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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 de la Concepción
병원의 재해 복구 비용 50%를 감축한
SoftLayer 클라우드 환경
푸에르토리코의 산헤르만에 위치한 Hospital de la Concepción은

개요

1511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병원이며 세계 정상급 진료를 제공하는

The need
Hospital de la
의료 데이터를
부합하기 위해
효과적인 백업
했습니다.

Concepción은 중요한
관리하고 산업 요건에
IT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및 복구 기능을 구현해야

The solution
이 병원은 IBM® PureFlex® System을
온프레미스 형태로 구현하고 백업 및
복구를 위해 전용 SoftLayer® 베어 메탈
서버 인프라도 구현했습니다.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0여 개 병상에서 급성 질환 치료 및 재활
치료가 이루어지며 약 500명의 의료 전문가가 일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백업 이슈
Hospital de la Concepción은 변화하는 요구 사항에 발맞춰 IT 환경
을 업그레이드하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 솔루션을 구현하고자 했
습니다. “경제적이고 자동화된 백업 프로세스가 필요했다” 고 병원의
정보 시스템 책임자인 Daniel Ferreira는 말합니다. “언제나 안심할
수 있도록 상시 가동되는 재해 복구 플랫폼도 필요했습니다.”

The benefit
Hospital de la Concepción의 새로운
환경에서 재해 복구 비용이 50%
감소했고 매일 몇 시간에 달하는
수작업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안심할
수 있으며 컴플라이언스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ospital de la Concepción은 대량의 중요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저장할 뿐 아니라 Medicare 및 Medicaid의 EHR(Electronic
Health Record)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주요 이용 기준을 비롯한 업계
및 정부의 요건도 이행해야 했습니다.

Hospital de la Concepción은 유연한
SoftLayer 클라우드 환경의 백업 및 복구
기능으로 새로운 수요 및 과제에 따라
손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이
바뀌거나 증가할 때 SoftLayer에서 필요한
인프라를 추가해줍니다.”
-Hospital de la Concepción의 정보 시스템
책임자 Daniel Ferreira Maldonado

클라우드에서 복구
IBM 비즈니스파트너인 JDW Consulting Corporation은 안정적인 IBM
PureFlex System 인프라로 Hospital de la Concepción 온프레미스 IT 환경
을 업그레이드했고 백업 및 복구를 위한 SoftLayer 클라우드 서비스도 구현
했습니다. JDW는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SoftLayer 데이터 센터에서 전용 베
어 메탈 서버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한 다음 유연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에
대한 교육을 이 병원에 제공했습니다. “요구 사항이 바뀌거나 증가할 때
SoftLayer에서 필요한 인프라를 추가해줍니다.”라고 Ferreira Maldonado는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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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고 경제적인 솔루션
새로운 환경에서 자동화된 백업 기능을 제공하는 덕분에 매일 몇 시간 분량
의 수작업이 사라졌습니다. 아울러 비용은 줄이면서 더 안심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SoftLayer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재해 복구 비용이 기존 환경 대
비 50% 이상 절감됩니다.”라고 Ferreira Maldonado는 밝힙니다.
SoftLayer 클라우드 인프라는 이 병원이 EHR 규정과 같은 컴플라이언스도

IBM, IBM 로고 및 ibm.com 및 PureFlex는 전세
계 여러 국가에 등록된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기
타 제품 및 서비스 이름은 IBM 또는 타사의 상표
입니다. 현재 IBM 상표 목록은 웹 “저작권 및 상
표 정보”(www.ibm.com/legal/copytrade.shtml)에
있습니다.
SoftLayer®는 IBM Company인 SoftLayer,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SoftLayer 덕분에 전용 서버 및 전용 방화벽을 갖
게 되었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컴플라이언스를 지원할 뿐 아니라 이를 손쉽

이 문서는 최초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며, 통지
없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라고 Ferreira Maldonado는 말합니다.

솔루션 구성요소
 SoftLayer®


IBM®

PureFlex®

System

 IBM 비즈니스 파트너인 JDW Consulti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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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된 성능 데이터와 고객 예제는 예시 용도로
만 제공됩니다. 실제 성능 결과는 특정 구성과
운영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에 대한 보증 및 타인의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
증 및 타인의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이나 조
건을 포함하여(단, 이에 한하지 않음) 명시적이
든 묵시적이든 일체의 보증 없이 "현상태대로"
제공됩니다. IBM 제품에 대한 보증은 제품의 준
거 계약 조항에 의거하여 제공됩니다.
재활용하십시오.

마케팅으로 문의하시거나 웹페이지 ibm.com/cloud-computing/kr/ko를
방문해주십시오.
SoftLayer에 대해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ibm.com/kr/softlayer를 방문해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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