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emens 서비스형 소프
트웨어
프로젝트 이니셔티브의 가치 실현 시간 단축
이점
• 프로젝트 이니셔티브의 가치 실현
시간 단축
• 소프트웨어 구현 시간, 비용 및 위험
감소
• 쉬운 소프트웨어 액세스로 모빌리티
향상
• 최신 소프트웨어 버전 상시 사용

• 필요한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확장성 강화

요약
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
어와 관리되는 데이터가 모두 외부 서버에
서 호스팅되는 서브스크립션 기반 소프트
웨어 라이선스 및 배포 모델입니다. SaaS
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액세스하며, 하드
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설치, 업
그레이드 및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
다. Siemens Digital Industries Software는
클라우드에서 원격으로 소프트웨어를 호
스팅하며, 기술 지원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SaaS 애플리케이션
과 데이터에 액세스하며, 이로 인해 배포
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 컴퓨터나 디바
이스에서 실행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
느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Siemens가
이미 다 해 놓았습니다.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며 예측 불가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대신, 고객
은 Siemens를 통해 업데이트 및 패치 관리
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내부 IT 지원 인력을 둬야 하는 부담이나
간접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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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기반 소프트웨어는 상당한 버티컬 확장
성을 제공하며, 고객이 필요에 따라 서비
스에 액세스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
니다.
사용자 별로 기준으로 설정되고, 사용한
양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서브스크립션 기
반 라이선싱을 통해 고객은 소프트웨어 비
용을 규모가 큰 자본 비용에서 관리와 승
인이 더 수월한 경상 운영비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Siemens는 SaaS 소프트웨어의 인프라 (하
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운영, 업그레이드
및 기술 지원을 관리하며, 고객이 IT 예산
과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합니다. 또한 Siemens 및 파트너사는 맞
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구성을 상시 제공합
니다.

Siemens Digital Industries Software의 포
괄적 통합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포트폴리
오Xcelerator™ 포트폴리오의 일환인 고도
로 확장 가능한 이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
케이션 및 서비스는 수 년간의 업계 전문
성을 반영하며, 확장 가능한 플랫폼과 검
증된 IT 인프라, 기존 비즈니스 모델로 빠
르고 정확하며 안전한 구현 및 지속적인
고객 성공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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