행

클라우드로 쉽게 
이전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있습니다.

셀프 서비스 종량제2 확장 및 축소 자동 관리

엣지 클라우드코로케이션/데이터 센터

75%
디지털 프로젝트 
배포 시간 단축3

85%
계획되지 않은 중단 
시간 감소4

30~40%
오버프로비져닝 
필요성을 제거하여 
CAPEX 절감3

제공
데이터 센터, 멀티클라우드 및 
엣지에 클라우드 환경 제공

데이터 인사이트 제공
용량, 성능, 규정 준수 및 비용 
관리 개선

40%
IT의 지원 부담을 줄여 
IT 팀의 생산성 향상3

지속적 성장
지금 필요한 용량으로
시작하고 수요에 앞서
사전 대응적으로 확장

새로운 서비스 
요청 수령

워크로드 및 
서비스 배포

사용량 및 
비용 측정

서비스 모니터링

인사이트 및 
분석 생성

용량 계획 
및 보충

업데이트
및 운영

그러나 오늘날 62%
의 애플리케이션이 
비즈니스 상의 이유로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비클라우드 
환경에 구축되고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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