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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및 운송

WorldTicket
SoftLayer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으로 비용
60% 절감 및 프로비저닝 속도 97% 향상

개요
The need
WorldTicket은 항공권 발권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고 지속적인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하고 경제적인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The solution
WorldTicket은 SoftLayer® 클라우드
솔루션을 채택했으며, 이를 통해 베어
메탈 서버와 가상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하여 운영 워크로드를
지원하면서 전체 고객 기반을
SoftLayer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예정입니다.
The benefit
WorldTicket은 15만 달러의 자본 지출
방지, 운영 비용 60% 절감, 프로비저닝
시간 97% 이상 단축, 소프트웨어 개발
시간 84% 이상 단축 등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WorldTicket은 항공 산업용 판매 및 예약 소프트웨어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 업체입니다. 2002년에 설립되었으며 덴마크
코펜하겐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4대륙에서 40여 개의 항공사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디맨드 IT 용량의 필요성
WorldTicket은 지난 10여 년간 전통적 방식의 IT 호스팅 환경을
사용해 왔지만 기본적인 항공권 발권 애플리케이션에 더 유연한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WorldTicket은 고객에게 IT 용량을
온디맨드(on-demand) 방식으로 제공하고자 했으며 지속적인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성을 높여야 했습니다. 또한
가치가 빠르게 소진되는 기술에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인프라를
업데이트하고자 했습니다. WorldTicket COO(Chief Operating
Officer) Per Tversted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하드웨어 구입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할
경우, 가치가 저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WorldTicket은 필요에 따라 프로비저닝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SoftLayer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변화하는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성장을
지원합니다. “SoftLayer는 고객과 회사 내부의
즉각적인 용량 수요를 쉽고 경제적으로 충족할 수
있게 해줍니다.”
- WorldTicket COO, Per Tversted

유연한 SoftLayer 클라우드 인프라
WorldTicket은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자를 평가한 후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국제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는 공급업체 두 곳을 선별했습니다. 그 중 뛰어난
관리 효율성과 신속한 프로비저닝 기능을 갖춘 SoftLayer 클라우드 솔루션을
채택하여 쉽고 빠르게 테스트용 가상 서버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베어 메탈
서버와 가상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하여 운영 워크로드를 지원하면서 전체
고객 기반을 SoftLayer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예정입니다.

비용 절감 및 신속한 프로비저닝
WorldTicket은 SoftLayer 호스팅 솔루션으로 불필요한 자본 투자를 줄여 약
15만 달러를 절약하고 운영 비용을 60% 절감했습니다. 또한 인프라
프로비저닝 시간을 평균 2주에서 1시간 이하로 97% 이상 대폭 단축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가속화하여 신제품 릴리스 시간을 6시간에서
약 1시간으로 84% 이상 단축했습니다. Tversted는 말합니다. "SoftLayer는
고객과 회사 내부의 즉각적인 용량 수요를 쉽고 경제적으로 충족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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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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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마케팅으로 문의하시거나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십시오.

http://www.ibm.com/cloud-computing/kr/ko/start-with-cloud.html
02-3781-6900
SoftLayer에 대해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ibm.com/kr/softlayer를
방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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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Recycle

WorldTicket에 대해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worldticket.net을
방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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