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리드 IT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계십니까
클라우드
솔루션이
서비스를
제공자가

기반 소셜, 모바일 및 협업 IT, 비즈니스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업이 기술과
획득하는 방법, 이유, 장소, 시기 및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하이브리드 IT 환경의
과제와 IT 소싱 및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배의

비즈니스 및 혁신 기회 상실

단독 구매 비용

클라우드 솔루션 및 하이브리드
환경의 민첩성 혜택을 완전히
활용할 수 없기 때문

다양한 솔루션의 복잡도, 중복성
및 통합 부족과 최신 프랙티스
및 정책의 비호환성이 원인

파트너를 통한 소싱 혜택 최적화

70%

D-I-Y 시도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자체 소싱
및 관리 처리로 시작합니다. 1년 후 그들
대부분은 중요한 IT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MAY
APR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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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FEBMAR
N

그 대신, 엔터프라이즈에서 소싱 및 통합 요구 사항을
경험이 많은 소싱 제공업체에 맡겨 IT 자원을 마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수행 방식을 탐색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하면 연간 수천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IT 솔루션
공급업체

경험이 많은
소싱 제공업체
•
•
•
•

신속한 솔루션 통합
단순 공급업체 조정 및 선택
비용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환경 최적화 of the hybrid environment
협력적인 혁신으로 비즈니스 성과 개선

올바른 소싱 제공업체 찾기
제공업체는 하이브리드 환경의 모든 소싱 및 관리 측면에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IT 및 비즈니스 비전
솔루션 및 잠재적인 가치

최소

확장 가능하고 검증된 서비스 통합 및 관리
클라우드 및 기존 시스템과 프로세스
실행 기능 상당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전사적 비전
성능 기록 사용자와 유사한 고객 환경

요구사항이란?

소싱 유연성 다양하고 손쉬운 적응형
옵션 및 기능을 통해
클라우드 프로비저닝 및 관리 전문지식
장점을 활용하고 잠재적인 문제점을
최소화

소싱 결과 개선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복잡도 식별 및 준비
매년 자산 및 노출 감사를 수행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을 방지
구매 및 소싱 통제
신뢰할 수 있는 타사와 함께 정책적 약점을 확인하고 처리
관리 기능을 현실적으로 평가
하이브리드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IT 및 비즈니스
소싱 관리가 더 까다로워짐
공인된 소싱 제공업체 참여
위 속성에 대해 제공업체를 평가

€$

¥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높은 비용 발생
위협이 늘어날수록 IT 소싱 및 관리가 더 까다로워 지고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여기 공유된 통찰력은 Saugatuck Technology에서 수행하고 문서로 요약한 조사 “Optimized
Sourcing in Hybrid Environments”를 기반으로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제공업체를 통해 소싱함으로써
조직이 하이브리드 컴퓨팅과 연관된 과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살펴 보십시오.
http://bit.ly/HybridITSourcing 에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00명 이상의 소싱 의사 결정자를 대상으로 한 IBM의 조사 내용은 소싱에 대한 비즈니스 이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소싱을 통해 혁신 및 수익성 개선을 이끄는 방법을 살펴보려면 “Why partnering
strategies matter: How sourcing of business and IT services impacts financial performance”
를 확인하십시오.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bit.ly/sourcingIT
© 2014 IBM Corporation
RLJ12351-KRKO-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