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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운영은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경쟁력 있게 해야 하며,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에 대한 의사결정에 비즈니스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비즈니스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IT 활동에 주력한다면 어떻겠습니까? Cisco Domain 
TenSM을 활용하면 IT에서는 조직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Cisco Domain Ten은 광범위한 IT 이니셔티브 전체에서 고객을 안내하는 Cisco의 경험을 
기반으로 구축된 고유한 참조 프레임워크입니다. Cisco Domain Ten은 데이터 센터와 IT 
인프라에 있는 주요 요소 또는 도메인에 대한 엔드 투 엔드 뷰를 제공합니다. 또한 업계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정보 기술 기능과 이러한 기능의 상관관계를 연결하며 가장 큰 격차를 
해소(매우 중요)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10개의 도메인 각각은 자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상호작용을 하며 다른 도메인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Cisco Domain Ten은 IT 전환의 계획과 실행에서 공급업체에 구애받지 않는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사용하므로, 조직에서는 원하는 비즈니스 성과에 전적으로 주력하면서 
논의를 이끌어가고 기능을 평가하며 솔루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Cisco Domain  
Ten은 또한 IT 계획과 배포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여러 계층을 다루기 때문에 
클라우드(퍼블릭, 프라이빗 또는 하이브리드)로의 전환과 특별히 관련이 있습니다.

Cisco Domain Ten 프레임워크의 적용 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 부문, 서비스 제공업체 등 모든 조직

•	 CXO에서 LOB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모든 수준 및 모든 주요 의사 결정권자 

•	 클라우드에서 데스크톱 가상화와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센터 통합에서 
아키텍처 및 기술 갱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IT 프로젝트

Cisco Domain Ten 프레임워크를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재의 상태는 어떠하며 미래의 
목표는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맞춤형 워크샵을 마련했습니다. 이 워크샵에서는 필요한 
변경 사항을 정확히 찾아내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워크샵은 
회사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와서 서로의 목표와 요구를 잘 알지 못할 수 있는 그룹 간에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고객과의 경험에 따르면 
의사결정, 로드맵 및 전략의 개선이 일반적인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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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는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빅 데이터, IoE(Internet of Everything), 클라우드 서비스, BYOD와 모빌리티, 보안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 등 몇 가지 추세가 데이터 센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원, 관리자, 
직원, 교사, 교수, 학생, 공무원,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잠재적 
소스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얻고자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동시 액세스 기능은 물론 보호 기능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한층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다루어야 하지만 더 간단하게, 더 경제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더 적은 리소스로 더 많은 성과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추세에서도 Cisco Domain Ten은 데이터 센터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운영을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이끌어줍니다. 현재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가상화를 고려 중입니까, 아니면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로 이동 중입니까? Cisco Domain Ten 프레임워크에서는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보안 등 다양한 도메인을 추적할 수 있으며, 한 영역의 변화가 다른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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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Domain Ten 활용 방법의 예로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살펴봤듯이, 클라우드는 사실상 거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IT 복잡성 감소

•	 IT 리소스의 유연성 및 탄력성 증가

•	 IT 인력의 여유 시간을 전략적 요구에 집중

•	 소비 기반 IT 서비스의 사용을 통해 자본 비용 절감 

•	 온디맨드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 생성 

•	 애플리케이션 배포 가속화

클라우드가 비즈니스에 적합하다면 어떻게 클라우드로 이전할 수 있을까요? Cisco Domain 
Ten은 현재의 IT 현황을 조사하여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이전할 수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의 어디를 수정해야 할지를 찾아내도록 도와줍니다. 
의사결정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Cisco Domain Ten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명확한 수행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현재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면 Cisco 
Domain Ten은 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Cisco Domain Ten은 기술 
발전을 위한 올바른 경로를 파악하고 개발하기 위한 모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IT와 조직 모두의 변화를 위한 고유한 프레임워크

Cisco Domain Ten과 여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 및 IT 인프라 분석 방법은 다른 
어떤 회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Cisco는 또한 이를 제공하기 위한 검증된 방법론, 즉 조직의 현재 상태와 목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맞춤형 워크샵도 제공합니다.

워크샵에서는 서로 고립되어 있을 수 있는 조직(조직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형태인 경우)
의 여러 그룹 간에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그룹은 서로의 과제와 우선순위를 
알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Cisco는 사일로를 해체하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의사 
결정권자와 협력하여 관련된 모든 도메인에 대해 토론합니다. Cisco는 고객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에 필요한 고유한 요구 사항과 변경 및 개선 사항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토론과 평가를 통해 새로운 방향, 기술 투자,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를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합니다. 

워크샵을 통해 조직 전체에서 다음 사안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을 벌일 수 있습니다. 

•	 클라우드 기반 IT 솔루션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하여 고객 환경 개선 
•	 운영을 간소화하는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비용 절감
•	 기존 시스템에서 최신 아키텍처로 마이그레이션하여 비즈니스 혁신 가속화
•	 소모품 형식의 클라우드 컴퓨팅 및 IaaS(IT-as-a-Service) 카탈로그를 생성하여 
부서별 예산 예측 기능 향상

또는 다음과 같은 특정 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	 보안 - 위험과 위협을 관리하고 규정 준수 요건을 충족하고, 신기술을 구현하고, IT의 
보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법

•	 빅 데이터 - 통찰력을 얻는 방법 및 엄청나게 많은 사용 가능한 정보에 질서를 
부여하는 방법 

•	 모빌리티 및 BYOD(Bring-Your-Own-Device) - 언제 어디서나 장치에 구애받지 않고 
데이터에 액세스하고자 하는 사용자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

워크샵을 계기로 조직의 모든 그룹이 공통된 목표를 위해 협력할 수 있으며, Cisco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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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투자의 효과 극대화

업종과 규모를 막론하고 다양한 회사에서 실시한 워크샵 경험에서 얻은 결론은, 고객이 
Cisco Domain Ten을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Cisco Domain Ten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IT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	 조직의 주요 당면 과제 정확히 파악

•	 IT를 통해 비즈니스 성과 얻기

•	 데이터 센터를 최적화하고 클라우드로 성공적으로 전환

•	 모범 사례를 적용하여 혁신을 진행하는 동안 위험을 줄이고 더 큰 비즈니스 영향력 
제공 

Cisco에서의 IT 혁신을 시작으로, Cisco 서비스는 IT와 조직의 혁신 구현을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IT 예산이 동결 내지 축소된 가운데 클라우드 중심으로 이루어진 Cisco의  
IT 혁신을 통해 45개 회사 인수, 새로운 데이터 센터 구축, 65,000개 모바일 디바이스 
BYOD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동시에 TCO를 줄이고(65%) 새 서버 구축 기간을  
8주에서 7분으로 단축했습니다. Cisco 서비스는 이 고유한 IT 혁신을 통해 통찰력과 
리더십을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Cisco 자체의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혁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인용문

 

"Cisco는 전 세계 모든 지식을 가져와서 우리 요구에 맞는 아키텍처 블루프린트를 
개발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Matthew Maw, Tatts Group Ltd 기술 시스템 본부장

IDC 분석가 및 구매자 관점에서 볼 때 Cisco는 클라우드 전문 서비스 부문에서 IDC 
MarketScape 선정, 세계의 "주요 업체"(1)이며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의 "글로벌 리더" 
(2)입니다. 또한 IDC 설문 조사에서 Cisco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세 가지 범주인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인프라에서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3). Forrester 
Research, Inc.에서도 Cisco를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략 부문 최고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4).

1.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IDC MarketScape: Worldwide Cloud Professional Services 
2013 Vendor Analysis, 문서 번호 242401, 2013년 8월

2.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IDC MarketScape: Worldwide Datacenter Hardware Support 
Services 2013 Vendor Assessment, 문서 번호 244862, 2013년 12월

3.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2013 IDC Services Group Survey: U.S. Professional Services 
Opportunities Related to Cloud Services, 문서 번호 239862, 2013년 3월

4.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The Forrester Wave™: Private Cloud Solutions, 2013년 Q4, 
Forrester Research, 2013년 11월

10개의 도메인

영역 설명 해당 도메인에 적용될 수 있는 샘플 질문 또는 우려 사항

Cisco Domain Ten(전체) 베어 메탈에서 시작하는 엔드 투 엔드 IT 기술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재와 미래의 IT 
투자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구현해야 합니까? 

도메인 1: 인프라 및 환경 액티브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 리소스를 비롯하여 전력 및 냉각 
장비와 같은 지원 시설이 포함됩니다.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기본적인 제약 조건은 무엇입니까?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드웨어를 
표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메인 2: 추상화 및 가상화 물리적 인프라와 시설 위에 존재하는 레이어로서 그 밑에 존재하는 
물리적 리소스를 더 효율적으로 공유하도록 지원합니다. 

무엇을 가상화해야 합니까? 워크로드 중 가상화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메인 3: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표준화된 인프라상의 추상화된 계층 내에 있는 자동화된 워크플로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IT에서는 수동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워크플로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수동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자동화 툴을 
사용해야 합니까?

http://www.cisco.com/web/about/ciscoitatwork/data_center/index.html
http://idcdocserv.com/242401e_Cisco
http://idcdocserv.com/242401e_Cisco
http://www.cisco.com/c/dam/en/us/solutions/collateral/enterprise/enterprise-medianet/idc_marketscape_datacenter_hardware_support_services.pdf
http://www.cisco.com/c/dam/en/us/solutions/collateral/enterprise/enterprise-medianet/idc_marketscape_datacenter_hardware_support_services.pdf
http://www.forrester.com/pimages/rws/reprints/document/104661/oid/1-N6X2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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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Glance

영역 설명 해당 도메인에 적용될 수 있는 샘플 질문 또는 우려 사항

도메인 4: 고객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및 그 이면의 거버넌스입니다. 여기에서 서비스 
소비자가 클라우드와 상호 작용하게 됩니다.

직원의 자급자족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사용자들은 서비스를 어떻게 요청합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쉽게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메인 5: 서비스 카탈로그 클라우드 인프라가 제공하게 될 서비스 목록입니다. 거버넌스는 이러한 
서비스가 어떻게 생성되고 카탈로그에 포함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해야 합니까?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유형 
및 앞으로 제공할 서비스 유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도메인 6: 금융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과 혜택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내의 과금 기능으로 클라우드를 통해 소비된 서비스에 
대해 정확한 유틸리티 기반 비용 청구를 지원합니다.

IT 비용을 어떻게 할당해야 합니까? 현재 서비스 비용 상황은 
어떻습니까? IT의 가치를 비즈니스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도메인 7: 플랫폼 운영 체제, 미들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데이터 센터 요소들이 
인프라상에 설치됩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어떻게 표준화, 간소화 및 자동화할 수 있습니까?

도메인 8: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상에서 및/또는 가상 인프라나 물리적 인프라상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나타냅니다.

클라우드로 이전할 경우의 재정적 득실은 무엇입니까? 
마이그레이션해야 할 우선순위 애플리케이션은 무엇입니까? 
애플리케이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 조건은 무엇입니까?

도메인 9: 보안 및 규정 준수 새롭고 혁신적인 IT 운영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운영 모델과 인프라가 고객에 대한 새로운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한편 보안도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대상 환경에 대한 비즈니스의 보안 요구 사항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상 환경의 세분화, 위협 방어 및 가시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우려 사항이 있습니까? 

도메인 10: 조직, 거버넌스 및 
프로세스

혁신적으로 전환된 데이터 센터 환경에 있는 모든 도메인을 포함합니다. 
많은 조직의 구조와 프로세스는 자동화 및 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비즈니스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다시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어떤 프로세스를 추가해야 합니까? 
누가 결정을 내립니까? 덜 사일로화된 인프라를 관리하려면 조직에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왜 시스코인가?
Cisco만이 조직의 요구에 맞게 IT 혁신을 이루기 위한 검증된 Cisco Domain Ten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Cisco는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고객의 기술과 비즈니스를 포괄적으로 정확하게 점검하여 두 분야의 과제를 모두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고유한 위치에 있습니다. 

전략과 로드맵을 개발한 기업은 Cisco 제품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배포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Cisco와 파트너가 제공하는 Cisco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고객은 
측정 가능한 비즈니스 효과를 얻었습니다. 즉, 수익 창출에 걸리는 시간을 15% ~ 20%  
단축하고, 인프라 비용을 30% 줄이고, 재해 복구 시간을 50%, 구축 시간을 90%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단계

Cisco Domain Ten을 통해 IT와 비즈니스 결과에 혁신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http://www.cisco.com/go/domainten 을 방문하십시오. Cisco Domain Ten 
워크샵을 예약하려면 Cisco 어카운트 팀에 문의하십시오.

http://www.cisco.com/go/domaint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