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Global Technology Services
데이터 시트

더욱 효율적인 스토리지
프로비저닝을 위한 스토리지
서비스 카탈로그
스토리지 요청 및 프로비저닝을 간소화하여 비용
절감 지원

중점 사항
●●

●●

●●

추가 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줄이면서
스토리지 요청 및 프로비저닝을
최적화합니다.
표준과 정책 정의를 지원하여 스토리지
프로세스 및 거버넌스의 일관성을
향상합니다.
정보 라이프사이클 관리 향상을 위해 정책
기반 스토리지 관리를 제공합니다.

귀사의 비즈니스는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IT 인프라에 대한
스토리지 관리와 프로비저닝을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실하게 정의된
스토리지 계층과 서비스 레벨은 일관적이지 못한 보존과 정보 아카이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요청을 표준화하여 스토리지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프로비저닝, 백업, 복제와
아카이빙을 최적화하는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은 어렵고 또
시간 소모적입니다.
IBM 데이터 및 정보 관리 서비스인 지능형 스토리지 서비스 카탈로그는
일반 사용자를 위한 스토리지 요청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스토리지 과잉
프로비저닝을 제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IBM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귀사는 데이터 유형과 비즈니스 니즈에 기초한 일련의 내부 스토리지
오퍼링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로 디스크 공간을 요청하고 초기
배치, 마이그레이션, 데이터의 백업, 삭제 또는 아카이빙을 최적화하는 더
나은 방법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또한 스토리지 계획 시간을
몇 시간에서 몇 분으로 단축함으로써 귀사 직원이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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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요청 및 프로비저닝 최적화 지원

정보 라이프사이클 관리 향상 지원

IBM은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귀사가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내부 스토리지 오퍼링 카탈로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적절한 배치와 계층화를 위한
데이터 유형을 사용하여 데이터 백업, 복제, 마이그레이션 및
아카이빙에 대한 요청을 최적화하도록 지원합니다. 귀사는
최적화된 프레임워크로 고비용 스토리지 자원의 과잉
프로비저닝을 방지하고 총소유비용（TCO）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청을 간소화함으로써 또한 시간을 절약하고 숙련된 인력이
다른 핵심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IBM은 IBM의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및 서비스 관리 방법과
경험을 사용하는 고급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스토리지 프로비저닝의 “수요 측면”을 해결하여 스토리지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각 데이터 유형에 대한 주요 성능
속성은 가용성, 크기, 성능, 복구, 보안, 준수, 마이그레이션 및
아카이브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정책 세트에 정의됩니다. 이 정책
세트는 프로젝트 시작과 그 이후로 데이터를 올바른 계층에
위치시키는 프로비저닝 및 라이프사이클 도구와 함께 사용되어
정보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하나의 실천 가능한 목표로 만들어
줍니다.

더욱 효율적이고 일관된 스토리지 프로세스 및
거버넌스 지원
IBM 오퍼링은 구체적인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해 귀사의
니즈를 평가하고 Best Practices를 이용합니다. IBM의 워크샵
（옵션）은 정책과 스토리지 계층 및 서비스 레벨을 정의하는 데
있어 귀사를 전략적으로 안내하고 이를 통해 표준과 정책을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한편 귀사의 스토리지 관리 방식 상에서
일관성과 효율성 향상을 촉진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토리지 계획
및 프로비저닝과 관련된 일상의 의사 결정을 상당 부분 제거하면
크기와 서비스에 대한 의사 결정을 거버넌스 레벨로 끌어 올리고
또 작업 주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왜 IBM인가?
IBM은 거의 모든 스토리지 환경에서 작동하는 더욱 유연한
서비스와 기술을 포함한 광범위한 스토리지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엔드-투-엔드 스토리지 솔루션을 개발한 IBM의
풍부한 경험과 충분한 시간을 거쳐 검증되었으며 특허 출원 중인
스토리지 분석과 관리에 대한 방법을 통해 IBM은 IT 서비스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스토리지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여 귀사가 전 라이프사이클에 걸친 정보의 이동을
관리하고 자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메모

추가 정보
IBM 데이터 및 정보 관리 서비스 - 지능형 스토리지 서비스
카탈로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BM 마케팅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ibm.com/services/storage

추가적으로, IBM Global Financing은 가장 비용 효율적 방법과
전략적 방법으로 비즈니스에서 필요로 하는 IT 솔루션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IBM은 신용 있는 고객과 협력하여
귀사의 비즈니스 목표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현금 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귀사의 총소유 비용을 개선하는 맞춤형 IT 재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BM Global Financing은 중대한 IT
투자에 자본을 투입하고 귀사의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ibm.com/kr/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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