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최고를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법률 회사

비즈니스 요구
솔루션 요약

비즈니스 결과

Baker Botts에서는 기존의 상호 이질적인 기술이 가진 느리고 불
안정한 성능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변
호사와 직원이 더 생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했습니다.

Baker Botts L.L.P.에서는 기술 사용자가 업무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Dell Technologies Services와 디바이스의 
성공적인 조합을 통해 IT의 전략적 인지도를 향상합니다.

• Dell Technologies Managed Services

• PC용 ProSupport Plus

• Dell EMC TechDirect

• Dell Latitude 노트북 및 2-in-1

• Dell UltraSharp U2419HC 모니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을 75% 절감합니다.
• 매출 증대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 일상적인 IT 관리 업무의 부담을 줄여 내부  

IT 자원을 가치가 높은 업무에 할당합니다.
• 수많은 생산성 시간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 변호사와 직원을 위한 생산성 및 IT  

서비스 수준을 향상합니다.
•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및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법률 | 미국

고객 프로필

"Baker Botts는 2020년 AmLaw(American 
Lawyer)에서 선정한 100대 법률 회사 중 58위
를 차지했습니다...이러한 성과는 Baker Botts
가 Dell Technologies Services와 디바이스를 
사용한 것과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Rick Boulin
CIO, Baker Bot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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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elltechnologies.com/ko-kr/services/managed-services/index.htm
https://www.delltechnologies.com/ko-kr/services/support-services/prosupport-client-suite.htm
https://www.delltechnologies.com/ko-kr/services/support-deployment-technologies/tech-direct.htm#tab0=0
https://www.delltechnologies.com/ko-kr/business-pcs-laptops/index.htm
https://www.delltechnologies.com/ko-kr/monitors-for-work/index.htm
http://www.bakerbotts.com/


휴스턴 역사의 초기인 1840년 설립된 Baker Botts는 오늘날 클라
이언트의 산업과 관련하여 깊이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법률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 14개 사무소에서 725
명이 넘는 변호사와 약 900명의 관리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약 200개 국가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에는 Fortune지 선정 100대 기업 중 52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널리 알려진 기술 기업도 많습니다.

기술적 노후화에 대응
기술은 Baker Botts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데 핵심
적인 요소입니다. Baker Botts의 IT 고객 지원 책임자인 Scott 
Potoczak 씨는 "기술은 모든 법적 프로세스에 필수적입니다. 고
객과 협력하는 경우이든, 법원과 소통하는 경우이든, 내부적으
로 협업하는 경우이든 말이죠"라고 말합니다.

이 회사에서 사용 수명이 다한 디바이스를 포함하여 26가지 서
로 다른 모델의 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는 이
러한 디바이스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수고스러운 일이었
습니다. 사용자가 긴 시동 시간을 거친 후에야 컴퓨터 시스템
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일부 파트너와 직
원은 자신의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는 회사의 데
이터 보호 수단이 무력화될 위험을 야기했습니다. 변호사의 경
우 특히 실리콘 밸리 회사와 같은 고객과의 미팅 시 제대로 작
동하지 않고 연식이 오래된 노트북을 가져가는 것을 꺼리는 경
향을 보였습니다.

강력한 디바이스와 고급 서비스
Baker Botts는 기술의 사용과 관리를 탈바꿈하기로 한 후 다
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고 널리 도입되는 솔루션인 Dell 
Latitude 7390과 7400 2-in-1 노트북 및 UltraSharp U2419HC 모
니터를 기반으로 표준화를 실시했습니다. Dell Technologies에
서 지원하는 순환 갱신을 통해 회사는 해마다 클라이언트 디
바이스 중 3분의 1을 교체하여 3년 보증의 이점을 극대화합니
다. Baker Botts의 CIO인 Rick Boulin 씨는 “당사는 사용자에게 
100% Dell Technologies 제품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장비는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법률 회사는 내부 IT 팀을 확대하고, Dell Technologies Managed 
Services 및 PC용 ProSupport Plus를 구독하여 기술 관리를 간소
화했습니다. 또한 Baker Botts IT 관리자는 TechDirect 온라인 셀
프서비스 포털을 사용하여 교체 부품을 쉽고 빠르게 주문하고 수
령합니다.

"Dell 노트북의 짧은 부팅 시간 덕분
에 매년 수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
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cott Potoczak
IT 고객 지원 책임자,  

Baker Bot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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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Dell Technologies Services에서 지원하는 Dell 노트북으로 표준화
한 결과, Baker Botts는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라이선
스 비용을 감축하여 연간 수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디바이스는 사용자의 비생산적인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Potoczak 씨는 "Dell 노트북의 짧은 부팅 시간 덕분에 매년 수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Dell Technologies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Baker 
Botts의 기술 교체는 작업 역량을 향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Potoczak 씨는 "당사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을 75% 가까이 
절감할 뿐 아니라 온프레미스 서버를 제거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다른 절감 효과와 효율성을 창출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 지식
을 공유
ProSupport Plus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전담 TSM(Technical 
Support Manager)으로, 이들은 Baker Botts에서 기여자로서 그 가
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Potoczak 씨는 "당사의 ProSupport 
Plus TSM은 당사가 Dell Technologies 전문가와 소통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합니
다"라고 설명합니다. Boulin 씨는 "Dell Technologies의 고위직 담
당자와 접촉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사
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당사만큼이나 관심을 기울입니다"라고 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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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지원 서비스를 Dell 
Technologies에 맡긴 지 2
년이 지난 지금, 저는 Dell 

Technologies 팀이 당사의 연장
선에 있지 않은 상황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Olaf Roessner
클라우드 및 인프라 서비스책임자, 

Baker Botts

“

ProSupport Plus와 TSM을 통해 Baker Botts는 IT 리소스를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Potoczak 씨
는 "ProSupport Plus는 저희 팀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과 중요한 분
야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해 줍니다. 또한 저희의 의견이 
전달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저희의 피드백
을 고려하며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워크로드를 완화하고 IT의 비즈니스 
기여도 확대
Baker Botts IT 조직은 전 세계 여러 지역과 시간대에 걸쳐 있는 사

용자와 사무소를 지원하느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핵심적인 작
업을 제때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Managed Services는 회사에서 
일상적인 기술 운영을 Dell Technologies에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었
습니다. Baker Botts의 클라우드 및 인프라 서비스 책임자인 Olaf 
Roessner 씨는 "IT 지원 서비스를 Dell Technologies에 맡긴 지 2년
이 지난 지금, 저는 Dell Technologies 팀이 당사의 연장선에 있지 
않은 상황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사는 전 세계적이고 대응
력이 뛰어나며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및 인시던트 해
결책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시스템과 애플리
케이션의 보안 
및 신뢰성을 강
화합니다.



ProSupport Plus와 마찬가지로 Managed Services는 Baker Botts 
IT 관리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그들이 자신의 기술을 보다 효용
성 있는 일에 사용하도록 해 줍니다. Roessner 씨는 “당사는 사후 
대응적 인시던트 대응 업무 또는 패치 적용 업무에 얽매이는 대신 
부가 가치가 높은 이니셔티브에 사전 예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IT 직원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지원 업무를 Managed Services로 전환한 후 Baker Botts에서는 한 
명의 풀타임 IT 팀원을 다른 업무에 재배정할 수 있었습니다. Boulin 
씨는 "전문 서비스 회사가 상용 IT 프로세스에 투자하는 것은 비
용 효율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당사는 Dell Technologies Managed 
Services를 사용하여 이 운영 부분을 비용 중립에 가깝게 만들었습
니다"라고 말합니다.

Dell Technologies 솔루션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소셜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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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Technologies의 고위
직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었
던 것은 좋은 경험이었습니
다. 그들은 당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당사만큼이나 
관심을 기울입니다."

Rick Boulin
CIO, Baker Bot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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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유치 경쟁에서 우위 확보
Baker Botts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다른 여러 전문 서비스 및 
법률 회사와 경쟁합니다. Boulin 씨는 "채용 전쟁은 보통 치열한 것
이 아닙니다. 하지만 Dell Technologies는 당사가 올바른 노트북을 
찾고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환상적인 파트너가 되어 주
었습니다. 덕분에 당사는 변호사와 직원이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
도록 지원하겠다는 당사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은 Dell 디바이스를 좋아하고 당사의 변호사들은 실리콘 밸리 고객
과 만나는 자리에 Dell 디바이스를 마음 편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
다"라고 말합니다.

Baker Botts가 기술과 지원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데 성공했다
는 소식은 업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직원에게 강
력하고 현대적인 Dell 노트북을 제공함으로써 불만 사항이 제기되
는 건수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어떻게 
기술 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었는지 당사에 묻고 있습니다"라고 
Potoczak 씨는 말합니다.

업계 최고의 자리로의 도약
예기치 않은 다운타임 없이 시스템이 계속 실행되도록 하고 클
라이언트 및 기업 활동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
는 것은 Baker Botts의 기술 관리에서 핵심적인 측면입니다. Dell 
Technologies Services는 이러한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영향을 끼
쳤습니다. "2017년 당사는 소프트웨어 버그로 인해 방화벽이 재시
작된 후 1시간의 시스템 운영 중단이 발생할 경우 511,000달러의 
잠재적 생산성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때부터 
당사는 Dell Technologies Services 팀과의 협업을 통해 최신 패치
를 구현하고 다른 방법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
축했습니다. 당사는 가동 시간을 크게 늘리는 데 분명한 성과를 거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회사에서 보다 많은 매출을 창출하
고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라며 Roessner 씨는 
말합니다.

Boulin 씨는 비즈니스 성과와 기술 개선 사항 간의 관련성을 분명하
게 밝히며, "당사는 작년에 기록적인 매출을 올렸을뿐더러 2020년 
AmLaw(American Lawyer)에서 선정한 100대 회사에서 58위를 차
지했습니다. 법률 회사로는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당
사가 Dell Technologies Services와 디바이스를 사용한 것과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Dell Technologies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https://www.delltechnologies.com/ko-kr/forms/contact-us.htm
https://www.facebook.com/DellTechnologies/
https://twitter.com/DellTech
https://www.linkedin.com/company/delltechnologies/
https://www.delltechnologies.com/ko-kr/services/index.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