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글로벌 파이낸싱
솔루션 개요

• 고객의 예산 주기에 알맞는리

스 옵션으로 클라우드바로 도
입

• 맞춤형 리스 결제 플랜으로
ROI 증대

• 리스 오퍼링을 활용하여아무

런 제약 없이 새로운첨단 기술
이용

개방형 아키텍처는 혁신의 동력이지만, 생태계 전반에 걸쳐 데이
터를 공유하면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Ponemon에 의뢰하여
진행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60%의 기업이 제3자로 인한 데이터
유출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1

50대 은행 중 44곳, 수많은 정부기관 및 의료기관, 10대 보험사
의 100%가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에서 IBM Z를 선택한
이유는 신뢰성 높은 보안 및 서비스 때문입니다.
새로운 IBM z15 및 DS8900F 엔터프라이즈/스토리지 플랫폼
은 고객의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업계 최고 수준
의 개인정보 보호, 보안, 레질리언스를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
여 제공하고, 더 나아가 고객의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환
경 전체로 확장합니다.

IBM 글로벌 파이낸싱 전문가와 협업하여 귀사를 위한 맞춤형
결제 플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무런 제약 없이 새
로운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활용하고 ROI를 개선하며 총소
유비용(TCO)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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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도입 ‒ 고객의 예산 주기에 알맞는 리
스 옵션으로 IBM Z 및 DS8900F 스토리지
의 탁월한 가치 실현
z15 및 DS8900F 스토리지의 효용 가치 실현 시
점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리스로 ROI 증대
아무런 제약 없이 새로운 첨단 기술 활용

IBM 글로벌 파이낸싱을 선택한 고객은 향후 예산 기간에 분할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더 일찍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예산 주기 및 플랫폼 라이프사이클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리스를 제공합니다. 리스를 이용하면 IBM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의 TCO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가치 기준으로 최대 15%의 비용이 절감됩니
다2.
IBM 글로벌 파이낸싱의 리스 솔루션으로 더 우수한 ROI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IBM
은 고객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z15 및 DS8900F의 효용 가치가 실현되는 시점과 결
제 시점을 연계합니다.
IBM 글로벌 파이낸싱 리스 솔루션을 통해 성공적으로 IBM z15 및 DS8900F로 마이
그레이션하여 업계 최초로 어디서나 개인정보 보호 및 암호화를 구현하는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¹ Opus & Ponemon, Data Risk in the Third-Party Ecosystem, 2018년 11월 15일

² 고객의 투자 신용 등급에 따른 금리 및 선결제 조건의 36개월 기준 IBM Z 리스를 가정하고 완전한 시스템 구매와 비교한 것입니다. 고객의 실제
절감 효과는 국가, 기간, 신용 평가, 기타 현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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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글로벌 파이낸싱은 35년 넘게 전 세계 60여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으로 클라우드 여정의 가속

개국, 20여 개 업종의 수많은 고객을 위해 솔루션

화를 위해 어떤 파이낸싱 옵션이 있는지 알아보려

벌 시장에서 IT 파이낸싱, 운전 자본, 여신 관리의

ibm.com/financing/solutions/it-

을 제공해 왔습니다. IBM 글로벌 파이낸싱은 글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중고 서버 및 스토리지를 비
롯한 IBM 소프트웨어, 서비스, IT 인프라를 위한

탄력적인 결제 플랜과 리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infrastructure

종합적인 IBM 고객 솔루션을 구성하는 타사 제품

IBM Z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

할 수 있습니다.

www.ibm.com/z

에 대해서도 IBM 글로벌 파이낸싱 솔루션을 이용

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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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글로벌 파이낸싱 오퍼링은 전세계에 있는 IBM 자회사 및
사업부를 통해 적격 기업 및 정부 기관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IBM 글로벌 파이낸싱 리스 및 파이낸싱 오퍼링은 미국에서
IBM Credit LLC를 통해 제공됩니다. 이자율 및 이용 자격은
고객의 신용 등급, 파이낸싱 조건, 오퍼링 유형, 기기와 제품
유형 및 옵션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
다. 종합적인 IBM 최종 사용자 고객 솔루션을 구성하는 타사
제품에 대해서도 IBM 글로벌 파이낸싱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
습니다. 하드웨어가 아닌 품목의 경우 정기적으로 청구되지 않
는 일시불 조건이며, 대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른 제
약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및 오퍼링은 통지 없이
변경, 연장, 철회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BM 및 IBM 글로벌 파이낸싱은 고객에게 회
계, 세무 또는 법률에 관한 자문을 제안하거나 제공하지 않으
며 이를 의도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자체적으로 재무, 세무, 법
률 자문을 이용해야 합니다. 고객이 직접 결정하거나 고객 대
신 결정된 세금 또는 회계 처리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고객의 책임입니다. 캘리포니아 IBM Credit LLC 관련 사항:
대출 제공 및 약정에 대해 캘리포니아 파이낸싱법(Financing
Law)에서 정한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IBM이 제시하는 방향 또는 의도에 관한 모든 언급은 특별한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