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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클라우드 시장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12개월 
내에 구현할 계획인 기업의 비율

연혁별 분류

신생 기업
(창업한지 5년 이하)

중견 기업
(창업한지 5년 - 25년)

숙련 기업
(창업한지 25년 이상)

55.8%
70.0%

50.8%

최적의 클라우드 전략:

•  광범위하게 구현된 

   능동적으로 관리되는 

   클라우드 최우선 전략

•  IT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확실하게 

   비즈니스 혁신 추진
신생 기업

(창업한지 5년 이하)
숙련 기업

(창업한지 5년 이상)

신생 기업의 도입률이 반드시 높지는 않지만, 
이들이 더 발전된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4개월 내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전략을 마련할 기업의 비율 

"능동적으로 관리되는 클라우드 최우선 

전략이 광범위하게 구현되어 있으며 IT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확실하게 

비즈니스 혁신을 추진합니다"

신생 기업
(창업한지 5년 이하)

숙련 기업
(창업한지 5년 이상)

20.1%

32.6%

숙련 기업의 클라우드 보급률은 높지만 그렇다고 발전된 클라우드 전략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특히 창업한지 5년이 넘는 기업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존 기업에게 혁신을 

추진하고 회사를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이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동종 기업이 클라우드 
전략을 발전시키는 동안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클라우드를 사용 중인 기업은 24개월 동안 IT 예산의 53.7%를 클라우드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시장은 5년간 연평균 성장률 

22%로 7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클라우드를 도입했다고 해서 회사에 
클라우드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적화된 클라우드 
전략을 갖춘 기업

클라우드의 장점

기업 내에서 클라우드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

기존 기업은 최적화된 클라우드 전략으로 신생 
기업보다 앞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견 기업이 

도입
클라우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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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개발

운영 재무 회계

고객 지원
IT 운영

32%
33% 31%

37% 50%

숙련 기업은 클라우드 보급률이 높습니다.

17.9% 10.2%

"IDC 분석가들과 구매자들의 인식에 따르면, 
Cisco는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 부문에서 IDC 

MarketScape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  사업 목표와 IT 전략을 조율
•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  
•  애플리케이션 성능 및 가용성 향상  
•  비즈니스를 위한 민첩하고 복원력 있는 기반 구축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허용

Cisco는 사람, 프로세스, 기술을 결합하여 고객이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isco의 고객 중심 참여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클라우드 혁신을 뒷받침합니다.

출처: IDC MarketScape: Worldwide Datacenter Hardware Support Services 2013 Vendor Assessment

5개년 CAGR
22%

2017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시장

$75B

중견기업
(직원 수 100명 - 1,000명)

69.7%
대기업

(직원 수 1,000명 이상)

67.8%

소기업
(직원 수 100명 이하)

34.0%

규모별 분류

현재 기업들이 향후 24개월간 
클라우드에 투자할 IT 예산

53.7%

운영
35%

고객 지원
31%

IT 운영

재무 회계

프로그램 
관리

52%

33%
29%

클라우드로부터 
혜택을 받을 톱 5 

조직

IT 운영: IT 예산 절감, IT 인력의 생산성 향상, IT 인프라 간소화 및 표준화.

재무 회계: 설비 투자 비용을 운영 비용으로 전환.

기타 그룹: 더 빠른 최신 기능 액세스, 리소스 사용률 향상, 사업부서에서 좀 더 
직접 IT 솔루션 제어 가능, 더 빠른 수익 창출형 서비스 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