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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Cloud 포트폴리오 개요

클라우드로 전환할 경우, Cisco에서 제공하는 업계 최고의 클라우드 포트폴리오의 지원을 
통해 여러분 회사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클라우드 솔루션 
세트, Cisco Powere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파트너 에코시스템, InterCloud를 통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여러분 회사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World of Many Clouds™에 
Cisco Cloud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Cisco의 광범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면 필요에 
따라 다른 클라우드 사이에서 워크로드를 쉽고 안전하게 통합 및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싱 유연성이 증대되므로 IT 서비스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비즈니스 어젠다와 IT 어젠다를 조정하여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Cisco Cloud 포트폴리오는 여러분 회사만의 방식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클라우드 이니셔티브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게 할 수 있습니다(그림 1).

그림 1. Cisco Cloud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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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ACI(Application Centric Infrastructure), 클라우드 관리, 자동화 소프트웨어로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하십시오. 이 인프라는 기존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보안 도메인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Cisco에서 클라우드 구현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 레이어는 Cisco ONE(Open Network 
Environment)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 도메인에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제공하며 
IT 운영을 간소화합니다. 또는 Cisco 인증 파트너 중 한 업체를 통해 성능이 검증된 Cisco 
Powered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isco 또는 Cisco 파트너로부터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기타 서비스로는 Cisco WebEx® 웹 
컨퍼런싱, Cisco Meraki® 등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혁신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직에서 확장성이 뛰어난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OpenStack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Cisco의 통합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서는 OpenStack에 사용되는 기본 
토대를 제공하여 IT 부서가 복잡한 환경을 운영 및 유지 비용이 적게 드는 민첩하고 안전한 
클라우드 인프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isco는 OpenStack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기여했습니다. 

Cisco Cloud Consulting Services를 통해 Cisco의 클라우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프로젝트의 ROI(Return on Investment)를 빠르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검증된 방법론 및 업계 모범 사례를 활용하여 여러분 회사의 현재 클라우드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클라우드 보안과 민첩성을 향상하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비즈니스 및 
IT 목표에 맞춤화된 뛰어난 유연성과 제어력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환경이 구축됩니다.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가치 제공 
회사는 조직의 인프라 및 프로세스를 계획, 구축,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향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로도 모자라, 조직을 혁신하고 성장시키며 
독보적인 고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요청 또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치를 충족하려면 많은 리소스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편, 기업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관리자들은 회사 내 IT 부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필요한 IT 서비스를 구하는 경향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파트너 에코시스템과 함께 연계되는 Cisco Cloud 포트폴리오에서는 운영 및 관리에 
중점을 두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 전략적인 비즈니스 목표를 지원하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IT 조직에 제공합니다. IT 조직은 IT 서비스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최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광범위한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제어력을 유지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비즈니스 민첩성을 
높이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T 부서 및 사업 부서는 IT 목표와 비즈니스 
목표를 해결하는 전략적 계획에 따라 IT 서비스를 함께 소싱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www.cisco.com/go/trad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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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보적인 기능

클라우드 구축 
Cisco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완벽히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실제로, 
Forrester Research는 Cisco를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략의 선두업체로 평가했습니다
(The Forrester Wave: Private Cloud Solutions, 2013년 4분기 연구). 또한 다중 클라우드 
구축 모델에 Cisco를 활용할 수 있으며 프라이빗, 퍼블릭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위한 견고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ynergy Research Group에 의해 
클라우드 인프라 장비 시장의 선두업체로 선정된 Cisco의 통합형 솔루션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검증된 패브릭 기반 공통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업계 
표준 및 OpenStack 같은 오픈 소스 표준을 기반으로 하여 구축을 가속화하고 원하는 
QoS(Quality of Service)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로의 전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지 Cisco Strategy Service를 고려해보십시오. 
이 서비스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활용되고 있는 업계 유일의 Domain TenSM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여 IT 및 데이터 센터의 혁신 과정을 안내하며 클라우드로의 전환 과정을 방법론적 
으로 평가 및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공급업체에 종속되지 않는 체계적 
방식으로 회사의 논의 과정에 지침을 제공하고, 역량을 평가하며, 원하는 비즈니스 결과에 
전적으로 집중된 솔루션을 결정함으로써 퍼블릭, 프라이빗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과정에 맞춰 전략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여러 레이어에 대응합니다.

Cisco의 Cloud Consulting Services는 IT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전문가의 가이드를 
제공하여 클라우드 솔루션의 올바른 설계, 구현 계획, 지속적 지원 및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전문 컨설턴트는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Cisco 클라우드 구현 
서비스를 통해 맞춤화된 전략, 계획 및 설계, 구현,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축 
단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Cisco Cloud Enablement Services for Adopting Clouds
에서는 귀사의 현재 환경과 비즈니스 목표를 토대로 퍼블릭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도입을 가속화합니다. 또한 솔루션에 보안을 구축하여 Cisco Cloud Security Services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을 낮추며 이는 전체 클라우드 라이프사이클에 적용됩니다.

클라우드 관리 
Forrester Wave: Private Cloud Solutions, Q4 2013 연구에 따르면, Cisco는 전략 부문의 
1위 업체이자 전반적인 클라우드 관리 소프트웨어 부문의 3대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Cisco IAC(Intelligent Automation for Cloud)는 프라이빗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포괄적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으로, Cisco ICS에서 가상 및 물리적 인프라 관리(예: Cisco 
UCS(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Cisco Nexus® Family, FlexPod, VCE coalition 
Vblock™ 시스템, EMC VSPEX에 대한 즉각적 지원)를 위해 Cisco UCS® Director에 통합하는 
PaaS, 네트워크 자동화 및 추가적인 여러 "as-a-service" 지원과 같이 더욱 정교한 사용 
사례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Cisco IAC에서는 이러한 모든 서비스를 통해 기업과 서비스 공급자 모두가 클라우드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업계 최고의 관리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Cisco Data Center Design and Deployment Service에서는 회사가 Cisco IAC를 통해 
구축하도록 지원하며, 이러한 과정에는 여러분 회사의 환경에 맞는 서비스 카탈로그를 
구성하고 기존 시스템과 통합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또한 Cisco Data Center Assessment 
and Deployment Services에서는 Cisco UCS Director를 구현하는 과정을 지원하여 컴퓨팅, 
네트워크, 가상화, 스토리지 리소스 관리를 위한 통합 인프라 관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OpenStack을 이용하면 클라우드 리소스를 더욱 쉽게 관리 및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Cisco Services for OpenStack을 활용할 경우, 요구 사항 및 영향력을 평가하고 Cisco 
UCS 클라우드 아키텍처에서의 구축 작업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업계 최고의 기술로 구성된 에코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방대한 종류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는 오픈 소스 플랫폼이 구현됩니다. 

클라우드 확장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확장하고 통합할 준비가 되었다면 Cisco 솔루션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Cisco InterCloud Fabric을 활용하면 여러 클라우드 공급자 전반에 걸쳐, 
그리고 온프레미스 기반 애플리케이션과 퍼블릭 클라우드 간에 개방적이고 투명하면서 
안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 및 관리 프레임워크로 완벽한 제어 및 보안을 유지하고, 네트워크와 
보안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유용합니다. Cisco Intercloud Fabric은 Cisco IAC 
또는 Cisco 에코시스템 파트너가 제공하는 기타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을 비롯하여 더 
높은 수준의 관리 솔루션과 통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텔리전스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사용, 비용, 위험을 분석하는 Cisco Data 
Center Services for Cloud Consumption으로 조직 내 숨겨진 클라우드("Shadow IT")
의 범위를 인식하십시오. 이러한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를 위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구현하고, 비즈니스에서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사용 중인지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과 비용을 줄여줍니다. 다음으로, Cisco Cloud Consulting Services를 
통해 여러분의 클라우드 혁신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비즈니스 사례와 아키텍처 위주의 마스터 플랜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ROI 실현 단축

클라우드 이니셔티브의 혜택을 더욱 신속하게 실현합니다. 전문 Cisco 컨설턴트 및 채널 
파트너가 제공하는 Cisco Cloud Consulting Services에서는 기회를 평가하고 여러분의 
고유한 클라우드 전략과 계획을 개발 및 구현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www.cisco.com/go/trad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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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의 IT 계획-구축-관리 라이프사이클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라우드 전략에서 중요한 
세 가지 성공 요소를 달성할 수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클라우드 소비 
모델의 혼합 최적화, 클라우드 전환 및 클라우드 서비스 딜리버리 과정에서 비즈니스 및 
IT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감소, 클라우드 환경을 지능적으로 자동화하는 역량을 말합니다. 
이를 달성할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시장 기회, 비즈니스 자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비롯한 경쟁 우위를 향상하는 동시에 총 소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Cisco Services for Cloud On-boarding Acceleration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보다 신속하게 마이그레이션하고 인프라, 자동화, 운영 투자 가치를 실현하도록 지원합니다.

새로 구축된 클라우드 솔루션을 지원하려는 고객의 경우, 이제 Cisco Data Center 
Solution Support Service for Critical Infrastructure를 사용하여 Cisco에 직접 문의하면 
Cisco 및 Cisco 기술 파트너가 제공하는 제품 지원 서비스를 보완하는 중요한 내용의 
종합적인 멀티벤더 데이터 센터 전문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Cisco Cloud
비즈니스에서는 최상의 온프레미스 솔루션과 최상의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원합니다. 소비 또는 구축 모델을 통해 여러 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에서 여러분의 
방식대로 자신 있게 연결하고 협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른 역량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Cisco는 클라우드를 결합하고 온프레미스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함으로써 관리 편의성과 보안을 향상합니다.

Cisco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Cisco Cloud는 Cisco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와 파트너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Cisco는 계속해서 업계 최고의 기능을 이용하여 Cisco WebEx 웹 
컨퍼런싱을 제공합니다. Cisco WebEx 웹 컨퍼런싱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제품과 상호 호환되어 뛰어난 크로스-플랫폼 환경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협업 이외에도, 클라우드 기반 웹 보안 및 네트워크 관리 서비스를 Cisco
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Cisco Meraki는 유무선 네트워크의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Cisco Cloud Web Security는 웹 구축 및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위한 정책을 보호 
및 제공합니다.

업계 최고의 클라우드 기능을 유연한 구독 기반 형식으로 얻으십시오.

Cisco 파트너에서 Cisco Powered 클라우드 서비스 구입

또한,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공인 파트너가 Cisco 인프라 및 
솔루션에서 실행되는 Cisco Powered 클라우드 서비스를 430
개 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서비스가 검증된 
Cisco 아키텍처로 자격이 있는 공급자에 의해 판매된다는 

점을 확신해도 됩니다. 또한 모든 서비스는 제3자의 감사를 통해 성능을 보증합니다. 
Cisco Powered 클라우드 서비스는 데이터 센터부터 네트워크를 거쳐 애플리케이션까지 
Cisco의 보안 솔루션에 의존합니다. 다음 Cisco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Cisco 
Powered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 Infrastructure as a Service

• Desktop as a Service 

• Disaster Recovery as a Service

• Unified Communication as a Service

• CCAS(Contact Center as a Service)

• Video as a Service 

Cisco의 이점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새로운 모델을 채택해야 하는 과제가 IT 부서에 제기됩니다. 
사용자 및 비즈니스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IT가 비즈니스 가치를 빠르게 제공 
및 입증하고, 비즈니스 목표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되며, 핵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비즈니스가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Cisco 
Cloud는 온프레미스 IT 설치 공간과 함께 클라우드 기능을 계획, 구축,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 옵션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선택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하거나, Cisco 및 Cisco 파트너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를 이용하거나,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현하거나, 클라우드와 프레미스를 결합할 
경우에도 회사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클라우드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Cisco Cloud 
포트폴리오는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소싱 및 구축하기 위한 
검증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위험 감소

Cisco Intercloud Fabric은 프레미스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확장하거나 
클라우드 간 워크로드를 이동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적합한 클라우드 소비 모델을 선택하고, 조직에서 "Shadow" 클라우드 
구축을 식별하며, 보안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여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를 자신 있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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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Glance

총 소유 비용 절감

클라우드 서비스를 유연하게 소싱하여 자본 비용을 줄이고 혁신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표준 기반 솔루션인 Cisco IAC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 기능으로 더욱 
빠르게 구축하고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Cisco Cloud Consumption Services
를 통해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액세스에 대한 가시성을 확대하여 Shadow IT의 비용과 
위험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민첩성 향상

Cisco Cloud를 통해 적합한 클라우드 구축 모델을 채택하거나 클라우드와 기존 IT 서비스를 
결합하여 뛰어난 민첩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워크로드를 이전하여 다른  
클라우드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십시오.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비즈니스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온보딩 서비스는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의 평가와 자동 마이그레이션을 가속화하여 비즈니스 민첩성을 향상합니다.

사례 연구 
Cisco 고객은 Cisco Cloud 솔루션으로 조직에서 차별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Steria

• 통합 노력 절반 감소

• 최종 사용자 개입 80% 감소

• 신규 및 기존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수익원 창출

• 고객 관리 작업 최대 30% 감소

FASTWEB 

• 엔터프라이즈 조직이 이용할 수 없던 서비스에 액세스하고 최대 50% 비용 절감

• 고객이 몇 분 이내에 데이터 센터 용량을 설정 및 구성

• 전체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단 몇 개의 서버 랙으로 시작

Aurecon

• 2-3일이 소요되던 가상화 서버 프로비저닝을 1일로 단축

• 애플리케이션 지원 팀이 셀프 서비스 포털을 통해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및 제어

• 공식 폐기 프로세스 개발로 회사 성장에 따라 중요한 서버 용량 확보

Perspectives Charter Schools

• 고급 협업 기능으로 관리 효율성 향상

• 소규모 IT 팀의 유지관리 업무를 줄여 민첩성 향상

• 월간 비용을 약 25% 절감하는 동시에 신뢰성을 향상하고 새로운 협업 기능 달성

추가 사례 연구를 보려면 Cisco 사례 연구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왜 Cisco인가?
클라우드로의 전환 과정을 검증된 업계 리더와 함께 하십시오. Cisco Cloud Portfolio는 
검증된 아키텍처, 혁신적 인프라 솔루션,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구축되었습니다. 
Cisco 및 Cisco 파트너는 여러분가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조합인 Cisco 및 Cisco 
Powered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Cisco Cloud 
Consulting Services는 회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뢰할 수 있는 IT 서비스 중개자가 
되고, 클라우드로의 전환 과정을 계획하며,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근 IDC MarketScape: Cloud Professional Services 2013 Vendor Assessment Report*
에서 Cisco는 클라우드 전문 서비스 부문에서 세계적 수준의 "메이저 기업(Major Player)" 
으로 지명되었습니다. Cisco의 28년 이상의 업계 경험에 따른 인력, 프로세스, 툴과 5
천만 대 이상의 장치, 매년 6백만 건 이상의 고객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Cisco Cloud Portfolio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go/intercloudfabric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isco 파트너 찾기 웹 페이지에 나열된 공인 파트너 중 하나를 통해 Cisco Powered 
서비스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최신 로드맵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가용성에 대해 알아보려면 현지 
Cisco 어카운트 담당자 또는 Cisco 파트너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DC MarketScape: Worldwide Cloud Professional Services 2013 Vendor Analysis(2013년 전 세계 클라우드 
전문 서비스 공급업체 분석), 문서 #242401, 201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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