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인프라 시장 글로벌

Hybrid Cloud

Multi Cloud

Single Cloud

• ‘21년 85% 고객이멀티 /하이브리드클라우드채택

•하이브리드로전환트렌드지속강화전망

- Private Cloud 니즈증대

- 상호운영가능통합관리툴향상및거버넌스역량강화

1. Source : IDC Quarterly Enterprise Infrastructure Tracker, June 2021 2. Source : Cloud Pulse 1Q21, May 2021

단위 억원

• Cloud IT 인프라가 Non Cloud 대비 고비중으로 성장 강세



1. IDC 2022, Korea Public Cloud Service Market Forecast 2022-2026 

클라우드 도입 확대로 운영

및 관리 편의성 니즈

직접 유지보수 매니지드

서비스가 중요 검토 요건

간접 관리

서비스 벤더 직접 관리

예측불가 과금체계

쉽고 예측 가능한 과금

데이터 지연

불필요한 레이턴시 제거

상면 부족

맞춤형 코로케이션

경제 변동성 강화로 가시성

기반 계획적 재무관리 必

예측 가능성 낮은 클라우드

투자 감소 가시성 기반 통제

레이턴시 미해결 혹은

불안정한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사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레벨 필요

클라우드 사업자 신규

데이터센터 확보 어려움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비중 유지

개선 니즈



1. Source : Flexera 2022 State of the Cloud Report / Cloud Strategies for all organizations

전망

•하이브리드 중심 Multi Cloud 전략 채택 가속화 전망

대규모
기반

보안 컴플라이언스통제

제한적보안 관련 의존

소규모 서비스 가능

소규모 서비스 어려움

Public Cloud On-Premise Cloud 

변동성 크고 업무
스타트업

성능 데이터 보안 연속성 중요 업무
엔터프라이즈 고객

“고객의 업무와 아키텍쳐를 고려한
최적의 조합 도출이 중요”





1. 

• Pay Per Use 

• Everything as a Service

• On-Premise 구축 (버퍼)
- No Overprovisioning 

• 셀프서비스 포털

• 24X7 벤더 다이렉트 SLA
별

셀프서비스 포털 PaaS/SaaS

고객 니즈

On-Premise Cloud 오퍼링

CMP

관리

하드웨어

서비스

소프트
웨어

3rd

Party 
포함

구축 운영
유지보수

필요용량

버퍼용량•보안 / 컴플라이언스

• IT / 데이터 거버넌스

•Mission Critical SLA  

•고객 최적화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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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o Market 

- 확장성, 구매 편의

•사용한만큼 과금

•운영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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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X 7 장애대응 On-Premise 버퍼용량

고객사 최적화 “Minimal” 아키텍쳐

약정 변동과금 체계

시너지



일반 구매 방식 유휴 자원 발생

버퍼 용량

고객의 실제 사용량오버 프로비저닝

비용 절감

조직 인프라

미만 사용

사용할때만 과금의

온프레미스 버퍼 제공

1. Source : Research for Utilization Analysis  2020, HPE 

2. Source : Cloud Waste Estimate 2021, Gartner

퍼블릭 클라우드 비프로덕션 지출

유휴로 낭비

온프레미스 버퍼 통한 변동성 대응 및 최소 용량 투자로 착수



과 확대



Global Eco-System 기반 글로벌 On-Premise Cloud 서비스 리더

국내 억원 국내 개 레퍼런스 재구매 증설 지적재산권파트너 제휴 클라우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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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Workload
View

제조

금융

전자 반도체

바이오

교육

기타

Industry 
View

국내 사업 현황

• 개 고객사

• 개 레퍼런스

• 연 이상 성장률

• 신규 고객 빠른 증가 및
기존 고객 증설 재구매

• 다양한 및



고객

차별화

• IP, Data/IT 자산 직접 On-Premise 통제로 보안 및 Compliance 준수 (Data 발생 국가내 or 고객사 On-Premise 위치)

•장애 / 변동성 대응, TCO 경제성

개별

공통

•HPC 고성능/검증 Pre-defined 아키텍쳐

•데이터 센터내 연구/개발 환경 최적화

• VDI 최적 검증된 아키텍쳐

• VDI 솔루션사 최적 협업 / 지원 체계

• SAP HANA 최적 검증된 아키텍쳐

•HANA 최적 협력 / 지원 체계

•On-Premise 고가용 VDI 서비스 제공
- HPE VDI 플랫폼 + Citrix/Vmware

•On Premise 기반 SAP HANA Cloud & 
GreenLake 구축 및 양사 전문가 지원

HCI/dHCI

Or 

컨설팅/유지보수전문
유지보수

•HPC 컨설팅, Pre-defined HPC Stack / 
HPC 최적화 서비스

인프라 공급
서비스

관리

•HPC분야 #1 M/S(37%), 40년이상 전문성

•HPC Ecosystem 전문가 집단 협력

셀프서비스 사용량 과금 최적화 관리통제 전문성

•HCI / dHCI 기반 VDI 최적화 Stack 

• Citrix / Vmware 파트너십

• SAP HANA on HPE #1 M/S(40%)

•최초 공동개발 레퍼런스 아키텍쳐 / 협업체계

파트너십



Needs

• 기존 Public Cloud VDI의 Private 전환

• 비즈니스 연속성/Data 통제/서비스 표준화

• 그룹 대내외 VDI 서비스 신사업 추진

HPE 솔루션

• GreenLake Cloud, Simplivity, x86시스템

(약정 80% : 변동 20% 5년) 

Benefit

• Overprovisioning 방지로 초기 투자 절감

• HPE IaaS Back to Back 서비스 안정성

• 24*7 및 버퍼용량 활용 장애/변동성 대응

Needs

• 유전자 데이터 분석 HPC 시스템 구축

• 시스템 사용 1년중 3개월 집중

• 데이터/사용량 변동시 신속한 자원확보

HPE 솔루션

• HPE GreenLake Cloud, X86 시스템

(약정 80% : 변동 20% 5년)

Benefit

• 연중 3개월만 버퍼 사용, 변동과금
부담으로 TCO 절감

• 사용량 모니터링/버퍼 활용으로 적시 증설

Needs 

• IT 환경개선 위한 S/4HANA Cloud 전환

• 그룹사 표준 단일 플랫폼 관리

• 퍼블릭 클라우드는 보안 이슈로 배제

HPE 솔루션

• HPE GL Cloud, SD-Flex / Primera / 

SAP HANA PE CDC

Benefit

• On Premise HANA Cloud 서비스

• 보안 / 컴플라이언스 보장

• SAP-HPE 전문성 기반 SPOC 서비스

국내 M사 국내 S사 국내 H사

서비스바이오 제조





파트너십

양사 시너지 기반

• 사업 관련 경쟁력 강화

시장지배력보유유력 과

보유고객망활용통한수요확장시너지실현

• 국내외 확대 시장 선도 및 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로다각화

• 서비스 국내 개 이상

활용 로영역 확대

• 공공 시장 등 고성장 시장 전환 니즈 대응

사업모델로 전환 가속화

단기 중기

• 지속 성장 위한 사업다각화

시장에맞는사업모델 등으로포트폴리오확대

국내및해외시장으로의지역다각화

• 기존 에서의 중심 시장 지배력 활용



단기

중장기

• 기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성장

• 강화 위한 협력 모델 확대

상품기획 개발 초기사업화통한사업기반구축

사업기반
구축

• 비즈니스 사업화 전략 수립 및 양사 전략적 협약 체결

•초도 수주 실적 확보 및 사업 성장 기반 구축

제고위한양사마케팅프로모션 추진

정보공유기반영업협력위한정기회의체운영

• 구성 기반 사업 성장

• 반영한 서비스 상품 모델 지속

개선 확대로 시너지 실현의 달성 시장 비즈니스 협력



용량
절감

시장 지배력



상담 및 체험 요청해주신 고객분들께 드리는 Free Trial 기회

체험 솔루션 On-Premise Cloud 기반 WAS/WEB aaS 

대상 상담 및 체험 요청해주시는 3개 고객사

기간 고객사 협의 ( 사전 준비 기간 포함) 

제공 내용 Demo Center 방문 및 고객사 업무 연계 Workload 경험(온라인 접속 가능) 

준비 관계 Free Trial 시나리오/환경 고객과 협의하여 준비, 맞춤형 경험 제공

총판
한국정보공학내

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