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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용 절감을 가져온 애플리케이션
방식의 혁신- IBM 클라우드: SoftLayer

개요

1988년에 설립된 Car-Tech Group은 이탈리아의 시민, 간척사업기관,
지자체를 위한 세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2014년에

The need

새로운 지방세 관리 프레임워크를 내놓으면서 IBM Smarter City의

Car-Tech Group은 손쉽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세무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하여 이탈리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자사의 대화형 서비스
포털을 위한 고성능 클라우드 호스팅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The solution

세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대화형 포털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호스

이 회사는 자사 포털을 호스팅하고
새로운 SaaS 카탈로그 서비스를
출시하여 애플리케이션 제공 방식을
혁신하고자 하이브리드 SoftLayer
클라우드 환경을 프로비저닝했습니다.

팅 환경에서 포털을 개설했던 Car-Tech는 더 민첩한 플랫폼으로 이

The benefit
Car-Tech는 SoftLayer 호스팅
플랫폼으로 세무 관리 솔루션의 출시를
앞당기고 성능을 40% 높이고 비용을
35%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무 관리 솔루션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Car-Tech는 시민의 재산 및 세무 업무를 돕고자 주요 세무 정보에 액

전하는 한편, 손쉽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하여 포털 사용자에게 제공하기를 원했습니다. 안정된 IT 업체와
의 파트너십을 기대하면서 확실한 보안 기능과 유연한 프로비저닝
옵션을 갖춘 고성능 클라우드 호스팅 솔루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Car-Tech Group은 하이브리드 SoftLayer
클라우드 호스팅 플랫폼에서 세무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새로운 SaaS
카탈로그를 출시합니다. “고객은 한 번의
클릭으로 이 서비스를 테스트 하거나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r-Tech의 영업 관리자 Luigi D’Ambrosio

하이브리드 SoftLayer 환경 프로비저닝
Car-Tech는 주요 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분석한 후 SoftLayer 기술이
최적의 유연성과 성능을 제공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베어 메탈 및 가상 서
버 인프라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호스팅 환경이 프로비저닝 되었
습니다. Luigi D’Ambrosio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SoftLayer 덕분에 포털에
필요한 고가용성, 안정성, 데이터 보안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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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SoftLayer 호스팅 솔루션을 갖춘 Car-Tech는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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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SaaS(Software as a Service) 카탈로그를 출시할 것입니다. D’Ambrosio
는 말합니다. “고객은 한 번의 클릭으로 이 서비스를 테스트 하거나 정식
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및 성능 향상
SoftLayer 기술은 Car-Tech 서비스의 출시 일정을 앞당길 뿐 아니라, 성능

IBM, IBM 로고 및 ibm.com 전세계 여러 국가에
등록된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
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기타 제품 및 서
비스 이름은 IBM 또는 타사의 상표입니다. 현재
IBM 상표 목록은 웹 “저작권 및 상표 정보”
(www.ibm.com/legal/copytrade.shtml)에 있습니
다.

을 약 40% 높여 기존 호스팅 인프라의 응답 능력도 강화합니다.

SoftLayer®는 IBM Company인 SoftLayer,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SoftLayer 클라우드 솔루션은 획기적인 비용 절감의 혜택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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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Tech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함으로써 하드웨어 설비 투자가 불필
요해졌고 호스팅 인프라 운영 비용도 줄어들고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종합
하면 SoftLayer 솔루션으로 35%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구성요소
서비스


SoftLayer®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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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을 포함하여(단, 이에 한하지 않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일체의 보증 없이 "현상태대로" 제공
됩니다. IBM 제품에 대한 보증은 제품의 준거 계
약 조항에 의거하여 제공됩니다.
재활용하십시오.

IBM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려면 IBM 영업 대표 또는 IBM
마케팅으로 문의하시거나 웹페이지 ibm.com/cloud-computing/kr/ko를
방문해주십시오.
SoftLayer에 대해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ibm.com/kr/softlayer를 방문해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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