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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인 기술 서비스
계획 여부에 상관없이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대해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PE Pointnext Services는 고객이 기술 여정의 모든 
단계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자문부터 설계, 폐기, 삭제 등 모든 단계가 
포함됩니다. HPE Pointnext Services의 서비스 크레딧을 
사용하여 필요한 곳과 필요한 시기에 리소스를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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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주요 기능
• 예산 억제 해결

• 복잡한 기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

• 요구 조건 변경 시 신속하게 적응

• 사내 IT 기술 보완 

• 최신 상태로 환경 유지

• 경험이 풍부한 서비스 전문가에게 
비용 효율적으로 액세스

• 서버, 블레이드, 가상화 기술, SAN 
등을 최대한 활용

오늘날 디지털 경제를 위한 설계

예산 부담 없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IT가 조직의 성장, 안정성, 수익성뿐 아니라 평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IT 환경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비즈니스 결정이나 기업의 요구가 변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시장 
동향에 대응하고 경제성을 유지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IT 리소스는 가용성 지원뿐 아니라 변하는 요구 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연성이 필요하더라도 자금이나 인력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HPE Pointnext Services의 서비스 크레딧을 사용하여 특정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 전문가를 통해 자체 IT 전문가를 지원 및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크레딧은 
비즈니스가 진화하면서 대두되는 IT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유연한 서비스와 기술적 
능력을 제공합니다. 요구 사항에 적합하게 조정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요건을 충족하고, 지연된 이니셔티브를 처리하고, 펌웨어 관리 또는 성능 
감사와 같은 운영 작업도 위임하여 기존 인프라의 성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크레딧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리소스의 유연한 구축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크레딧 패키지를 구매하여 연간 예산을 더 잘 계획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pe.com/psnow/collection-resources/4AA6-5016E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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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서비스 계약 기간에 크레딧 이용 가능
더 큰 가치와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HPE Service Credit 프로그램은 구매한 크레딧을 
즉시 이용하고 HPE와의 서비스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크레딧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크레딧을 자유롭게 추가하고 지속적인 또는 계획되지 
않은 요구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Remote Credit Advisor를 통해 적합한 서비스 크레딧을 파악하고 활용
모든 서비스 크레딧 패키지를 통해 서비스 메뉴를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Remote Credit Adviso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레딧 사용 조언 
및 서비스 선택에 도움이 되는 기술 리소스에 더 빨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1년간 ASM(계정 지원 관리자)을 추가하는 옵션으로 더욱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HPE 서비스 크레딧 패키지는 해당 비즈니스 환경의 기술 및 운영 개선 사항을 전담하는 
ASM 추가 옵션을 제공합니다. HPE ASM은 크레딧 계획 및 시작, 딜리버리, 검토에 도움을 
드립니다.

HPE Proactive Care Advanced 또는 HPE Datacenter Care 서비스 계약의 일부로 이미  
ASM이 있다면 ASM이 크레딧 관리 활동을 담당합니다.

HPE 지원 센터 포털을 통해 온라인에서 서비스 크레딧 관리
HPE 지원 센터를 통해 IT 환경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툴을 즉시 
안전하게 맞춤형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중무휴 온라인 액세스로 필요할 때 
필요한 서비스 전문성을 유연하게 선택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HPE 지원 센터의 온라인 
포털이 제공하는 포괄적인 정보를 간편하게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어 빠르게 크레딧 
잔액을 확인하고 일정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HPE 지원 센터 포털 경험은 HPE 표준 보증, HPE 패키지 서비스 또는 Hewlett 
Packard Enterprise와의 계약 지원 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HPE Pointnext Services를 선택하는 
이유
인증받은 숙련된 전문가들이 다양한 
HPE 및 멀티벤더 기술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전환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 비즈니스를 가능한 한 빠르고 
쉽게 전환하여 다음 단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계적인 입지
170개가 넘는 국가에서 일관된 
딜리버리 역량으로 글로벌 딜리버리 
조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또는 표준 
표준 제공 패키지 또는 요구에 적합한 
사용자 정의 서비스로 최고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pe.com/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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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가 넘는 정의된 서비스 또는 자체 사용자 정의 작업

새로 정의되는 서비스가 항상 추가되고, 비즈니스의 자체 요구에 따라 사용자 정의 
제공 서비스를 생성하는 HPE 서비스 크레딧은 IT 리소스를 매우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배포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100개가 넘는 사전 설계된 메뉴 항목 중 일부입니다.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인프라

• HPE 리소스를 활용하여 특정 기술 문제 해결, 운영 활동 또는 사내 기술 보완

• HPE 서비스 크레딧을 계정 지원 관리자 이용에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개선
리소스 및
기술 지원

• 최적화, 펌웨어 및 
패치 관리

• 용량 계획

• 성능 분석 및 가용성

• HPE SimpliVity 380 
원격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업데이트 
서비스

• 용량 계획

• 효율성 분석

• 구성 설계 및 성능 
분석

• 데이터 프로파일링 
분석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데이터 삭제 서비스

평가

네트워킹

• 네트워크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석

• 예측 무선 사이트 
설문 조사

• 무선 사이트 설문 
조사, 높은 수준의 
설계

• HPE Systems Insight 
Manager

• Microsoft, Linux® 
성능 분석

• SAP® Performance 
and Capacity 
Management

• SAP Trend Analysis

• 클라우드 워크샵

• 클라우드 평가

• 클라우드 계획

• 클라우드 구현

• 퍼블릭 및 프라이빗 
환경 대상

클라우드

• ITSM 평가: 사람, 프로세스, 기술을 중심으로 핵심 IT 서비스 제공

• 평가를 통해 식별: 운영 위험, IT 성능의 가능한 개선 사항, 서버/스토리지/네트워킹 전반의 중단 시간 및 복잡성 감소

그림 1. 추천 서비스

HEWLETT PACKARD ENTERPRISE를 통해 성과 개선

HPE Pointnext Service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크레딧으로 확장 및 사용자 정의 가능한 
사전 대응 서비스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신 기술과 업계의 성공 사례에 대한 
광범위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투자 기술 수익을 극대화하십시오.

Hewlett Packard Enterprise는 IT 요구 사항을 보완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도메인에 서버 블레이드,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SAP, Oracle®, Microsoft, 파워 
및 쿨링, ITSM 및 ITIL®(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Library), 보안, 교육이 
포함됩니다.

HPE는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구입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요건의 변화에 따라 
선택 내용을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hpe.com/kr/ko/services/integration-performance.html

최신 정보 보기

HPE 지원

올바른 구매 결정을위해. 
HPE 프리세일즈 담당자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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