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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orit
70%의 비용 절감과 높은 생산성을 제공하는
SoftLayer 클라우드 솔루션
인도 타밀나두주에 본사를 둔 Savorit은 40여 년간 밀가루와 파스타를

개요
The need
Savorit은 자사의 ERP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사내 구축형 IT 환경을 계속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The solution
IBM 비즈니스 파트너 Bluechip
Solutions가 SoftLayer®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호스팅되는 ERP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인프라 관리 비용과
복잡성을 없애 주었습니다.

생산해왔습니다. 이 회사는 맞춤 수량으로 편의점, 슈퍼마켓, 전 세계
도매업체 및 유통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투자 금액에 직면
Savorit은 중요 업무 ERP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IT 인프라 운영 및 유지
관리 면에서 많은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원격 위치에서 일관성 있는 전원
공급 장치 설정, 숙련된 서버 관리 자원 보유 및 필요한 경우 추가 서비스
공급 업체를 이용하기 위해 애썼으며 서버 인프라의 물리적 보안에
대해서도 염려했습니다. 이에, Savorit의 이사 Vinodh Venugopa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사내 구축형 ERP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초기 투자 금액과 상당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했습니다."

The benefit
SoftLayer 솔루션을 사용한 결과 Savorit
은 중앙 집중식 데이터 액세스가
가능해졌으며 생산성 증대, 자본 투자
방지 그리고 IT 유지 관리 비용 70%
절감이라는 혜택을 얻었습니다.

IBM 비즈니스 파트너 Bluechip Solutions는
SoftLayer 플랫폼에서 호스팅되는 ERP
오퍼링을 제공하여 Savorit의 인프라 관리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새 서버와
다른 지원 인프라에 대한 자본 투자가 아예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IT 유지 관리비를 70% 절감했습니다."
-Savorit의 이사 Vinodh Venugopal

ERP를 클라우드로
IBM 비즈니스 파트너 Bluechip Solutions는 Savorit에 고성능 SoftLayer 클라우드
환경에서 호스팅되는 강력한 ERP 기능을 보여줌으로써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SoftLayer 클라우드 기술이 가져올 혜택은 Savorit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즉 회사가 내부 IT 인프라를 제거하고 관리 부담을 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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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된다는 뜻입니다.”라고 Bluechip의 이사 R. Shanmuga Raju는 말합니다.
새 솔루션의 기능에 감동한 Savorit은 클라우드 기반 ERP 오퍼링을 계약했습니다.
“SoftLayer 플랫폼으로의 이동은 단순히 ERP 환경을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원격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중앙 집중식,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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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액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Venugopal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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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증대 및 비용 절감

IBM, IBM 로고 및 ibm.com은 전세계 여러 국가에
등록된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의
상표입니다. 기타 제품 및 서비스 이름은 IBM 또는
타사의 상표입니다. 현재 IBM 상표 목록은 웹
"저작권 및 상표 정보"
(www.ibm.com/legal/copytrade.shtml)에 있습니다.

Venugopal은, “SoftLayer 솔루션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사무실로 올 필요 없이 모바일 장치로 현장에서
트랜잭션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 ERP 플랫폼은 상당한 비용을 절감합니다. 저희는
새 서버와 다른 지원 인프라에 대한 자본 투자가 아예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IT 유지 관리비를 70% 절감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솔루션 컴포넌트
서비스
 SoftLayer®
IBM 비즈니스 파트너
 Bluechip Solutions

SoftLayer®는 IBM Company의 SoftLayer,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이 문서는 최초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며, 통지 없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용된 성능 데이터와 고객 예제는 예시 용도로만
제공됩니다. 실제 성능 결과는 특정 구성과 운영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보증 및 타인의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을 포함하여(단, 이에 한하지 않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일체의 보증 없이 "현상태대로"
제공됩니다. IBM 제품에 대한 보증은 제품의 준거
계약 조항에 의거하여 제공됩니다.

추가 정보
IBM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려면 IBM 영업 대표 또는

Please Recycle

IBM 마케팅으로 문의하시거나 웹페이지 ibm.com/cloud-computing/kr/ko를
방문하세요.
SoftLayer에 대해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ibm.com/kr/softlayer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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