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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Forrester Consulting 은 Cisco 의 의뢰를 받아 Cisco 데이터 센터 

최적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 실현할 수 있는 총 경제적 효과 

및 잠재적 투자 수익(ROI)을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조직에서 Cisco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잠재적인 재무 효과, 편익 

및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를 참조하십시오.) 

CISCO 서비스 팀 덕분에 네트워크 안정성을 개선하고 신기술 

출시를 앞당기는 기업들 

Forrester Total Economic Impact™(TEI) 방법론 및 프레임워크는 

1996 년부터 기술 솔루션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에 따라 Forrester 는 4 개의 기존 Cisco 

고객사와의 인터뷰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합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이 연구의 재무 분석 요소를 바탕으로 복합 조직이 

그림 1 에 나와 있는 위험 조정 ROI, 비용 및 편익을 경험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합 조직 분석에 따르면 연간 약 250,000 달러의 비용에 대한 3 년간 위험 조정 총편익은 1,620,000 달러이고, 합산한 위험 

조정 순현재가치(NPV)는 737,944 달러입니다. 

인터뷰 대상 조직은 Cisco 서비스 팀의 지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부분에서 편익을 보았습니다. 

• 신기술 출시가 빨라짐에 따라 점증적 수익 증가 및 타임 투 마켓 단축 

• 네트워크 중단 예방을 통한 비용 절감 - 매월 발생하던 사고가 Cisco 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사전 예방됨 

• 비즈니스 및 사업 성과 향상 및 그에 따른 개선 비용 절감 

분석 결과 1 년차에는 523,625 달러, 2 년차에는 787,333 달러의 편익을 보았고, 이후 매년 300,000 달러 이상의 편익을 

계속해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Cisco 에서 내부 IT 팀으로의 지식 이전 및 산업별 모범 사례 활용 기회 제공 등의 

수많은 질적 편익이 확인되어 궁극적으로 고객이 스스로의 전략적 계획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1 

3 년간의 위험 조정 결과를 보여 주는 재무 요약 

ROI: 
119% 

총편익(PV):  

$1.36 million 

총비용(PV): 

$619,641 

순현재가치: 

$737,944 

출처: Forrester Research, Inc. 

 

“이 서비스 없이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수요가 너무 많아서 
Cisco 와 파트너십을 맺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대규모 다국적 보험회사의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및 엔지니어링 담당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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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익 복합 조직은 인터뷰에 참여한 기업들이 언급한 다음과 같은 주요 편익을 경험했습니다. 

• 핵심 비즈니스 목표를 지원하여 신기술 출시를 1 분기 단축 IT 팀의 비즈니스 목표를 지원하는 Cisco 서비스 팀과 

협력을 통해 복합 조직은 기술 중심의 신제품을 1 분기 앞서 제공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수익 증대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 실행 관련 네트워크의 중단 예방 복합 조직의 고객 대면 업무를 마비시키고 브랜드 이미지 “신뢰도”를 해치는 

네트워크 중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Cisco 와 내부 IT 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라졌습니다. 

• 프로젝트 실행 비용 절감 Cisco 와 협력하기 전 이 복합 조직에서는 매년 잘못된 여러 프로젝트 실행으로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외부 지원을 받기 위한 추가 현금 지출로 이어졌습니다. Cisco 는 이 복합 조직의 프로젝트 수행 시 첫 

시도에 성공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완화했습니다. 

› 비용 복합 조직에서 지출한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249,167 달러의 가입 비용 이 복합 조직은 연간 249,167 달러의 위험 조정 비용 또는 3 년간 747,500 달러의 

위험 조정 비용으로 36 개월 Cisco 데이터 센터 최적화 서비스 계약을 구입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1 명의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 1 명의 총괄 리드 엔지니어, 5 명의 총괄 전문 엔지니어가 제공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팀의 

노동력은 실질적으로 정규직 엔지니어 1 명 노동력의 75%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서비스를 통해 복합 조직과 모든 

팀 구성원이 Cisco 의 Technical Knowledge Library 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개 

다음의 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연구는 Cisco 의 의뢰를 받아 Forrester Consulting 그룹에서 실시했습니다. 

› Forrester 는 다른 조직이 얻게 될 잠재적 ROI 에 대해 어떠한 가정도 하지 않습니다. Cisco 데이터 센터 최적화 서비스에 

대한 투자 적합성을 판단하려는 경우 이 보고서의 프레임워크에 자체 예상치를 적용해 볼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Cisco 에서 연구 내용을 검토하고 Forrester 에 피드백을 제공했지만, 조사 내용과 결과에 대한 편집 권한은 Forrester 에 

있으며 Forrester 의 결과에 반하거나 연구의 의미를 흐리는 변경 사항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 인터뷰 대상 고객 이름은 Cisco 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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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I 프레임워크 및 방법론 

도입 

Forrester 는 자체 Total Economic Impact™ 프레임워크와 고객 인터뷰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Cisco 의 데이터 센터 

최적화 서비스를 고려하는 조직에 대한 분석을 작성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목표는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 

편익, 유연성 및 위험 요인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접근 방식 및 방법론 

Forrester 는 Cisco 데이터 센터 최적화 서비스가 조직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다단계 접근 방식을 

적용했습니다(그림 2 참조). 특별히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서비스 제공 및 해당 시장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Cisco 마케팅/영업/엔지니어링 직원 및 Forrester 

분석가를 인터뷰했습니다. 

• 현재 Cisco 데이터 센터 최적화 서비스를 사용하여 비용, 이익 및 위험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4 개 조직을 

인터뷰했습니다. 

• 인터뷰한 조직의 특성을 기반으로 복합 조직을 설계했습니다. 

• TEI 방법론을 사용하여 대표 재무 모델을 작성했습니다. 재무 모델은 복합 조직에 적용된, 인터뷰에서 얻은 비용 및 

편익 데이터로 구성됩니다. 

Forrester 는 Cisco 서비스 제공 모델링에 네 가지 기본 TEI 요소를 사용했습니다. 

• 비용 

• 전사적 편익 

• 유연성 

• 위험 

IT 투자와 관련된 ROI 분석에 대한 기업의 전문성이 증가함에 따라, Forrester 의 TEI 방법론은 구매 결정에 따른 총체적인 

경제적 효과를 보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TEI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B 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2 

TEI 접근 방식 

 

출처: Forrester Research,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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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복합 조직 

이 연구를 위해 다음을 대표하는 총 4 개 기업과 인터뷰했습니다(미국 및 유럽 지역의 Cisco 고객). 

• 유럽, 남미, 아시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의 다양한 손해/상해 보험회사 

• 보험, 투자 및 모기지에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규모의 상업 및 소매 은행(대부분의 사업을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음). 

• 인터넷, 디지털 TV 및 네트워킹 서비스뿐만 아니라 유선 및 모바일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럽의 대표적인 통신 

회사. 

• 미국에 위치한 중간 규모의 지역 통신 및 IT 회사. 

인터뷰 대상 기업은 다양한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범위의 Cisco 고객을 대표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Cisco 서비스가 모든 범위의 고객 유형에게 어떤 편익을 주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orrester 는 고객 인터뷰 정보를 Forrester TEI 프레임워크와 통합하여 복합 조직을 종합했으며, 서비스 제공의 재무적 

영향을 받는 영역을 나타내는 ROI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복합 조직은 약 2 만 명의 직원을 두고 미국, 유럽 

및 아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대규모 금융 서비스 기업입니다. 또한 이 복합 조직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습니다. 

• 미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 및 해외 600 곳에 지점과 지사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지역 및 사무실 위치의 약 70%는 

미국이고, 30%는 유럽과 아시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 연간 매출은 약 50 억 달러이고, 성장률은 5%이며, 연간 평균 영업 이익률은 10%입니다. 회사 비즈니스의 대부분은 

소매 및 상업 은행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고 보험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 2 개의 대형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 있습니다. 각 데이터 센터에는 Cisco Nexus® Switches 가 설치되어 있고, 데이터 

센터마다 2,500 개의 실제 서버가 있으며 6,000 개의 네트워크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 만 명의 내부 직원과 1 만 명의 외부 비즈니스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36 개월 Cisco 데이터 센터 최적화 서비스 계약을 구입했습니다. 특히 Cisco Nexus 용 통합 패브릭 최적화 서비스를 

구입했습니다. 복합 조직을 지원하는 Cisco 팀은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 1 명, 총괄 리드 엔지니어 1 명, 총괄 기술 

엔지니어 5 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필요 시 Cisco 어카운트 매니저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3 년 기간의 Cisco 데이터 센터 최적화 서비스를 구입하는 복합 조직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대응적 지원 조직에 제공되는 데이터 센터 기술 범위가 발전하면서 조직의 IT 팀에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사전 

대응적이며 전략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두 조직의 데이터 센터 모두에서 주로 Cisco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팀에서는 최적화 경로와 잠재적인 투자 및 개선 영역에 관한 Cisco 의 전문 지식에 

직접적으로 액세스하고자 했습니다. 

• 네트워크 안정성 개선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신속하게 통합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Cisco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는 실행 중단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민감한 비즈니스 목표를 지원하면서도 

네트워크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IT 팀에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갖춘 전략적 조언자와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 Cisco 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 확장 이전의 일회성 계약에서는 데이터 센터 직원이 Cisco 서비스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Cisco 계약 결과에 만족함에 따라 관리자는 영구적으로 더욱 전략적인 추가 서비스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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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주요 내용 

상황 

4 곳의 인터뷰 대상 조직은 Cisco 데이터 센터 최적화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유사한 이유를 보였으며 이는 

앞의 복합 조직 분석에도 나와있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은 주로 데이터 센터에서 Cisco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독립적인 컨설팅 계약을 통해 수년간 Cisco 의 전략적 조언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비즈니스 유닛에서 

일상적으로 기업 내 신기술의 통합을 요청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운영의 복잡성과 네트워크 중단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담당자는 결국 비즈니스 유닛의 지원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Cisco 

서비스 팀을 사내에 불러오기 위한 추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해결책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든 대기업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터뷰 대상 조직의 IT 팀은 비용 센터로서의 운영에서 수익 생성의 

파트너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인터뷰 대상 기업 네 곳 모두가 압도적으로 Cisco 서비스 팀의 최고 

장점은 IT 이외의 비즈니스 목표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센터 직원을 지원하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년간의 

서비스 가입으로 네트워크 중단 감소 및 반복적인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감축 같은 운영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과 

• 새로운 모바일 뱅킹 채널이 더 빠르게 생성됩니다. Cisco 와 여러 전략 및 아키텍처를 검토하는 중에 받은 사전 

대응적인 지원 덕분에 복합 조직은 새로운 모바일 뱅킹 채널을 1 분기 더 빠르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 실행 관련 중단이 완벽히 사라집니다. Cisco 와의 협력 전 이 복합 조직은 매년 약 3 건의 P1 중단과 약 9 건의 P2-P4 

중단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유니파이드 패브릭 최적화 같은 Cisco 솔루션을 통해 사고율을 0 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 프로젝트를 다시 수행하는 일이 더 이상 없습니다. 복합 조직은 매년 10 건의 잘못된 프로젝트 실행을 경험하곤 했기 

때문에 재작업 및 추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Cisco 엔지니어의 지원을 통해 이러한 상황도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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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이 연구에서 요약한 복합 조직은 4 개의 인터뷰 대상 기업을 기반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편익을 보고 있습니다. 

› 신기술을 1 분기 더 빨리 출시함으로써 수익이 증가합니다. 

› 네트워크 중단으로 인한 직접 비용 발생을 예방합니다. 

› 프로젝트 실행 비용 절감 

모든 인터뷰 대상 조직은 Cisco 서비스 엔지니어를 자사 기존 기술 팀의 확장 팀으로 인식하고 있고, IT 이외의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Cisco 참여의 기본 편익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제외하고 모든 기업에서 업타임의 

증가, 네트워크 안정성의 개선 및 프로젝트 실행 성공률 향상이라는 장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네 기업 모두가 Cisco 

엔지니어와 기존 IT 직원 간의 지식 이전이라는 긍정적 편익을 누리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지식 이전의 혜택은 ROI 

분석에서 두 번 언급됩니다. 첫째로, 예방된 네트워크 중단 수와 연간 프로젝트 재작업 수를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2 년차의 경우 Forrester 는 1 년차에서 지식 이전이 계속된 이점 덕분에 실패율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합니다. 둘째로, 

Forrester 는 본 연구의 유연성 부문에서 지식 이전의 이점을 고려합니다. 

신기술을 1 분기 더 빨리 출시함에 따른 수익 증가 

모든 인터뷰 대상 조직은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Cisco 서비스 팀의 지원을 통해 시간을 절약하는 편익을 

보았습니다. 일례로, 유럽의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Cisco 팀 덕분에 새로운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의 타임 투 마켓을 

9 개월 단축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우수 고객에게 더 낮은 요율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운전 패턴 및 동작을 

평가하는 새로운 GPS 모니터링 장치를 배치하는 과제를 수행한 다국적 보험 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는 프로세스에서 이 회사는 Cisco 의 지원 덕분에 타임 투 마켓을 1 분기 단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객은 

“[Cisco 서비스] 없이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Forrester 는 복합 조직을 만들 때 인터뷰의 다른 예도 활용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모바일 뱅킹 채널의 더 빠른 출시입니다. 이 

경우 Cisco 서비스 팀은 민첩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소매 은행이 자체 모바일 뱅킹 채널을 구축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인터뷰 

대상 기업은 Cisco 엔지니어가 해당 채널을 예상보다 1 분기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기업은 가장 빨리 성장하는 채널이 모바일 웹 기반 채널이었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유연성 및 모든 

모바일 장치에서 최고의 보기를 보장할 수 있는 웹사이트용 코드를 개발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드에서 장치 

특성으로 장치 유형을 검색해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는 프로세스였으며 Cisco 서비스 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Forrester 는 2 년차에 총매출의 5%가 이 신규 채널에서 발생했으며, Cisco 가 이 채널을 Cisco 

이전 기준 환경과 비교하여 1 분기 더 빠르게 구축하도록 지원했다고 합니다.
1
 결과 수익은 은행의 영업 이익에서 계산했고, 

모바일 뱅킹에 직접 귀속되는 비율만 고려했습니다. 즉, 모바일 장치 없이는 실현되지 않는 수익만 고려했습니다. 

Forrester 는 자체 기술 요구사항과 결과 매출 및 수익 결과를 적절하게 대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표 1 에 표시된 것처럼, 복합 조직의 경우 신기술의 1 분기 더 빠른 출시 덕분에 2 년차에 수익이 증가하고 일회성 위험 조정 

이익이 371,875 달러에 달합니다. 모든 인터뷰에서 인터뷰 대상 기업은 약 4~9 개월 만에 Cisco 이전의 기본 환경과 비교하여 

유사한 효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원되는 비즈니스 목표, 해당 매출 및 수익 결과, 

Cisco 엔지니어로 인한 시간 절약에 따라 총 이익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차이를 위험 조정에서 감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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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는 철저한 감사 

프로세스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알려주어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희 

UCS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대규모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 선임 네트워크 

엔지니어 

 

표 1 

신기술을 1 분기 더 빨리 출시함에 따른 수익 증가 

참조 메트릭(Metric) 계산 1 년차 2 년차 3 년차 

A1 연간 총매출  $5,000,000,000 $5,250,000,000 $5,512,500,000 

A2 영업 이익 마진  10% 10% 10% 

A3 모바일 채널 비율  0% 5% 7% 

A4 
직접 기여 비율(모바일 없이는 

실현되지 않는 매출) 
 0% 5% 5% 

A5 
출시 과정에서 Cisco 가 지원한 

연도의 비율 
 0% 25% 0% 

At 
신기술을 1 분기 더 빨리 

출시함에 따른 수익 증가 
(A1*A2*A3*A4*A5) $0 $328,125 $0  

 위험 조정   13%  

Atr 

신기술을 1 분기 더 빨리 

출시함에 따른 수익 증가(위험 

조정) 

 $0 $371,875 $0 

출처: Forrester Research, Inc. 

네트워크 중단으로 인한 직접 비용 발생 예방 

인터뷰 대상 조직 4 곳 중 3 곳이 네트워크 중단의 직접 비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편익을 보았습니다. 일례로, 소매 은행의 

엔터프라이즈 인프라 담당자는 Cisco 를 선택한 후 신뢰도가 높아졌다면서 “티켓 및 다운타임이 놀라울 만큼 향상되었고 . . .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의 선임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Cisco 의 엄격한 현장 감사를 통한 예방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오른쪽 하단 인용문 참조). 

복합 조직의 경우 Forrester 는 대규모 다국적 보험 회사의 예를 

활용했습니다. Cisco 의 데이터 센터 최적화 서비스를 활용하기 전에 

이 보험 회사는 약 9 건의 P2-P4 중단 외에 연간 3~6 건의 P1 클래스 

실행 관련 중단을 경험했습니다.
2
 그러나 Cisco 를 채택한 후로 연간 

중단 횟수가 0 으로 줄었습니다.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및 

엔지니어링 담당 이사는 이와 같은 “환경 안정성의 극적인 개선”은 

사내 IT 팀과 Cisco 직원 간의 긴밀한 협업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핵심 데이터 센터 작업의 경우 “Cisco 엔지니어가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서 우리 회사의 팀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종류의 설계, 

아키텍처 변경, 네트워크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고 있으며 . . . [뿐만 아니라] 팀웍도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대상 기업의 내부 추정을 기반으로 Forrester 는 P1 중단 

비용을 80 만 달러의 수익 손실, P2-P4 중단 비용을 $75,000 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대부분 고객은 나중에 돌아오기 때문에 Forrester 는 해당 비즈니스의 

10%만이 완전히 손실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주로 잠재적인 신규 비즈니스). 마지막으로 Forrester 는 Cisco 서비스 팀에서 

고객의 IT 팀에 지식을 이전하기 때문에 1 년차 이후에는 매년 중단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표 2 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합 조직의 경우 이로 인해 위험 조정 이익이 1 년차에는 302,375 달러, 2 년차에는 216,333 달러, 3 년차에는 

130,292 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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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네트워크 중단으로 인한 직접 비용 발생 예방 

참조 메트릭(Metric) 계산 1 년차 2 년차 3 년차 

B1 연간 예방된 P1 중단  3 2 1 

B2 연간 예방된 P2-P4 중단  9 8 7 

B3 P1 중단 비용  $800,000  $800,000  $800,000  

B4 P2-P4 중단 비용  $75,000  $75,000  $75,000  

B5 회복되지 않는 비즈니스 손실 비율  10% 10% 10% 

Bt 
네트워크 중단으로 인한 직접 비용 

발생 예방 ((B1*B3)+(B2*B4))*B5 $307,500  $220,000  $132,500  

 위험 조정    2%  2%  2% 

Btr 
네트워크 중단으로 인한 직접 비용 

발생 예방(위험 조정).  
 $302,375  $216,333  $130,292  

출처: Forrester Research, Inc. 

프로젝트 실행 비용 절감 

한 곳의 기업을 제외한 모든 인터뷰 대상 기업이 내부 데이터 센터 직원의 성과가 개선되는 편익을 보았습니다. Cisco 

엔지니어의 지원을 받기 전에는 이러한 조직들이 잘못된 프로젝트 수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 프로젝트 완료가 

지연되었고 외부 지원 인력 비용을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한 은행의 IT 통신 선임 엔지니어는 처음부터 프로젝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Cisco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저희가 가장 원치 않는 것은 „재작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내부적으로 자체 사업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Forrester 는 복합 조직을 위해 지역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의 다른 긍정적인 예를 사용했습니다. 이 기업은 첫 번째 시도에서 

많은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실행 비용을 절감하고, 재작업해야 할 프로젝트 수가 줄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연간 신제품 개발 횟수는 약 10 회로 추정되었으며 Cisco 서비스 지원을 받기 전에는 신기술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하곤 했습니다. 조직에서 Cisco 엔지니어에게 지원 요청 내용을 충분히 알린 경우 Cisco 서비스 

팀은 상세 워크숍을 제공하고, 1 대 1 세션을 개최하며, 프레젠테이션을 보지 못한 모든 IT 직원에게 비디오 녹화물을 

배포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IT 팀은 1 차 시도에서 올바로 신기술을 구현할 수 있었고, 재작업 시도를 통해 구현을 

도와줄 전문 서비스를 현장에 채용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대상 조직이 제공한 비용 정보에 따라 Forrester 는 하루 2,500 달러의 비용을 기준으로 3 일간 3 명의 기술자가 지원할 

경우 프로젝트 재작업 1 회에 드는 비용을 22,500 달러로 계산합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Forrester 는 Cisco 서비스 팀에서 

고객사의 IT 팀에 지식을 이전하기 때문에 1 년차 이후에는 재작업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표 3 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합 조직의 경우 이로 인해 위험 조정 이익이 1 년차에는 221,250 달러, 2 년차에는 199,125 달러, 3 년차에는 

177,000 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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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프로젝트 실행 비용 절감 

참조 메트릭(Metric) 계산 1 년차 2 년차 3 년차 

C1 연간 프로젝트 재작업  10 9 8 

C2 
프로젝트 재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외부 

기술자의 일일 비용 
 $2,500 $2,500 $2,500 

C3 
프로젝트 재작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외부 

기술자 수 
 3 3 3 

C4 프로젝트 재작업에 필요한 일 수  3 3 3 

Ct 프로젝트 실행 비용 절감 C1*C2*C3*C4 $225,000 $202,500 $180,000 

 위험 조정  2% 2% 2% 

Ctr 프로젝트 실행 비용 절감(위험 조정)  $221,250 $199,125 $177,000 

출처: Forrester Research, Inc. 

총편익 

표 4 를 보면 위험 조정 편익의 총계가 1 년차에는 약 523,625 달러, 2 년차에는 787,333 달러, 3 년차에는 300,000 달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편익의 총현재가치는 130 만 달러를 넘습니다. 

표 4 

총편익(위험 조정) 

편익 초기 1 년차 2 년차 3 년차 합계 현재 가치 

신기술을 1 분기 더 

빨리 출시함에 따른 

수익 증가 

$0 $0 $371,875 $0 $371,875 $307,335 

네트워크 중단으로 

인한 직접 비용 발생 

예방 

$0 $302,375 $216,333 $130,292 $649,000 $551,564 

프로젝트 실행 비용 

절감 
$0 $221,250 $199,125 $177,000 $597,375 $498,685 

총편익 $0 $523,625 $787,333 $307,292 $1,618,250 $1,357,584 

출처: Forrester Research,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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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복합 조직은 Cisco 서비스 제공과 연관된 기본적인 비용인, 

› 가입 계약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모든 인터뷰 대상 조직은 비교적 유사한 구매 경험이 있습니다. 투자 전에 모두 자사의 데이터 센터에서 대부분의 Cisco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고, 과거에 다른 Cisco 서비스 팀과 함께 일한 긍정적 경험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대상 기업마다 

Cisco 의 새로운 하드웨어 제품뿐 아니라 별도로 구입하거나 하드웨어를 구입하면서 함께 구입할 수 있는 번들형 서비스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락할 수 있는 Cisco 어카운트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Cisco 서비스 구입의 부가 혜택은 

간소함에 있습니다. 기업들은 Cisco 에서 SKU(stock-keeping unit)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입 계약을 구매함으로써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일반적인 컨설팅을 통한 RFP(Request for Proposal) 프로세스를 피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총 개수와 

서버 및 면적에 따른 각 데이터 센터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인터뷰 대상 기업마다 들어간 비용이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와 같이 더 크고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기업은 더 많은 Cisco 솔루션과 직원 지원이 필요하므로 

연간 가입비가 증가합니다. Cisco 데이터 센터 최적화 서비스 계약 비용은 복합 조직의 투자 ROI 분석에만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가입 계약 비용 

인터뷰 대상 조직의 연간 비용은 데이터 센터의 총수와 각 데이터 센터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보급형의 경우 

연간 비용이 100,000 달러이고 고급형의 경우 800,000 달러에 이르는 등 비용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Forrester 는 여러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50 억 달러 규모의 한 소매금융 및 보험 회사를 위한 Cisco Nexus 백플레인 기반 데이터 센터 구축을 

가정하여(자세한 내용은 복합 조직 참조) 249,167 달러의 연간 위험 조정 비용과 3 년 가입 계약을 추정했습니다(표 5 참조). 

가입 비용은 3 년 동안 매월 청구되고, 계약 기간 동안 가입 비용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복합 조직은 총괄 

프로젝트 관리자 1 명, 총괄 리드 엔지니어 1 명, 총괄 기술 엔지니어 5 명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팀의 노동력은 실질적으로 정규직 엔지니어 1 명 노동력의 75%에 해당합니다. 또한 필요 시 Cisco 어카운트 매니저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Cisco 팀은 계약 기간의 5~10%를 현장 작업에 할애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원격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두 곳 이상의 인터뷰 대상 기업은 복잡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제공을 지원하거나 데이터 센터의 심각한 

오류 해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표 5 

가입 계약 비용 

참조 메트릭(Metric) 계산 1 년차 2 년차 3 년차 

D1 가입 계약 비용  $230,000 $230,000 $230,000 

Dt 가입 계약 비용 D1 ($230,000) ($230,000) ($230,000) 

 위험 조정  8% 8% 8% 

Dtr 가입 계약 비용(위험 조정)  ($249,167) ($249,167) ($249,167) 

출처: Forrester Research,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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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는 우리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물고기를 

대신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소매 은행의 엔터프라이즈 인프라 담당자 

총비용 

표 6 에는 위험 조정 가입의 총비용과 10% 할인된 현재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3 년이 넘을 경우 복합 조직의 위험 조정 

총비용 합계가 619,641 달러의 순현재가치 총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6 

총비용(위험 조정) 

편익 1 년차 2 년차 3 년차 합계 현재 가치 

가입 계약 비용 ($249,167) ($249,167) ($249,167) ($747,500) ($619,641) 

총비용 ($249,167) ($249,167) ($249,167) ($747,500) ($619,641) 

출처: Forrester Research, Inc. 

유연성 

TEI 의 정의에 따르면 유연성은 앞으로 추가 투자를 통해 사업상 편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추가 용량 또는 기능에 대한 

투자를 나타냅니다. 이는 조직에 미래의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또는 능력을 제공하지만 그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4 곳의 인터뷰 대상 기업은 모두 Cisco 엔지니어와 자체 내부 기술 팀 간의 지식 이전으로 편익을 보았고, 이를 

통해 Cisco 이후의 환경에서도 더 많은 유연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 이전은 공식 및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식적으로는 Cisco 프로젝트 매니저가 현장 및 원격 작업자를 

위한 월간 교육 세션을 개최하고 매주 “개방형” 전화 통화를 통해 

질문에 답변할 뿐만 아니라 “런치 앤 런(Lunch and Learn)” 세션을 

준비하여 신기술을 소개하거나 모범 사례를 검토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복잡하고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Cisco 엔지니어가 내부 기술 팀 구성원과 협업할 때마다 

지식 이전이 발생합니다. 한 소매 은행의 엔터프라이즈 인프라 

담당자는 “[Cisco]는 우리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준다. 물고기를 대신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식 이전의 재무적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Forrester 는 P1 

네트워크 중단, P2-P4 네트워크 중단의 예방 및 5 년간의 프로젝트 

실행 재작업의 평균적인 연간 편익을 계산했습니다.
3
 Forrester 는 확률적인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하여 이 기간 동안 가장 

가능성 있는 편익을 측정하고, 4 건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각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결정했습니다. 표 7 에는 5 년간 지식 

이전의 잠재적 가치가 나와 있으며, 그림 3 은 이 개념을 그림으로 보여 줍니다. 이 프레임워크에서 Forrester 는 고객사가 

가입 기간(1~3 년차) 동안 Cisco 로부터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고, 가입 후 환경(4~5 년차)에서 획득한 모범 사례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Forrester 는 P1 네트워크 중단과 같이 비용이 발생하는 이벤트의 가능성이 0 으로 

줄어들면 지식 이전의 가치가 극대화된다고 가정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1~3 년차에 교육을 받은 직원이 4~5 년차에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Forrester 는 해당 조직이 이러한 편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평가할 때 자체 

예상치를 적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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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식 이전의 잠재적 가치 

 가입 기간 가입 이후  

편익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합계 현재 가치 

지식 이전 $0 $127,000 $214,500 $267,000 $268,500 $877,000 $615,198 

출처: Forrester Research, Inc. 

그림 4 

지식 이전의 잠재적 가치 

 

출처: Forrester Research,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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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Forrester 는 이 분석과 관련된 두 가지 유형의 위험, 즉 구현 위험 및 영향력 위험을 정의합니다. “구현 위험”은 Cisco 데이터 

센터 최적화 서비스에 대한 투자 제안이 원래 또는 예상 요구 사항에서 벗어나 예정보다 많은 비용을 사용하게 될 

위험입니다. “영향력 위험”은 조직의 비즈니스 또는 기술 요구가 Cisco 에 대한 투자로 충족되지 않아 전반적인 총편익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비용 및 편익 추정 결과의 잠재적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재무 예상치를 직접 조정하여 투자 및 영향력 위험을 정량화할 수 있다면 좀 더 의미 있고 정확한 예상치 및 좀 더 정확한 ROI 

전망을 얻게 됩니다. 위험 조정 수치는 위험을 감안하여 예상한 값이므로 “현실적” 예상치로 보아야 합니다. 

이 분석 과정에서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구현 위험이 식별되었습니다. 

• 고객사가 3 년의 가입 기간 중에 업무 범위를 확장할 경우 Cisco 데이터 센터 최적화 서비스 비용이 초기 예상치에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Cisco 엔지니어는 해당 연도에 하나 이상의 회사를 원격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현장 

작업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경우 또는 원래 범위 이외의 Cisco 서비스가 유용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고객사에서 기존 

계약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축 크기, 위치 수, 초기 구현 방법, 사용 가능한 기능 및 최적화를 위한 핵심 활동 

영역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에 따라 계약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 분석 과정에서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영향력 위험이 식별되었습니다. 

• 모든 고객사가 Cisco 서비스 팀으로부터 동일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 대상 조직들은 Cisco 

팀을 올바로 활용하기 위해 고객사의 고위급에서 하이터치 업무 모델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한 선임 IT 

관리자는 “고객 팀을 적절한 수준에서 참여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Cisco 리소스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비즈니스 편익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 . .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 팀을 활용해야 합니다. . . [그리고] 

전술적이지만 큰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일에는 활용하지 마십시오.”라고 설명했습니다. 

표 8 은 비용 및 편익 예상에서 위험과 불확실성을 조정하는 데 사용된 값을 보여 줍니다. TEI 모델에서는 삼각 분포 방법으로 

위험 조정 값을 계산합니다. 분포를 구성하려면 먼저 현재 환경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낮은 값, 보통 값, 높은 값을 추정해야 

합니다. 위험 조정 값은 이러한 지점 분포의 평균입니다. 독자는 비용 및 편익 예상치에 대한 자체적인 확신 정도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위험 범위를 적용해야 합니다.  

표 8 

편익 및 비용 위험 조정 

편익 낮음 보통 높음 평균 조정 

신기술을 1 분기 더 빨리 출시함에 따른 수익 증가 90% 100% 150% 113%  13% 

네트워크 중단으로 인한 직접 비용 발생 예방 90% 100% 105% 98% 2% 

프로젝트 실행 비용 절감 90% 100% 105% 98% 2% 

비용 
    

조정 

가입 계약 비용 100% 100% 125% 108% 
8% 

출처: Forrester Research,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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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요약 

표 9 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용 및 편익의 재무 계산을 사용하여 Cisco 데이터 센터 최적화 서비스에 대한 조직 투자의 ROI 

및 순현재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을 1 분기 더 빠르게 출시함에 따른 가장 큰 잠재력인 수익 증가가 발생하는 

혜택의 시점에 관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원금 회수 기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값은 위험요소 항목의 표 

8 에 있는 조정 값을 표 4 와 6 의 비용 및 편익 수치에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재무 분석에서는 Cisco 데이터 센터 최적화 서비스의 가치 제안을 조직에서 평가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방법을 보여 줍니다. 4 건의 심층 고객 인터뷰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Forrester 는 3 년간의 순현재가치(NPV) 

737,944 달러와 10% 할인율을 사용하여 복합 조직의 3 년 위험 조정 ROI 를 119%로 계산했습니다.  

표 9 

현금 흐름: 위험 조정 

현금 흐름: 위험 조정 추정치 

  초기 1 년차 2 년차 3 년차 합계 현재 가치 

총비용 $0 ($249,167) ($249,167) ($249,167) ($747,500) ($619,641) 

총편익 $0 $523,625 $787,333 $307,292 $1,618,250 $1,357,584 

순이익 $0 $274,458 $538,167 $58,125 $870,750 $737,944 

ROI 
     

119% 

누계 $0 $274,458 $812,625 $870,750 
  

출처: Forrester Research, Inc. 

연구 결론 

Forrester 가 만든 TEI 프레임워크 및 Cisco 데이터 센터 최적화 서비스 고객과의 심층 인터뷰에 통합된 방법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 현재 고객과의 인터뷰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Forrester 가 확인한 Cisco 서비스 팀의 최고 편익은 IT 이외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의 향상이었습니다. 또한 고객이 수년간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네트워크 중단 감소 및 반복적인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감축 등의 운영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 Cisco 가입이 종료된 후에도 고객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주요 편익은 바로 지식 이전입니다. 조직이 Cisco 서비스 팀을 

통해 적절한 전략적 과제를 해결하고 Cisco 엔지니어로부터 배우는 데 있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경우 이러한 부가 

기능의 편익을 통해 Cisco 와의 업무의 총가치를 크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 Forrester 는 ROI 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요인에는 Cisco 와의 업무 중의 비즈니스 

목표, 해당 매출 및 수익 결과, Cisco 엔지니어로 인한 시간 절약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객사가 Cisco 엔지니어를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Cisco 엔지니어를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잠재적 수익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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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Cisco 데이터 센터 최적화 서비스 개요 

다음 정보는 Cisco 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Forrester 는 어떤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고 Cisco 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Cisco 데이터 센터 최적화 서비스는 라이프사이클 계획-구축-관리 아키텍처 기반 방식의 일부로서 통합 패브릭에서 

애플리케이션, 서버, 스토리지의 성능, 보안, 거버넌스를 최적화합니다. 기업은 종합적으로 데이터 센터 기능 영역을 조명할 

수 있으므로 Cisco 의 혁신적인 기술을 통합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을 통해 절감 효과를 

더 빠르게 실현하는 동적 효율성을 누리고, 데이터 센터를 보다 편리하게 관리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Cisco 와 파트너는 Cisco Domain Ten
SM

 프레임워크의 각 영역에 있는 가상 및 물리적 인프라 모두에 대해 안전하고 고도로 

효율적인 온디맨드 방식의 자동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그림 4 참조). 이러한 거시적 

관점으로 인해 Cisco 의 통합 하드웨어 시스템에서의 통합과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Cisco 의 서비스 

포트폴리오는 업계 최고의 인력, 프로세스, 사례를 제공하므로 기술 및 솔루션별로 체계화된 맞춤형 개별 지원 서비스 

패키지를 선택하여 유연하게 데이터 센터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Cisco Domain Ten
SM

 프레임워크 

 

출처: Cisco System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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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Total Economic Impact™ 개요 

Total Economic Impact 는 Forrester Research 에서 개발한 방법론으로, 회사의 기술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벤더에서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 제안을 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TEI 방법론은 회사에서 IT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가치를 관리 임원 및 기타 주요 비즈니스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정당화하며 실현하도록 지원합니다. 

TEI 방법론은 투자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네 가지 구성 요소, 즉 편익, 비용, 유연성 및 위험으로 구성됩니다.  

편익 

편익이란 제안된 제품 또는 프로젝트로 인해 IT 및/또는 비즈니스 유닛 등 사용자 조직이 얻게 되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제품 

또는 프로젝트 정당성 평가에서 IT 비용과 비용 절감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해당 기술이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TEI 방법론과 이 방법으로 얻은 재무 모델은 편익 측정과 비용 측정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므로 해당 기술이 조직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철저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편익 추정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조직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창출된 가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 프로젝트 완료 후에는 정당성 평가로 얻은 

편익 추정치와 실제 측정값 사이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Forrester 에서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야 

편익 추정치가 실제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비용 

비용은 제안된 프로젝트의 가치 또는 편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나타냅니다. IT 또는 비즈니스 유닛에서는 정규직 

직원, 하청업체 또는 재료의 형태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투자 및 경비를 

비용에 반영합니다. 또한 TEI 비용 범주에는 솔루션과 관련된 지속적인 비용으로 인해 기존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모든 비용은 창출되는 편익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유연성 

TEI 방법론 내에서 직접 편익은 투자 가치의 한 부분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편익이 프로젝트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본 방법이지만, Forrester 는 조직이 투자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연성은 이미 수행된 

초기 투자 위에 이루어지는 미래의 추가 투자에 대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 생산성 슈트의 

전사적 업그레이드에 투자하면 표준화 수준이 높아지고(효율성 향상) 라이센스 비용이 절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장형 협업 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근로자 생산성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업 기능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교육에 

대한 추가 투자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측정 가능한 현재 가치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TEI 의 유연성 구성 요소는 그러한 가치를 파악합니다. 

위험 

위험은 투자에 포함되는 편익 및 비용 예상치의 불확실성을 측정합니다. 불확실성은 1) 비용 및 편익 예상치가 원래 예상과 

일치할 가능성, 2) 장기간에 걸쳐 예상치를 측정하고 추적할 가능성 등 두 가지로 측정합니다. TEI 는 입력한 값에 “삼각 

분포”라고 하는 확률 밀도 함수를 적용합니다. 각 비용 및 편익에 대한 기본 범위를 추정하기 위해 최소한 세 개의 값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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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용어집 

할인율: 돈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기 위하여 현금 흐름 분석에서 사용되는 이자율. 연방준비은행에서 설정한 할인율이 있지만, 

기업은 종종 자체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을 기반으로 할인율을 설정합니다. Forrester 는 이 분석에서 연간 할인율을 10%로 

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은 현재 환경을 기반으로 8%에서 16%의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조직 내에서 사용할 가장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려면 해당 조직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NPV(순현재가치): 이자율(할인율)을 고려한 (할인된) 미래 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다른 프로젝트의 NPV 가 더 높지 

않다면, 양의 프로젝트 NPV 는 일반적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PV(현재 가치): 이자율(할인율)을 고려한 (할인된) 비용 및 편익 예상치의 현재 가치. 비용 및 편익의 현재 가치(PV)는 현금 

흐름의 전체 순현재가치(NPV)에 반영됩니다.  

ROI(투자 수익):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을 백분율로 측정한 것. ROI 는 순편익(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을 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현금 흐름 표의 설명 

다음은 이 조사에 사용된 현금 흐름 표에 대한 설명입니다(아래 예제 표 참조). 초기 투자 열에는 “시간 0” 또는 1 년차 초기에 

발생한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1~3 년차의 다른 모든 현금 흐름은 연말에 

할인율(프레임워크 가정 항목에 표시됨)을 적용하여 할인됩니다. PV 는 각각의 총 비용 및 편익 예상치에 대해 계산됩니다. 

NPV 는 요약 표가 작성될 때까지 계산되지 않으며, 초기 투자 및 각 연도의 할인된 현금 흐름의 합을 나타냅니다. 

표 [예제] 

예제 표 

참조 메트릭(Metric) 계산 1 년차 2 년차 3 년차 

      

출처: Forrester Research,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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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미주  

 

1
 Forrester 의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조사 대상 은행의 2013 년 총매출 중 7%가 디지털 채널에서 발생할 것이지만, 21 개 

은행 중 두 곳은 21% 이상의 매출이 디지털 채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함에 따라, 아직 개발되지 않은 디지털 영업 

기회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출처: “The State Of North American Digital And Multichannel Banking 2013”, Forrester 

Research, Inc., 2013 년 4 월 2 일. 

2
 Forrester 는 이 보고서에서 P1, P2, P3, P4 네트워크 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P1(또는 Priority 1) 중단은 

서비스를 완전히 이용할 수 없으며 내부 또는 외부 고객이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P2-P4 중단은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 저하를 수반합니다. P2 는 가장 심각한 저하를 의미하고 P4 는 가장 약한 저하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중단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itil-officialsite.com 을 참조하십시오. 

3
 위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