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용 
절감

AWS 서버리스 
플랫폼을 이용한 
비즈니스 가치 창출

AWS가 어떻게 혁신과 비즈니스 변혁을 
촉진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조직이 AWS와 함께 민첩성을 
향상시키고 빠른 혁신을 이끄는 방법

조직은 고품질 애플리케이션 제공의 가속화를 기대하므로, 
많은 조직이 디지털 변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버리스 
운영 모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은 
확장 또는 관리, 자동 확장 및 고가용성을 위한 인프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IDC는 서버리스 운영 모델을 이용하는 
조직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서버리스가 4가지 기본 영역인 
‘비용 절감, 직원 생산성, 운영 복원력 및 비즈니스 
민첩성’에 있어 그들의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WS로 이전한 조직들은 
인프라에 대한 IT 지출 백분율을 
줄여 다른 영역에서의 재투자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AWS 고객

우리는 AWS 서버리스 플랫폼을 
사용해 기능 개발 오버헤드를 
낮추었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 플랫폼에서 

  

추가 수익을 
올렸습니다.”

조직당 수익 및 
생산성 향상

조직당 연평균 혜택

IT 인프라팀 

효율성 증가

개발자 생산성 
평균 향상

IT 및 비즈니스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애플리케이션당 평균 절감 비용 

280,500 USD 

144,100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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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영역

가치 창출 관련 

새로운 
컴퓨팅을 

배포하는 데 
필요한 시간 

향상

직원 
생산성

IT 및 개발팀은 더 많은 수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과 기능을 
더 짧은 시간에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당한 생산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버 용량이나 다른 어떤 
것도 지정하지 않고 코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AWS가 이 
모든 것을 대신 처리하며, 우리 
개발자의 효율성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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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복원력

AWS의 보안과 안정성은 
계획되지 않은 가동 중단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을 줄여 
비즈니스 성과를 향상시킵니다.

계획되지 않은 가동 
중단 감소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

평균적 추가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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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민첩성

AWS를 통한 비즈니스 변혁

AWS 고객은 출시 시기를 
가속화하고, 새로운 기능 및 
애플리케이션 배포 속도를 
높이며, 확장성을 
향상시켰습니다.

AWS는 귀사와 같은 조직을 위해 이러한 클라우드 비즈니스 원동력을 
종합적이며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결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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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연구 소개: IDC는 직원이 10,000명 이상이고 연평균 수익이 70억 USD 이상인 11개 대규모 조직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주로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기업이었으며, 일본과 

영국에 있는 기업도 참여하였습니다. 통신, 데이터 분석, 금융 서비스, 제조, 온라인 미디어, 부동산, 소매, 기술, 

운송 및 여행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군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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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경영진 인사이트 보기 IDC 보고서 전체 읽기

수백만 
달러의

409
%

5년 
ROI

AWS 고객

AWS 서버리스 플랫폼으로 인해 
우리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었으며 
이는 모두 민첩성 덕분입니다.
우리 브랜드의 핵심은 빠른 
속도입니다. 비즈니스는 무언가를 
고안해내지만 이미 시기를 놓친 
아이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전략의 핵심은 민첩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AWS 고객

89
%

새로운 
스토리지를 
배포하는 데 
필요한 시간 

향상

96
%

증가했습니다.”

10,710,000 
USD

3,210,000 USD

=

80
%

MTTR
(평균 수리 시간) 감소

계획되지 않은 
가동 중단 감소

71%

58%

비용 절감 직원 생산성

+ + +
운영 복원력 비즈니스 민첩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