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TIV 지표 정보

현재와 미래의 필수
애플리케이션 연속성 보장

주요 지표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이 기술의 사용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하고 놀고 모든 것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연결성 또는 데이터의 사용은 우리 사회의 기본 구조에 포함됩니다. 인간의 진보에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Vertiv는 빠르게 증가하는 이러한 데이터 수요를 충족할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열정과 혁신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Vertiv는 업계 전문가로서 고객과 협력하여 미래를 대비한 인프라를 구상하고 구축합니다.
Vertiv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석,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고객의 필수 애플리케이션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고,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확장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클라우드, 코로케이션, 기업, 엣지
통신 네트워크: 매크로 사이트, CO(Central Office), 스몰 셀, 데이터 센터
상업 및 산업: 의료, 제조, 철도/대중교통, 발전, 석유,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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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안정적으로 구축된
풋프린트 및 공급망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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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USD 44억 달러 
(2020년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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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객
Alibaba, Alstom, America
Movil, AT&T, China Mobile,
Equinix, Ericsson, Reliance,
Siemens, Telefonica, Tencent,
Verizon, Vodafone

Vertiv의 목표

Vertiv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세계적인 데이터 수요를 충족할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며 그것은 바로 열정과 혁신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Vertiv 지사 현황

글로벌 현황
제조 및 조립 사업장 19개
서비스 센터 300개 이상
서비스 현장 엔지니어 3,100명 이상
기술 지원/대응 250명 이상
고객 경험 센터/실험실 15개

유럽, 중동, 아프리카
제조 및 조립 사업장 6개
서비스 센터 70개 이상
서비스 현장 엔지니어 580명 이상
기술 지원/대응 80명 이상
고객 경험 센터/실험실 6개

Vertiv의 브랜드
Albér™

배터리 모니터링

Avocent®
IT 관리

Chloride®

산업 전력 관리

Cybex™
IT 관리

Energy Labs

상업 및 산업 열 관리

Geist™
랙 PDU

Liebert®

AC 전력 및 열 관리

Netsure™
DC 전원
미주
제조 및 조립 사업장 8개
서비스 센터 165개 이상
서비스 현장 엔지니어 1,370명 이상
기술 지원/대응 100명 이상
고객 경험 센터/실험실 5개

Vertiv.com

아시아 태평양 및 인도
제조 및 조립 사업장 5개
서비스 센터 57개 이상
서비스 현장 엔지니어 1,150명 이상
기술 지원/대응 70명 이상
고객 경험 센터/실험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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