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

인공지능을 전면에 내세운 머신 러닝 

알고리즘 및 모델은 데이터가 

뒷받침돼야만 진화합니다. 머신 러닝 

알고리즘이 기존의 의료 보고서를 

학습한 뒤에 의사의 진단을 도울 수 

있듯, IT 운영을 개선하는 데도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orbes)6

"... 통합 시스템 관리 SaaS 

플랫폼은 IT 운영팀, 개발팀 및 

LOB(Line of Business) 

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를 모니터링, 구성, 

제어 및 조율할 수 있는 통합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IDC)5

데이터센터의 조력자 Cisco IntersightTM

더욱 복잡해진 기업 인프라 관리 한계 극복

차세대 스마트 자동화

Cisco Intersight 자세히 보기

광범위한 간소성

간소화된

관리 환경

예방 중심의

실시간 지원

분석 기술로 

유용한 정보 도출

엔드-투-엔드 진단 및 

실시간 알림손쉬운 개발 및 운영

유용한 정보

신속하고 사전 예방가능한 운영 추구

민첩한 제공

새로운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

Cisco Intersight의 클라우드 기반 인텔리전스

가입 기반 서비스

지속적 기능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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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프라의 규모 및 복잡성이 점점 더 

비대해지고 분산되면서 시스템 관리 기능 

및 성능도 이에 걸맞는 확장성 및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IDC)1

2020년까지 90%의 기업이 하이브리드 
인프라 관리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Gartner)2

기업들의 클라우드 기반 
관리 플랫폼 도입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관리의 장점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을 통한 단순화 추세와 상반되게 데이터센터, 엣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구축으로 많은 디바이스 접속과 대량의 환경구성

(configuration) 정보가 늘면서 IT 운영 복잡성을 증가 시킵니다. (Gartner)3

2022년까지 80%의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및 멀티클라우드 관리를 위해 
최소한 4가지의 툴을 갖춰야 합니다.(Gartner)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