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시대 기업 경쟁력
클라우드에 달렸다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
사례로 알아보는 기업의 변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뉴노멀' 시대를 맞아 클라우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 클라우드가 기존 IT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유연하게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면,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과 융합한 ＇클라우드 2.0＇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각 산업에서 AI와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클라우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초 인프라로 부각되고 있고,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을 위한 방대한 컴퓨팅
자원과 AI 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터를 개별 기업이 각각 별도로 갖추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클라우드에 전세계 데이터를 모아 슈퍼컴퓨터로
분석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인류 공통의 적이 된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한
핵심 무기로 클라우드를 꺼내 든 셈이지요.
특히 Public cloud 요건이 필요한 기업의 use case 와 함께 이미 최근에 변화에 앞서
IBM Public 클라우드를 도입한 글로벌 및 국내 산업별 기업의 요건과 성과를
통해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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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oud 요건이 필요한
기업의 4가지 use case

IBM Public Cloud
글로벌 및 국내 산업별 도입 사례
IBM Public Cloud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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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이 필요한 기업의 요건을 4가지
Use case 로 확인 할 수 가 있습니다.
✓ 사용 중인 환경을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맞출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
✓ 오픈소스를 100% 지향하며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적용시 리스크 최소화
✓ 글로벌 데이터센터 구축시 TCO 절감
✓ TCO 절감과 국지적 침해에도 안전하게 데이터 보관

page

Case 1

검증된 성능 및 안정성

기업 맞춤형 적합성

▪ 전용 BareMetal 및 Over-Commit 없는
VM 제공으로 성능 간섭 현상 방지
▪ 멀티 프로세스 CPU와 높은 I/O의 Disk
제공
▪ SAP 및 VMware 인증, 고 사양 서버로 성
능 보장

▪ 100+의 다양한 BareMetal 서버 Option을
통해 고객의 맞춤형 구성 지원
▪ SAP 및 VMware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 구
성 지원

100% Open 지향의 기술 개방성

Hidden Cost를 줄여주는 경제성

▪ Vendor 종속성 제거 – Kubernetes 및
RedHat 솔루션을 포함하여 산업 표준화
된 Open Source 기술 적용
▪ Cloud Native Open Source 프로젝트에
기여 - (Istio, Knative, Razee등)

▪ IBM Cloud 센터간 data 전송 비용 무상
▪ Kubernetes 및 OpenShift Cluster 사용 시
마스터 노드 무상
▪ IBM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풀링 서비스 VM 및 BareMetal 서버당 무상 통신량을
합산하여 사용가능

On-Prem의 애플리케이
션을 Cloud에서 변경없
이 사용하는 경우
Case 2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는 경우

Case 3

국내외
Cloud 센터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Case 4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 많은 자원이 소요
되어, 비용 절감 전략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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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및
안정성
기술
개방성

사용중인 환경을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Cloud 환경 제공

맞춤형
자원의
적합성
유연성

경제성

IBM Public Cloud Value
1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 구성 지원

▪ 100+ 종의 BareMetal 구성을 통하여 고객에 적합한 서버 제
공

SAP 인증
BareMetal

BareMetal

VMware 인증
BareMetal

BareMetal
기반 Container

▪ VMware VM을 100만개 이상 re-platform, re-factoring 없이
전환하여 운영 중.
▪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고객 통제권 및 디스크 암호화를 통한
data 보안

고객 요구 사항

▪ Cloud 1차 전환을 위해 Lift & Shift
를 통한 안정적이고 빠른 환경 구성
필요함
▪ 기존의 환경과 동일한 IT 환경을
Cloud에서도 구성하고자함
▪ 보안을 위해 전용 Cloud 환경이
필요함
▪ 고성능의 미션 크리티컬 Workload
를 Cloud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자 함(VMware, SAP)
▪ Cloud 환경이지만 인프라 자원에
대한 많은 통제권이 필요함

▪ 하이퍼바이저, 보안 솔루션, SAP, 데이터베이스 등 선정한 솔
루션을 동일하게 구성

▪ On-Prem 라이센스를 BYOL 로 활용

고객 데이터센터

▪ 관련 숙련된 기술 set 활용 및 On-Perm과 Cloud의 통합 관리

Standalone Edge
무료 이용 가능!

2 안정적 고성능 보장
VMware

VLAN

VMware

애플리케이션 전환

전용선 또는
인터넷VPN

▪ 경쟁 A사 M모델 대비, 단위 CPU 당 310% 탁월한 성능
(tpmC기준)
▪ Internal SSD 옵션, GPU 옵션을 통한 고성능
▪ VM간 간섭이 적은 안정적 고성능
▪ 2019년 국내 B사 표준 VDI PoC 1위(Global CSP 5개사 대상)

On-Prem에 위치한 VMware 자원을 IBM Cloud로 확장 예시
page

성능 및
안정성
기술
개방성

오픈소스 100% 지향하여, Hybrid / Multi Cloud 적용
시 리스크 최소화

맞춤형
적합성
경제성

IBM Public Cloud Value
1 고가용 마스터 노드 무상 제공을 통한 가성비
▪ IBM이 운영 관리하는 마스터 노드 3대를 무상 제공

IBM managed

Customer managed

고객 요구 사항

▪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는
관리형 Container 환경이 필요함
▪ Vendor Lock-in 없는 Cloud 환경을
찾고 있음
▪ 빠른 서비스 런칭을 위한 Container
환경 기반 Testbed가 필요
▪ 기존 애플리케이션 및 Workload의
Container 화를 원함.
▪ 모노리식 애플리케이션을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개선
하려고 함
▪ 관리형 Cloud Pak 서비스가 필요함

IKS 마스터 노드 3대, 워커 노드 3개 구성 예시
구분

IBM

M*

마스터 노드

무상

$2,085

워커 노드

$1,960

$2,085

합계

$1,960

$4,170

비고

$2,210(차액)

4vCPU, 16GB Nodes, List Price(US) 기준 비교

▪ Kubernetes 서비스에 대해 자동화 된 배포, 설치, 업그레이드, 패치 관리, 확장, 성능 조정을 제공
하며 및 연중 무휴 24 시간 글로벌 SRE 지원
▪ Container 별 자가 치유, 클러스터 HA 마스터, 전용 가상서버 및 BareMetal옵션 제공
▪ IBM Cloud 모니터링, 로깅, IAM, 취약점 검사(Container 이미지 보안) 등 다양한 PaaS 서비스
와 통합
▪ 안전한애플리케이션 공인망노출 → 소프트웨어 형식or 고객단독방화벽제공

2 Vendor Lock-in을 피할 수 있는 개방성
▪ 기본 Kubernetes 서비스( IKS ) 또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기반 Cluster Service 통해 Vendor Lock-in을
방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식성을 제공
▪ OpenShift 기반 IBM Cloud-Pak을 배포하여 다양한 미들
웨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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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및
안정성
기술
개방성

Global 데이터 센터 구성 시 TCO 절감

맞춤형
적합성
경제성

IBM Public Cloud Value
1 각 센터 간 고속 광대역 전용선 무료

Global IBM Cloud DC

▪ IBM의 Global Cloud Data Center중 원하는 곳에 환경을 구
축하여, 추가 비용 없이 data를 이동할 수 있음. 특히
Multi-site 운영에 따른 data 전송 시 고품질의 네트워크
환경을 무료 사용.
서울 데이터센터
(Production)

해외 데이터센터
(Disaster Recovery)

무상 사설 전용선

고객 요구 사항

▪ 여러 지역(국내/국외) 서비스를
위해 다수의 데이터 센터를 통한
서비스 구성이 필요함 (게임 등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 제공)
▪ 글로벌 지사를 운영하여, 해당
지역 센터에 시스템 구성해야 함
▪ 재해복구를 위해 해외 센터에 DR
을 구성하고자 함

월 50TB data 전송 시 List Price(US) 기준 비교
구분

IBM

M*

한국 → 미국

무상

$5,500

한국  미국

무상

$5,500

무상

$11,000

비고

Active

Replicating

합계

Replication-based
migration

Datacenter & Network PoP
Network PoP

$11,000
(차액)

▪ 경쟁 A사는 Out bound traffic에 대해 1GB 당 $0.15 지불
(최초 10TB)

▪ 평균 40 ~ 100 G의 대역폭을 제공하는 IBM
Global Privat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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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및
안정성
기술
개방성

TCO 절감과 국지적 침해에도 안전하게 data 보관

경제성

IBM Public Cloud Value

IBM Cloud

Object Storage

맞춤형
적합성

Data에 대한 사용 패턴을계속적으로 모니터링
정책 기반의 archive 수행

Storage Class Tiers

Standard
(Active)

Vault

(Less active)

Cold Vault
(Cold nearline)

Flex

(Dynamic)

1

비용 효율성 제공

▪ 기존 방식의 스토리지는 3복제를 하여 분산 저장하지
만, IBM Cloud Object storage는 Erasure Coding 기술을
통해 data를 복제하지 않음으로 TCO를 70% 절감할
수 있음
▪ Usable 1TB -> 0.6TB+0.6TB+0.6TB =1.8TB (ICOS)

-> 1.2TB+1.2TB+1.2TB =3.6TB (타사)

고객 요구 사항

▪ 비용 효율적인 대용량의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필요함
▪ 업계 표준 S3 API를 지원하면서
강화된 data 암호화 기능을 제공
하는 스토리지가 필요함
▪ 비용 효율적으로 백업/DR(재해복
구)을 구성하려 함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대용량의
스토리지가 필요함
▪ 비용 효율적으로 data를 분류해
과금하는 스토리지가 필요함

▪ IBM Cloud 센터로 도착한 data
암호화

▪ 암호화 작업으로 작은 Slice
data 조각으로 분할
▪ 분할된 data는 단일 Region
및 3개국(예)한국, 홍콩, 일본)
에 각각 분산 저장

2 안정적 고성능 보장
1. 사용중인 기존 백업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손쉽게
data를 Cloud 센터로 전송
2. data는 Secure http프로토콜을 이용해 안전하게 전송
3. 지역 보안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세그먼트별로 암호화
되어 있어 data가 보호

4. 장애 또는 재해로 한 개의 사이트가 파괴되어도, 2개 사
이트의 data를 이용하여 복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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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 Paribas 사례
A bank in Australia 사례

B 국내 제조사 사례
Dilip Buildcon 사례
Exxon Mobil 사례
Intelligence Retail 사례
American Airline 사례
C 국내 유통사 사례
D 국내 유통사 사례
Movius 사례

The Weather Company 사례
Icelandic Road and Coastal Administration 사례

Government of Jersey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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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 Paribas는 은행의 소프트웨어 및 data를 외부 Cloud 제공업체에 이전하기 위하여, 보안이 뛰어난 Cloud
Platform과 Cloud 전환을 위한 IT 파트너가 필요하였으며, BNP Paribas는 보안이 강화된 IBM Public Cloud와 I
풍부한 금융 지식을 보유한 IBM과 함께 Digital Transformation을 진행하였습니다.
비즈니스 개요

비즈니스 성과
Why
IBM Cloud

배경

•

✓

고객
니즈

✓

✓

•

솔루션

•

•

금융 산업에서 Digital Transformation이 주요 수행 과
제가 되었으며, IT 산업에서 역량 있는 파트너와 함
께 Digital Transformation을 진행 필요

은행의 Digital Transformation을 진행하는 과정에
가장 큰 어려움은 200여개의 보안 요구 사항이 충
족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은행은 200여개의 보안
요구 사항이 충족 되는 Cloud Platform이 필요
은행의 소프트웨어 및 data를 외부 Cloud로 전환하
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여, Cloud 전환을 위
한 IT 파트너가 필요

•

은행의 디지털화 수행
을 위한 IT 파트너로서
IBM의 역량과 Cloud
인프라

•

200여가지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 시킬 수
있는 IBM Public Cloud

•

BNP Paribas의 자체
암호화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BNP
Paribas를 위한 data
보호 모델 개발

•

IBM Watson AI 및 IBM
Open Source Pool을
활용할 수 있는
Platform

Private Cloud만으로는 은행의 Digital
Transformation을 모두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파악
하고 른 비즈니스 라인과 디지털 방식으로 상호 작
용할 수 있는 플랫폼 필요
IBM Public Cloud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보안 및 제어
기능이 강화 된 dedicated Cloud 인프라
엄격한 보안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서
가상 어시스턴트 및 AI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Open
Source 기능
은행이 자체 암호화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data
보호 모델

1 보안 확보된 Public Cloud Platform 확보
▪ 은행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Public Cloud의 전환이
필요했으며, 특히 200여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
할 수 있는 Public Cloud Platform을 선정하고 은행 디
지털화의 파트너를 선정하여 디지털화 진행

2 은행 비즈니스의 Flexibility 증대
▪ 빅데이터 기술을 통하여 고객이 간단하게 은행
업무를 수행
▪ Open Source 소프트웨어 Pool을 활용하여 기존
몇 달이 걸리던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몇 주 만에
개발 되는 신속성 확보

3 고객만족도
▪ AI 및 고객에게 제공된 여러가지 확장 된 기회를
통한 고객 경험이 증대되어 고객 만족도 증가
▪ AI를 통해 은행의 사전 구축된 분석 모델을 활용
하여 사용자 행동을 분석하여 고객 맞춤형 새로운
제품 제안하여 고객의 제품 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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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디지털 서비스는 고객을 만족시키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 은행은 고
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IBM Cloud를 이용하여 Hybrid Cloud로 신규 서비스의 개발 속도를
10배 향상 시켰습니다.
비즈니스 개요
•

배경
•

A 은행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의 로열티
를 높이기 위하여 은행 데이터 기반으로 빠르고, 혁
신적인 서비스의 개발 필요
기존 Legacy On-prem 인프라로는 개발 속도를 단축
하지 못하여 신규 Platform이 팔요 함

비즈니스 성과
Why
IBM Cloud
•

•
✓
✓

고객
니즈

✓
✓

고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은행의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개발 기간 단축이 필요
On-prem 인프라를 이용하여 새로운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이 소요되어, 개발팀
이 필요시마다 자유롭게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환
경이 필요
빠른 시간에 인프라를 확보하고 개발 환경을 구현
할 수 있는 Cloud Platform이 필요
Legacy 시스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더 빨리 시작하기 위한 Platform 제공 및
IT 전문 파트너가 필요

•

•

On-prem 인프라와
Public Cloud를 통합
설계 및 구축 지원하
는 IBM 서비스
협업환경을 위한 IBM
Design Thinking 및
Agile 전문 지식
보안, 가용성 및 규정
준수에 대한 은행의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IBM의 경험

On-prem Cloud 솔루
션인 VMware와 Public
Cloud의 VMware 서비
스

•
•

솔루션

•
•

On-prem 인프라와 Public Cloud를 모두 사용하기 위
한 Hybrid Cloud 솔루션
미션 크리티컬 인프라 및 어플리케이션 관리를 위한
IBM의 GTS 서비스
On-Prem과 Public Cloud를 연계한 Hybrid Cloud 환
경의 설계 및 구축을 지원하는 IBM Cloud 서비스

•

기존 가상서버(VM) 및
지급, 사기 감지 등의
시스템을 IBM Cloud
로 마이그레이션한 경
험 및 역량

1 은행 관련 서비스 출시 시간 단축
▪ 기존 3개월이 소요되던 개발 기간을 최대 10배
빠른 속도로 개발 기간 단축
▪ 표준화된 API 방식을 통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 테스트 및 출시

2

개발 및 운영 비용 절감

▪ 몇 달이 소요되던 서비스를 몇 시간 안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인력 운영 비용이 절감됨
▪ IBM Cloud를 이용한 개발, 배포 및 운영 개선을 통
하여 비용에서 65% 절감

3 은행 규정을 준수하는 Cloud 확보
▪ 보안, 가용성 및 은행의 규정을 준수하는 Public
Cloud 플랫폼 확보하여 비즈니스 효율성 증대
▪ IBM Services Platform with Watson을 통한 지속적
인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제공하여 새로운 위협에
대한 패치 수행 및 보안 강화된 Platform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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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조사는 여러 나라 개발자들이 사내 보안 구성 요소 지원을 기반으로 승인된 외부 시스템 및 내부 시스템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구성된 VDI 환경을 구축 하였습니다.

비즈니스 개요
•

배경

고객
니즈

•

비즈니스 요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 구
성 필요

✓

사내 보안 정책에 기반한 필수적인 보안 항목을 준
수하는 Cloud Platform 구성

✓

승인된 내부 및 외부 시스템에 대해서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통제가필요

✓

기술 요건 - Mobility :PC, Android Phone, iPhone
Guest OS : Windows 7 enterprise 64bit
Client Application: VMWare Horizon Client

•
•

솔루션

•
•

Why
IBM Cloud

여러 나라에 위치한 개발자들이 비즈니스 요건에
신속하게 대응 필요
개발 환경에 유연한 접근을 위한 개발 및 운영 환경
연결 요건 증대 .

✓

•

비즈니스 성과

고성능의 IBM Cloud BareMetal
:2 단계 인증을 위한 OTP 연계 용 Radius Server
sslvpn용 OpenVPNServer
VDI 관리를 위한 VMOperationCenter, vCenterMgmt,
NSX Manager
내부 사용자 직접 연결을 위한 Security Server

1 국 내/외 개발자의 효율적인 개발 구현
▪ 비즈니스 중단없이 인도, 중국 및 한국의
개발자들의 Remote work 지원

•

B 제조사 보안 정책
구성이 가능한 Cloud
VDI 환경 제공

▪ 각 국가의 개발자들에 적합한 VDI 환경 제공으로
개발자의 개발 효율 증대

•

B 제조사 VDI 환경에
맞춘 의사 소통 방식
으로 Slack을 이용한
원격 운영 서비스 제
공

2

•

인도, 중국 및 미국 위
치에서 확장 가능한
Architecture 제공

•

인도, 중국 및 미국의
Cloud Platform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서비스
역량

국외 지역에 대한 용이한 확장

▪ IBM Cloud를 사용하여 지역에 대한 제한 및 자원
사이즈에 대한 신속한 확장 가능
▪ IBM Cloud를 통하여 국외 지역에 대한 손쉬운 비
즈니스 확대

3 빠른 의사소통을 통한 안정성 확보
▪ 인도의 NoC (network of Center)와 한국 운영 담당
자 간의 의사 소통 지원
▪ 운영 담당자와의 빠른 의사소통을 통한 VDI 안정
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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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lip Buildcon은 인도의 경제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최대 50%까지 비용이 지출되
는 자본 집약적 프로젝트에서 엄격한 자본 통제를 위하여 IBM Cloud에서 SAP S/4 HANA를 기반으로 하는 통
합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개요
•

배경

✓

고객
니즈

Why
IBM Cloud

인프라 지원 회사로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비용이
매출에 최대 50%까지 지출되고 있어, 비용 절감을
위한 Public Cloud 기반의 시스템과 통합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
•

IBM SAP S/4 HANA에
대한 Managed Service
의 우수성

•

IBM과 SAP의 전략적
관계를 포함한 SAP
S/4 HANA를 구현하
는 최적의 플랫폼인
IBM Cloud

자본 집약적인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위험
을 최소화 위하여 비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

✓

Silo 형태의 작업 방식으로 비용 효율성을 식별하
기 어려움

✓

과거 방식의 수동 분산 프로세스에 의존하여 인도
전역의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가 어려움 새로운
형태의 관리 방식이 필요

•

65개가 넘는 사이트와 수천명의 직원에 대한 비즈
니스 전반에 대한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대한 단일
뷰를 제공받기 원함

IBM Cloud for SAP
Application의 99.99%
서비스 수준

•

미션 크리티컬 비즈니
스 시스템에 대한 연
중 무효 24시간 서비
스

✓

•

솔루션

비즈니스 성과

•
•

효율적인 작업 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지능형 자동
ERP 플랫폼인 SAP S/4 HANA 시스템 및 프로세스
Cloud for SAP Application으로 IBM이 관리해주는
IBM Cloud Managed Service
IBM과 SAP의 전략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IBM Cloud
Platform

1 자본 집약 프로젝트에서 비용 절감
▪ IBM Managed Service로 관리되는 SAP S/4 HAHA
기반의 통합 프로세스를 통하여 첫 해 약 7백만 달
러 비용 절감
▪ 리스크 절감 및 자본 증대를 통한 5%비용 절감

2 효율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SAP S/4 HANA 솔루션을 사용하여 BI, 재무, 제어,
인적제어 및 자재관리 등의 응용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 수행
▪ 능률적인 운영과 운영에 대산 가시성 향상으로
통한 조직의 빠른 확장에 기여

3 비즈니스 가치에 집중
▪ IBM이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관리를 대신하여 Dilip
Buildcon은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는데 집중
▪ 기존 환경에 비하여 50%정도 솔루션 배포 속도 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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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xonMobil은 서비스 혁신에 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IBM과 계약 후, 디지털 결제를 위하여 연료 소매 업체
가 제공하는 최초의 스마트폰 앱인 Exxon Mobil Reward+를 설계하고 출시하였으며, 운영 플랫폼으로 IBM
Cloud을 선정하여 앱 사용자 증가에 따른 비용 절감과 손쉬운 확장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비즈니스 개요
•

배경

✓
✓

고객
니즈

✓

✓
✓

ExxonMobil은 스마트 폰 앱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현
하고 안전하고 능률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
하여 전문적인 설계 지침과 강력한 Cloud 인프라가
필요

소비자 행동을 조사하여 소비자 중심의 디자인 개
발 필요
애플리케이션 확장성이 뛰어나고 보안이 뛰어난
Public Cloud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을 Migration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파트너 필요
마케팅 조직은 혁신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전문 지식을 갖춘
파트너가 필요
유연성, 탄력성 및 보안을 위하여 설계된 안정적인
Cloud 인프라 필요
앱의 사용자 기반이 확장될 경우 손쉽게 확장 할
수 있는 Cloud Platform 필요

비즈니스 성과
Why
IBM Cloud
•

고객 환경 조사 역량
및 전문 디자인 기술
을 보유한 IBM iX 팀과
의 협업

•

IBM Cloud를 통한 확
장성 및 안정성 확보

•

변화하는 보안 위협
요소에 안정적으로 대
응하는 IBM Security
Service에 대한 신뢰

•

Container 기반으로
workload를 migration
하는 IBM 서비스 역량

•
•
•
•

솔루션

•
•

전문적인 디자인 능력을 보유한 IBM iX팀의 Service
확장성이 뛰어난 IBM Cloud Platform
애플리케이션 Migration 이행 경험이 풍부한 IBM
GTS Service
변화하는 위험으로 진화하는 보안 모니터링 및 다중
계층 보호 제공하는 IBM Managed Security Service

고객 대상 마케팅 캠
페인 성과 추적을 위
한 IBM Watson
Platform

1 운영 비용의 절감
▪ 고객의 시스템 사용 방식에 따른 Cloud 자원 사용
을 통하여 운영 비용 점감
▪ 하드웨어가 필요할 때까지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
어 시스템 구매 비용 절감 및 구매 기간 축소

2

비즈니스 역량 강화

▪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한 Exxon Mobil Reward+
기술을 이용하여 비즈니스의 기회 강화
▪ 고객의 앱 사용 방식 추적을 통하여 고객 별 마케
팅 및 매출 증대 요소 파악

3 고객 만족도 증가
▪ 고객은 Exxon Mobil Reward+를 이용하여 로열티 프
로그램의 이점과 모바일 결재 앱의 편리함을 인식
하여 고객 만족도 증가
▪ 인근 Exxon 및 Mobil 주유소를 찾아 자동차 안에서
주유비를 지불하고 보상 포인트를 얻는 경험을 통
하여 고객 만족도 증가

▪ 고객의 신용카드 불법 복사 위협으로 부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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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ce Retail은 AI 및 Visual Recognition기술을 사용하여 유통업체의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IBM Cloud Platform에 활용하여 글로벌 확장 및 비즈니스의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개요
•

배경
•

✓
✓

고객
니즈

✓

✓
✓

•

솔루션

•
•

유통 업체가 경쟁 우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Intelligence Retail은 빠르고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 필요
글로벌 확장이 용이한 강력한 Cloud Platform 필요

Intelligence Retail은 스마트 폰 또는 Tablet으로
촬영 한 진열대 사진을 분석하여 제품 식별 필요
재고 품절 여부, 위치, 판촉 및 가격과 관련된 핵심
성과 지표를 산정하는 솔루션 개발 필요
모든 data를 몇 초에 처리하고, 머신 러닝
알고리즘과 Visual Recognition 엔진은 많은 트랜잭
션 처리를 위해 높은 컴퓨팅 능력 필요
Intelligence Retail 솔루션은 95% 정확도 필요
빠르게 성장하는 비즈니스 확장에 대비하여
IT 인프라의 확장성, 신기술 제공의 IT 파트너 필요

Intelligence Retail은 최첨단 GPU를 갖춘 IBM Cloud
BareMetal 서버로 Migration
Visual Recognition 엔진 및 ML 알고리즘의
성능 향상위한 Cloud Platform
Dashboard로 IBM Cognos Analytics 솔루션 채택

비즈니스 성과
Why
IBM Cloud
•

테스트 단계에서 IBM
GPU Cloud 서버가 경
쟁 업체 대비 40 % 우
수한 성능을 발휘

•

IBM Cloud를 통해 매
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성 및 최신 기술
접근

•

Intelligence Retail에서
원하는 개별 지원 서
비스와 IBM의 Global
리소스 제공

•

2년 동안 빠른 비즈니
스 성장 및 고객 data
량의 증가 (100배 증
가) 대응

•

Go-To Market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

1

40% 응답시간 단축

▪ IBM Cloud 솔루션의 고성능 GPU 서버를 활용하여
Intelligence Retail 솔루션의 응답 시간 단축

2

Go-To Market

▪ Intelligence Retail은 글로벌 확장 및 다양한 규모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인프라
역량을 갖춤
빠른 글로벌 확장 가능

3 고객만족도
▪ 솔루션 구매 고객(유통업체)의 매출 2~3%증대 및
모니터링 비용 80%절감
▪ 상품에 대한 재고 및 판촉 능력 향상으로 고객 만족
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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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Airlines은 고객의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플랫폼과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
근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중 일부를 IBM Cloud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동시에 새로운 방법
론을 사용하여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작성하여 고객 경험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개요
•

경쟁이 치열한 항공 산업에서 고객 경험은 차별화의
핵심이며, 디지털 채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서 기존 레거시 아키텍처, 플랫폼, 조직, 개발 및
운영 방식의 제약을 제거 필요

배경

✓

고객
니즈

비즈니스 성과
Why
IBM Cloud
•

고객 요구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을 변화를 원함
•

✓

개방적이고 유연한 Cloud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기
술 스택을 개선하고 민첩성을 더욱 높이며,
DevOps 개념을 도입

•

•

솔루션

•
•

VM을 바로 Cloud에서 운영할 수 있는 IBM CLD for
VMWare (Cloud BU)
MSA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직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IBM Garage
AI 기술 도입을 위한 Watson & Cloud Platform

1

인프라 비용절감

이전 : On-Prem 서버
를 VMware Cloud
Foundation 솔루션을
사용하여 IBM Cloud
의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로 원활하
게 마이그레이션함으
로써 장/단기의 운영
문제를 해결

▪ 수백 개의 VMware VM 마이그레이션을 자동화
하는 VMware HCX on IBM Cloud를 사용하여,
aa.com, 고객 모바일 및 키오스크 앱을 IBM
Cloud IaaS로 신속히 이전

혁신 : IBM Garage
Method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조직 및 기술의 혁신
을 가속화

▪ IBM Cloud로 이전하여 서버 성능, 안정성 및
최종 사용자 응답 시간이 향상

운영 : 개발 스쿼드팀
으로 운영을 통합하고,
국내외에 위치한 IBM
Cloud Solutions
Operations Center를
활용하여 24 시간 애
플리케이션 지원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

▪ 일정을 6개월을 감축하여, 기존 인프라의 업그
레이드 비용 절감
2

운영 안정성, 생산성 및
최종 고객 응답 시간 향상

▪ Multi Cloud 환경에 대한 단일 지원 모델을
통해 마이그레이션 및 혁신 업무 환경 모두에 대
한 일관된 운영 관리 서비스
3 새로운 앱의 빠른 개발 및 출시

▪ 4 개월 반 만에 Dynamic Rebooking 앱이 8 개
공항에서 프로덕션으로 출시되었으며 , 지속적
인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공항으로 출
시
▪ 허리케인 Irma가 발생했을 때, 하이퍼 스케일 통
해 완벽히 작동했으며 300+ 공항에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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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유통사는 국내 홈 퍼니싱 시장을 선도하면서 비즈니스 확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신뢰할 만한 IT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C 유통사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하여 IT 파트너로 차세대시스템 구축 경험 및 Cloud
Platform을 제공하는 IBM을 선정하여 구축 및 운영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비즈니스 개요
•

배경

•

비즈니스 성과
Why
IBM Cloud

C 유통사는 국내 홈 퍼니싱 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전국에 70여개의 신규 매장을 Open 계획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차세대 시스템 구축 및 인프
라 Platform 선정 및 비즈니스 집중을 위하여 시스
템 운영 파트너가 필요 함

▪ Cloud 기반의 전사 IT 시스템 구축
▪ IT 파트너인 IBM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

C 유통사는 본연의 비즈니스 업무에 집중하고 IT
인프라에 대한 운영 및 구축은 IT 전문 회사가 안정
적으로 수행하는 협력 모델 필요

✓

사업의 확장에 따라 IT 인프라의 확장성 및 유연성
확보 필요

✓

신규 ERP 시스템의 성공적인 Open과 관련 서비스
에 대한 안정적인 이관 필요

고객
니즈

솔루션

전국적인 기존 매장과 신규 매장이 사용할 IT 인프
라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

✓

•

Public Cloud 기반 서버,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제공

•

Cloud 모니터링 및 Backup 서비스

•

경험이 풍부한 Cloud Migration Service

•

안정적인 IBM Managed Service

1 전사 IT 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운영

표준 프로세스 기반의
운영 모델 서비스를
제공하는 IBM의 역량

2 안정적인 신규 ERP 시스템 오픈

•

확장성 및 유연성이
뛰어난 IBM Public
Cloud

•

국내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
는 IBM의 시스템 운영
역량

▪ 비즈니스 환경에 따른 Scale-out 기능의 Cloud 를
통한 유연한 확장성 확보

•

다수의 경험을 통한
안정적 Cloud
Migration 서비스

3 공격적인 경영 및 지속적인 성장 발판

▪ 신규 ERP 시스템의 오픈과 안정적인 서비스 이관
을 통하여 비즈니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Agile
기반 마련

▪ 전사 IT 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은 비즈니스 업무
에 집중하여 공격적인 경영 및 지속 성장 발판 마
련
▪ 경쟁력 있는 IT 서비스를 통하여 M 유통사의 안
정적인 비즈니스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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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유통사는 IBM의 Cloud 컨설팅을 통한 Cloud Migration 전략 수립, 이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Cloud Migration
및 안정적인 Cloud Managed 서비스를 통하여 Global Cloud 전략 및 디지털 역량 강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
습니다.
비즈니스 개요
•

배경

비즈니스 성과
Why
IBM Cloud

급변하는 사업 환경은 디지털 신기술 기반 리테일
혁신 등의 민첩한 비즈니스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존 성주그룹의 Legacy 시스템의 운영으로는 선제
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음

▪ 단기간 동안 POS, Web, SCM 등 30여개 업무를
포함한 60여개 전사 업무를 3회에 걸처 단계별
Cloud로 이전
•

✓
✓

✓

고객
니즈

✓
✓
✓
✓

솔루션

디지털 중심의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
외부 환경의 변화 : 디지털 기술(모바일, 빅데이터,
Cloud, IoT 등)의 확산 및 보편화
내부 사업 추진 방향 : Global 확산, Digital 리더십 확보
및 민첩하고 효율적인 업무 개발 지원
효율적으로 업무를 지원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IT
전략 및 IT 환경 구현
사업 규모의 지속적 성장과 온라인 및 해외 사업 비중
증대 상황에 적합한 IT 환경 구현
IT 인프라 아키텍처 표준화/통합화를 통한 시스템 제
공의 민첩성, 효율성 및 확장성 확보
신기술 적용에 유연한 Digital IT 인프라 환경 구현

•

D 유통사의 Global Cloud 전략에 부합하는 Cloud 인
프라 및 Managed Service

•

Transition 기간 중 D 유통사 데이터 센터에서 IBM 송
도 데이터 센터로 이전 후, Hybrid Managed Service

•

Global 영업 지원을 위한 Singapore IBM public Cloud

1 전사 IT 시스템 Cloud 이전

•

D 유통사 Global
Cloud 전략에 부합하
는 Cloud 서비스 제공
(Singapore Cloud DC)
IBM Cloud 센터의 현
지 인력에 의한 기술
지원 역량

•

Enterprise 맞춤형
Cloud 구축 및 운영
역량

•

Cloud, AI, IoT 등 혁신
기술 보유 및 적용 지
원 역량

▪ 기존 IT 인프라 자원을 국내외 Cloud 센터로 분산
이전

2 운영 비용 절감 및 안정적 운영
▪ 기존 IT 자원 도입 및 관리 비용 대비 Cloud로 이
전을 통해 운영 비용 절감
▪ 표준화된 글로벌 프로세스 적용, 모니터링을 포함
한 운영 자동화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3 패션 산업의 신속한 비즈니스 성장 지원
▪ 신속한 글로벌 사업 확장과 디지털 혁신을 지원
하는 Cloud기반의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확보
▪ 글로벌 기업 목표 및 높은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단일화된 통합 관리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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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통신사인 Movius는 IBM Cloud인프라 및 IBM Cloud 백업 및 복원 서비스 인 Veeam을 이용하여 업무
용 콜과 문자 메시지를 개인용과 구분할 수 있도록 직원의 스마트 폰에 보안이 적용된 회사 번호를 제공함으로
써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개요
•

배경
•

✓

고객
니즈

✓

✓

개인 및 업무 목적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전화에 의존
하는 환경에서 각 용도의 분리 필요성이 점점 확대되
고 있음
Movius는 개인 및 업무 용도 분리에 대한 요구를 충족
시키는 정교한 스마트폰 멀티 라인 서비스를 글로벌
로 확대 필요.
글로벌 기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를 빠르게 성장시키고자 전 세계 주요 통신사업자
와 협력을 위한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필요
안전하게 업무용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개인용과
분리할 수 있는 Multiline 솔루션을 On-Prem IT 인프
라로부터 전환이 용이한 강력한 베어 메탈 서버 기
술을 갖춘 Cloud Platform 필요

비즈니스 성과
Why
IBM Cloud
•

•

•

기업 고객이 음성 및 문자 메시지 데이터 보존에 대
한 업계 규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백업 및 복
원 기능 필요
•

•

솔루션

•
•

실시간 통신 서비스에필수적인 고 가용서의 IBM
Cloud Platform
재해복구 전략을 최적화 하는 Veeam 서비스
인터넷 연결 응용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에지 네트워
크 서비스 IBM Cloud Internet Services

실시간 통신서비스에
필수적인 고 가용성을
위해 설계된 Platform
전 세계 통신 회사와
협력하기 위한 글로벌
IBM Cloud 데이터 센
터

산업별 데이터 보존 규
정 준수사항을 충족하
며 비즈니스 연속성 및
재해 복구 (BCDR) 전
략을 최적화하는
Veeam 서비스
서비스의 탄력성과 최
적화를 보장하고
DDoS 공격, 데이터 도
난 및 봇 공격으로부터
인터넷 연결 응용 프로
그램을 보호하는 에지
네트워크 서비스 IBM
Cloud Internet Services
(CIS) 솔루션

1

민첩성 확대

▪ 전세계에 혁신적인 오퍼링을 신속하고 민첩하
게 제공
▪ 몇 분 안에 컴퓨팅,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리소
스를 provisioning

2

핵심역량에 집중

▪ 확장 가능하고 안정적이며 미래 지향적이며 솔
루션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서비스 세트가 포
함 된 인프라 확보
▪ 실시간 커뮤니케이션과 비즈니스 크리티컬 서
비스를 제공에 집중.

3 업계 규정에 부합하는 가용성 제공
▪ Veeam 서비스를 통해 data 가용성을 지원하고,
규제 요구 사항을 해결하도록 지원
▪ 매년 미화 75,000 달러의 data 보호 비용을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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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날씨 정보를 확인하는 weather.com 및 wunderground.com은 특히 허리케인 및 토네이도와 같
은 주요 기상 상황에서 Peta Byte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제공해야합니다. 이러한 극도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he Weather Company는 IBM Cloud를 중심으로 전체 웹 플랫폼을 리엔지니어링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개요
•

배경

•

✓
✓

고객
니즈

✓

✓

많은 회사들은 예측 가능한 서비스 트래픽을 기반
으로 웹 플랫폼을 구축하지만, 날씨 웹 사이트는 매
우 어려운 기하급수적인 확장성 문제에 직면해 있음
허리케인, 토네이도 등 기상정보 수요가 많은 기간
동안의 대응력은 문자 그대로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음

서버가 가장 많은 부하를 받는 주요 기상 상황 시
는 매우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필요
극한의 기상 시스템은 빠르게 움직이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빈발하는 촉박한 최대치 워크로드
를 처리하기 위해 언제든지 빠르게 확장 할 수 있
어야 함
날씨는 미세 지역 현상으로 데이터 센터의 현지화
와 각 지역 인스턴스는 독립적으로 확장될 수 있어
야함
기 사용 Cloud와 달리 독점 기술에 Lock-in되지 않
아야 함

비즈니스 성과
Why
IBM Cloud
•

•

•
•

솔루션

•
•

Region간 복제 가능한 Cloud Object Storage
On-Prem과 쉽게 공존 가능한 IBM Cloud Virtual
Servers
비디오 라이브 자막 추가를 위한 Watson Captions

•

1 자원 탄력성 및 호스팅 비용 절감

The Weather
Company의 DevOps
자원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관
리형 Kubernetes 서비
스

▪ 가장 급격한 트래픽 급증에도 대처할 수 있는
초고성능 탄력성 확보

호환성이 뛰어난 API
를 제공하며 , 전체 데
이터 센터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어도 사용자
에게 콘텐츠를 제공
할 수 있는 Region간
복제 가능한 사용자
용 이미지 및 비디오
를 저장하기 위한
IBM Cloud Object
Storage

▪ 개발 팀과 운영 팀 간의 분리를 줄여, 개발자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Container까지 빌드
하는 개발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

여러 Cloud와 OnPrem 인프라에서 쉽
게 공존 가능
방대한 비디오 라이브
러리에 자막을 추가하
기위한 IBM Watson
Captioning

▪ 이에 따른 Cloud 호스팅 및 지원 비용 절감

2 Kubernetes기반 서비스 배포 가속화

▪ Kubernetes 환경과 기본 IBM Cloud Virtual Server
를 IBM이 관리함으로써 Weather Company 팀은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
▪ 기존 VM과 최신 Container에서 실행되는 워크
로드가 Hybrid Cloud 환경에서 공존.. 예기치 않
은 다운 타임없이 새로운 기능과 업데이트를 출
시해야 할 때 중단없이 시스템 가용성 제공

3 글로벌 확장
▪ 현지 시장에 있는 더 많은 수의 데이터 센터 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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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명이 높은 아이슬란드 기상상황에서 도로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입니다. ICRA (Icelandic
Road and Coastal Administration)는 직원들이 Cloud에 호스팅 되는 규정 준수 및 품질관리 솔루션을 통해 이
동 중에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탁월한 안전 표준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개요
•

배경
•

✓

고객
니즈

다운 타임없이 사용자에게업데이트를 제공 할 수
있으며 IT관리와 비용을최소화 할 수 있는 솔루션

✓

IRCA의 주요 기술제공 업체인 Origo에서 쉽게 SaaS
형태로 개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Cloud 플랫폼

•
•

Why
IBM Cloud

•

품질 관리 팀이 작업 절차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변경 및 공유하고, 현장 작업자가 외부에서 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시스템

✓

•

솔루션

아이슬란드의 불규칙한 겨울 기후는 8,000 마일의
도로망 위의 운전자에게는매우 중요한 문제임
IRCA는 품질 관리 팀과 , 현장 작업자가 협업할
품질 관리솔루션을 구현 필요

비즈니스 성과

Cloud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관리가 가능한 IBM
Cloud Foundry
Open Source 기반의Compose for Mongo DB
자원 활용도를 높여주는 IBM Cloud Platform

SaaS 오퍼링으로 제공
되며 IBM Cloud에서 개
발 및 호스팅 되는 IBM
Platinum 비즈니스 파트
너 Origo의 새로운 CCQ
(Cloud Compliance and
Quality) 솔루션

1

공적 자금에 대한 더 나은 가치 제공

▪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몇 초 만에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장 작업자의 생
산성을 향상.
▪ 자원을 더 잘 활용하여 아이슬란드 시민과 관광
객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

2

절차상의 오류 위험 절감

•

지속적인 배포를 통해
다운 타임없이 사용자
에게 업데이트를 제공
할 수 있으며, 간단한 관
리의 이점을 누릴 수 있
는 IBM Cloud Foundry환
경

▪ 모든 프로세스 문서를 위한 중앙 저장소, 버전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개선으로 최신 절차 요
구 사항 및 모범 사례에 맞게 작업 절차를 유지
할 수 있음

•

Compose 팀에 의해 모
든 호스팅, 업데이트 및
확장 문제가
관리되고, 신속한
프로토타이핑에 이상
적이며 IRCA 데이터에
적합한 NoSQL 문서 저
장소

3 IT 유지 보수 작업 시간 절감
▪ IBM Cloud에서 호스팅 되므로 IRCA의 사내 IT
리소스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 되고 인프라
관리, 보안 및 업그레이드 등의 운영 작업 제거
▪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인 클라우드 개발 플랫폼
으로 Origo가 CCQ 애플리케이션을 지속으로 개
선하고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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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of Jersey의 고형 폐기물 부서는 운영하고 있는 장비의 유지보수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 및 유
지 보수 프로세스 문서에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IBM과 IBM 협력회사는 CMMS(Compu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을 IBM Cloud에 구현하여 부서 업무의 가용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비즈니스 개요
•

배경

비즈니스 성과
Why
IBM Cloud

Government of Jersey의 고형 폐기물 부서는 운영 및
관리 대상 장비의 효율적은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
보수 담당 엔지니어에게 정확한 자료를 전달하여 장
비의 운영 안정성 향상이 필요

✓ 고형 폐기물 부서에서는 연간 약 75,000톤의 폐기물

고객
니즈

•

솔루션

•
•

IBM 및 IBM 협력회사는 유지 보수 엔지니어가 필요
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CMMS 시스템 구현
CMMS는 Web base의 SaaS형태 프로그램으로 IBM
Cloud에 구축
외부에서 접근을 위한 VPN 및 보안 강화된 IBM
Cloud 사용

폐기물 장비 유지 보수 시간 단축

▪ 유지 보수를 위한 문서를 찾고 접근하는 속도 증
가를 통한 장해 해결 시간 단축
•

을 처리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많은
장비들이 사용되고 있어 장비의 장애 및 유지 보수
의 효율성이 필요
✓ 폐기물 처리 장비에 대한 Preventive Maintenance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장비에 대한 가동률 향상이
필요
✓ 이상이 발생한 장비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장
비 수리 엔지니어가 적절한 문서를 찾지 못하여 수
리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장비의 수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수리에 대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접근하고 싶음

1

IBM은 글로벌 브랜드
로 익숙한 브랜드는
사용자의 신뢰성
확보가 용이함

•

IBM Cloud는 공공기관
에서 사용 할 만큼 보
안이 강화된 Cloud
Platform 임

•

IBM과 IBM 협력회사의
고형 폐기물 부서 프로
세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

•

IBM 협력회사의 IBM
Public Cloud에 대한
long-term 파트너쉽

▪ 폐기물 장비의 운영 안정성 확보

2

폐기물 장비에 대한 가용성 증대

▪ 사전 유지 보수(Preventive Maintenance) 프로세
스를 통하여 장비의 장애 발생 전에 장비에 대한
선 유지 보수를 통하여 장비의 가용성 증대

3 고객 만족도 향상
▪ 년간 75,000톤의 고형 폐기물 처리율 상승으로
인한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 사용율이 향상 되어
시민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만족도 향상
▪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의 근무 여건
향상으로 인한 엔지니어 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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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Public cloud 만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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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Public Cloud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 Value
1
Cloud 전환 준비 및 진행을
위한 Cloud 전환 컨설팅

2

3

4

Public Cloud Migration
서비스

Multi / Hybrid Cloud
시스템 운영

Cloud Security
서비스

▪ Cloud 전환을 위한 Workload의
분류 및 Cloud 진행을 위한
Roadmap 수립

▪ 고객이 운영중인 Legacy
시스템을 Public Cloud 기반으로
전환 수행

▪ 다양한 Cloud 환경에 대한 전문적
인 운영 서비스 제공

▪ Multi / Hybrid Cloud를 포함하는
보안관제 구축 및 운영 서비스 제공

▪ Cloud 전환 대상 및 Roadmap 수
립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Cloud 전환 수행

▪ IBM CMF(Cloud Migration Factory)
의 다양한 전환 사례 및 Knowhow를 이용한 안정적이고 효율
적인 Migration 수행

▪ 기업 환경에 따라 Public 및
Private Cloud와 기존 Legacy 시스
템을 통합적, 안정적 운영

▪ 고객 전용의 서버 (Single tenant)와
암호화된 디스크 제공

page

IBM Cloud 기반
Watson,
Blockchain,
Analytics, IoT 활용
계획

글로벌 AI 시장 규모

AI 적기 진입 가능

디지털 비즈니스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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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Public Cloud Values

산업별 Workload에 대한
인사이트

Public Cloud 시장을 향한 도전

IBM은 산업별 Enterprise Workload를
잘 이해하고 Cloud 제품 및 관련 서비스
를 수행하는 Cloud 제공업체입니다.

On-Prem과 동일 구성 가능
IBM Public Cloud은 On-Prem 시스템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Cloud를 제공합니다.

Red Hat 시너지

센터간 무료 사설망 네트워크

IBM Public Cloud는 Red Hat과

IBM Public Cloud는 데이터센터간의

협업하여 Open Source 기반의

사설망 네트워크가 무료로 제공되고

Container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있습니다.

Thank you
문의 / 상담
한국IBM 마케팅총괄본부
www.ibm.com/kr-ko/cloud

mktg@kr.ibm.com
온라인 컨퍼런스 www.ibmcloudlive.co.kr

IBM 클라우드
체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