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No.1 클라우드 전문 기업 메가존 클라우드

SAP on CLOUD Transformation
| 클라우드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 클라우드 전환을 통한 비즈니스 성장 가속화

• 빠른 수요 변화에 대응 가능한 탄력적인 운영 및 확장

활용하여 SAP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쉽고, 빠르게 이전할 수 있는

• 초기 선투자 비용 없이 사용한 만큼만 과금되어 운영 비용 절감

메가존 클라우드는 다년간의 클라우드 경험과 노하우를

•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 가능

최적의 방안을 제공해 드립니다.

• 빠른 시간 내 글로벌 확장, 서비스 구현

On-Premise

CLOUD

MEGAZONE CLOUD - SERVICES for SAP

메가존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SAP 운영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ervices

Plan

Execute

Run

Cloud Strategy Consulting

Migration / Conversion
Implementation / Cloud Services

AMS / MSP

On-Premise
S/4ERP
HANA

ERP On-Premise

| Solutions

MZC Conversion Hub

ERP On-Premise

S/4 HANA
ERP On-Premise

MZC Conversion Hub

ERP On-Premise
ERP S/4
On-Premise
HANA

S/4 HANA

MZC Conversion Hub

S/4 HANA

S/4 HANA

Hub
MZC Conversion MZC
Hub Conversion
MZC Conversion Hub

MZC Cloud Navigator

MZC Conversion Hub

·F
 ast SAP Transformation Planning Tool

·P
 owerful S/4HANA Conversion Platform

·S
 AP Workload의 최적 Cloud 전환 방법
가이드

· 쉽고, 빠른 S/4HANA Conversion 지원
(Methodology, Tools, Experts,
Infrastructure 등)

Hyper-Insight for SAP

·위
 협 요소에 대한 보안 가시성을 확보

·3
 rd party 보안솔루션과 통합 모니터링
지원

Why work with MEGAZONE CLOUD?
EXPERTISE

Cloud Ecosystem PARTNERS

• 국내 최대 클라우드 전문 인력,

• Asia No.1 클라우드 전문 기업

운영 조직 보유

• 중요 지역 글로벌 오피스 운영

• 국내외 클라우드 프로젝트

(미국, 일본, 베트남 외 9곳)

1300건 수행

• 클라우드 아키텍처 및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 50여개 글로벌 No.1 클라우드 솔루션  
파트너와 협업

ACCELERATORS

• SAP 컨설턴트로 구성된 전담조직 보유
• 다수의 SAP on Cloud 구축을
통한 Know-How 보유

• RPA / AI 등 신기술의 SAP 적용 지원

• 국내 최초 ISMS 인증 및 ISO 27001
획득 MSP 사업자

MEGAZONE CLOUD - SAP Reference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단계에서 인프라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고,

초기 구축 비용과 AWS 예약 인스턴스(RI) 약정 등을 이용한 비용 최적화로
약 6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김기훈 IT팀 부장, 지누스

“SAP on AWS로 인프라를 Cloud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함으로써

국내 및 해외 비즈니스 가치 창출에 적합한 혁신적 업무 환경과 프로세스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현보 PI팀 선임, 와이솔

“AWS로 SAP를 마이그레이션 및 업그레이드 후 안정적으로 사용 중이며,

신속한 장애 대응과 IT 인프라 확장성 덕분에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IT 담당자, 한불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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