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타협하시나요?
비용은 줄이고 IT 파워는
더 키우세요.
급격히 증가하는 IT 비용
오늘날 기업들은 IT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저비용으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성장을 위해 용량은 향상시키고, 관리해야
하는 서버 수는 줄이고, 동시에 비용까지
절감시킬 수 있나요?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의 IT 환경에 대한 심층 평가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가장 효과적인 효과적인 기술과 비용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귀하의 우선순위는 곧 저희의
우선순위입니다
클라우드: 적절한 사설, 공용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탐색
워크로드 배치: 대체 플랫폼에서 워크로드를
통합, 오프로드 및 배치
가치: 특정한 고유 비즈니스 요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솔루션 발견

IBM 문의: IT.Economics@us.ibm.com

여러분은 다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한 세부 평가.
IT 비용을 줄이고 기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권장안.

모바일: 볼륨은 크고 가치는 낮은 모바일 거래
비용 절약

진행 절차

분석 도구: 분석 도구 솔루션을 위한 인프라
개발

소요 시간은 단 몇 주에 불과하며,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청구 분석: 실제 IT 비용에 적합하도록
비용 청구 정책 조정
벤치마킹: 특정 IT 환경과 업계 모범 사례를
비교

추가 정보: ibm.com/iteconomics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어떤 분야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평가 결과가 말해 줄 것입니다.

수익 창출
IT 평가는 여러분이 기존 환경과 향후 구축
가능한 환경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환경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정보를 보여 줍니다.
여러분은 IT 환경 데이터 및 비용에 기반한
비즈니스 사례를 확보함에 따라 본인의
비즈니스에 가능한 한 최상의 IT 결정 사항을
자신 있게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다양한 대체 솔루션과
비교해 보십시오.
•

IT 운영 비용（Opex）, 자본 자본
지출（Capex）, 마이그레이션, 서버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

서
 비스 품질（SLA, 보안 표준, 탄력성,
서비스성）

•

워
 크로드 통합, 서버 활용 및 성능 효율성

•

투
 자 수익률 및 상환 기간

•

여러 해에 걸친 총 절약액

1

IT 경제성 연구를 요청: 해당 IBM® 고객
담당자, IBM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문의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IBM Eagle팀에
문의하십시오.
IT.Economics@us.ibm.com.

2

워크숍날짜 결정: IBM IT 경제성
컨설턴트가 현장 워크샵 개최 날짜를
조정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2시간 정도
소요）.

3

함께 워크샵 개최: IBM IT 경제성
컨설턴트가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여러분의 IT 전략에 대해 질문하며, 여러분의
목표를 파악하고, 여러분의 IT 환경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모범 사례를 공유합니다.

4

당사의 데이터 분석: IBM IT 경제성
컨설턴트는 여러분의 정보를 수집한
후, 현장 외 분석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작업에는 대체로 몇 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5

결과 전달: IBM IT 경제성 컨설턴트는
결과를 전달하고, 권장사항을 제공하며,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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