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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리테일

Look Hunters
SoftLayer 클라우드 호스팅 기술로 패션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급격한 성장을 유도

개요
The need
Look Hunters는 자사의 소매/리테일
패션 웹 사이트 지원을 위해 사용자
증가에 따라 쉽고 경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호스팅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The solution
Look Hunters는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평가한 후 유연하고 안전한
SoftLayer® 가상 서버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여 자사 전자 상거래
사이트를 호스팅했습니다.
The benefit
Look Hunters는 실적을 높이고,
하드웨어에 대한 자본 투자를
방지하고, 필요에 따라 성장에 맞춰
확장할 수 있는 유연한 호스팅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2013년에 설립되어 콜롬비아 보고타에 본사를 둔 Look Hunters는
자체 소매 웹 사이트를 통해 적당한 가격대의 의류와 패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 사이트는 잠재 고객과 연결되는 주요
판매 및 마케팅 채널을 제공하여 콜롬비아의 디자이너를
지원합니다.

향상된 성능과 용량의 필요성
Look Hunters는 전자 상거래 웹 사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호스팅 플랫폼의 성능과 용량 부족으로 사이트 방문자를
적절하게 지원할 수 없고, 따라서 실적이 좋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사이트에 새로운 콘텐츠를 신속하게
업로드할 수 없기에 제품의 판매 및 교체 속도도 둔화될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Look Hunters는 기존의 사용자 기반을 지원하고
비즈니스가 성장하면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고성능 호스팅 솔루션을 필요로 했습니다. Look Hunters CFO(Chief
Financial Officer) Guillermo Pacheco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작은 회사지만 아주 빠르게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SoftLayer는 전자 상거래를 위한 고성능 호스팅
플랫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Look Hunters의
변화하는 수요에 맞게 경제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IBM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SoftLayer는 우리가
찾고 있던 보안과 유연성을 제공했으며,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솔루션입니다.”
-Look Hunters CFO, Guillermo Pacheco

안전한 SoftLayer 클라우드 플랫폼
Look Hunters는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평가하고 IBM 클라우드 서비스
담당자와 요구 사항을 논의한 후, SoftLayer 클라우드 플랫폼을 자사
사이트를 위한 최적의 호스팅 솔루션으로 결정했습니다. Pacheco는 "IBM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SoftLayer는
우리가 찾고 있던 보안과 유연성을 제공했으며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솔루션입니다."라고 말합니다.
Look Hunters는 SoftLayer 온라인 포털을 사용하여 SoftLayer 계정을
만들고 자사 웹 호스팅 워크로드를 위한 가상 서버 인프라를 신속하게
프로비저닝했습니다.

성능 및 확장성 향상
새로운 SoftLayer 호스팅 인프라는 Look Hunters가 온라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새로운 제품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업로드하여 판매를 촉진하고 재고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Look Hunters는 SoftLayer 호스팅 환경을 프로비저닝하여
하드웨어에 대한 자본 투자를 회피하고, 성장에 발맞춰 경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유연한 호스팅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SoftLayer 기술을 사용한
덕분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용량을
쉽게 프로비저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SoftLayer 호스팅 솔루션은 Look Hunters가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Pacheco는 말합니다. "이제 기술에 대해서는
신경쓸 필요 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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