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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IT 자원의 이용에 한 이 소유에서 임차로, 유선에서 무선으로 확장되면서 정보

기술의 주요 인 라로 주목받고 있는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의 구축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러한 사례 연구를 통해 기업이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러한 새로운 IT 기반

의 서비스 디자인을 새로이 구축하면서 성공 인 실행을 해 필요한 사항들이나 제약 들은 무엇

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례는 로벌 IT 인 라 선도기업인 시스코가 

국내 최고의 자 기업  하나인 ‘A’사와 력하여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 던 경험을 

기반으로 했다. 시스코는 ‘A’사에 진보된 네트워크  서버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성과 리 효율

성이 높고, 호환성과 확장성이 큰 클라우드 인 라를 구축해 으로써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가

치사슬 솔루션을 제공했다. ‘A’사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물리  자원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가상화된 IT 인 라 아키텍처를 토 로 안정 인 라이빗/퍼블릭(Private/Public) 클라우

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로벌 시장에서 IT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화를 창출할 수 있

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 연구는 국내의 많은 기업이 새로운 정보기술 환경의 수용에 한 필요성

은 인식하면서도 자원의 공유에 한 거부감이나 정보 유출 우려로 선도  IT 기술에 한 갈라

고스가 되고 있음에 한 우려와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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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 속한 경 환경 변화는 기업에 변화에 맞는 경 략을 강요하고 있으며, 상

시 인 신을 요구하고 있다. 합리 이면서도 진 이며 다양한 측면의 의사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기 한 경 학  도구들은 다양하다. 그

에서 정보기술(IT)의 역할은 가장 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기업 경 자들은 외

으로 IT의 필요성이나 IT 신의 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투자에 한 확신이

나 지속 인 투자에 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이 아직까지 IT에 

한 자원 투입을 장기 인 략에서 ‘투자’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단기 략에서 ‘지

출’ 는 ‘비용’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  하나는 새로운 IT 랫폼과 개념

들이 등장할 때마다 장 빛 측에만 혹되어 성 하게 도입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요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성 한 요구는 해당 IT 랫폼과 개념에 한 실망을 낳

고 결국 사장시켜 버리는 결과를 낳곤 했다. 이로 말미암아 사 인 자원 낭비가 발생

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김용희 외, 2012). 

이 듯 실망스러운 사례도 있지만 결국, IT에 한 투자는 확 될 수밖에 없다. 따라

서 경 인의 투자와 지출에 한 인식을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의 운

효율성을 극 화하는 략이 필요하다. 

재 기업환경에서는 새로운 IT 략 랫폼 등장에 따른 물리  자산에 한 투자 

확 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제는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IT 자산 투자가 필요

하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 (Cloud 

Computing)이다. 클라우드 컴퓨 은 다양한 분야에서 개념 정립을 해 노력 이며 

그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 은 2006년 구 (Google)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매우 역동 이고 다

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즉, 클라우드 컴퓨 의 등장은 IT 자원의 이용에 한 

이 ‘소유’에서 ‘임차’로 변환됨과 동시에 기업 정보시스템 환경의 궁극 인 변화를 이

끄는 동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무선 인터넷의 근성이 개선되며 등장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개인의 

컴퓨  환경도 변하고 있다. 비처 모바일(Bitzer Mobile)의 CEO인 나임 자 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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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클라우드 환경의 도래를 견하면서 모바일이 더 이상 하나의 범주가 아니라 

기업 환경의 주된 기반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측했다(Gibbs, 2003).

개인이나 조직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Mobile Cloud 

Service)를 활용하여 애 리 이션  자원 공유를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합리 인 의사 결정을 도출하기 한 주요한 팩터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 듯 상황에 한 인식은 성숙되고 있는 반면에, 실제 국내의 모바일 클라우드 시

장은 아직 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IT 서비스와 련하여 경 의 주요 의사결

정이 아직도 장기 인 내  변화보다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외  변화에 치 하고 있

으며, 투자라기보다 비용이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김용희 외, 2012).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최근 형 IT 기업들과 통신 사업자들을 심으로 모바일 클라우

드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소 SI 등을 심으로 소기업 역시 활발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게 요시되고 있는 모바일 클라우드의 개념을 소개하고, 모바일 

클라우드가 과연 조직과 개인에게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지 시스코

(CISCO)가 A사와 력하여 구축하고 있는 서비스 사례를 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II. 모바일 클라우드란 무엇인가?

모바일 클라우드를 논의하기에 앞서 클라우에 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 에 해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에서는 이용자가 

정보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확장성

(scalability)을 지원받으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 이고, 언제 어디서나 용

이하게 구성이 가능한 정보 자원의 공유된 풀(shared pool)로의 네트워크 근을 통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on-demand) 이용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정의하 다(이호 ․강홍

렬, 2011; Mell & Grance, 2011).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에서는 클라

우드 컴퓨 을 IT 자원을 직  설치할 필요 없이 ‘원격’으로 빌려 쓰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신(新) 컴퓨터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하 다. 한 방송통신 원회에서는 “규모

의 경제에 입각한 규모 분산 컴퓨  패러다임으로서, 거 한 IT 자원을 추상화,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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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명 정의

이안 T. 포스터

(Ian T. Foster)

인터넷을 통하여 외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컴퓨  워, 스토리지, 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가상화되고, 동  확장성  리가 가능하며, 규모

의 경제성이 있는 규모 분산 컴퓨  패러다임

가트

(Gartner)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많은 고객에게 수  높은 확장성을 가진 자원들을 서비

스로 제공하는 컴퓨 의 한 형태

포 스터 리서치

(Forrester Research)

표 화된 IT 기반 기능들이 IP로 제공되고, 언제나 근이 허용되며, 수요 변

화에 따라 가변 이며, 사용량이나 고를 기반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웹  

는 로그램 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형태

키피디아
인터넷으로 자원이 제공되는 형태로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개발하는 컴퓨터 

기술의 활용을 의미함.

IBM
웹 기반 응용 소 트웨어를 활용해 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 가상공간

에서 분산 처리하고, 이 데이터를 컴퓨터나 휴 폰, PDA 등 다양한 단말기에

서 불러오거나 가공할 수 있게 하는 환경

구
사용자 심, 업무 심의 수백 는 수천 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단일 컴퓨

터로는 불가능한 풍부한 컴퓨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IEEE
소 트웨어를 자신의 PC에 설치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인터넷에 속하여 각

종 IT 기기를 이용하여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이용자 환경이자 

랫폼

KT 스토리지, 서버, 소 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빌려 쓰는 서비스 방식

산업통상자원부

(구 지식경제부)

IT 자원(서버, 소 트웨어, 장 용량 등 컴퓨 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직  

설치할 필요 없이 ‘원격으로 빌려 쓰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신 컴퓨  

패러다임

방송통신 원회
하드웨어  소 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인터넷에 속해서 빌려 사용하

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출처: 이주 (2010)을 바탕으로 재구성.

<표 1> 클라우드 컴퓨 에 한 정의

화하여 동  확장이 가능한 체계로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하는 컴

퓨  서비스 환경”으로 정의하 다. <표 1>에서 클라우드 컴퓨 에 한 다양한 정의

를 정리하 다.

클라우드 컴퓨 은 자원의 공유  서비스 이용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

다. 개방 여부에 따라 IaaS, PaaS, SaaS로 구분하고, NIST의 구분에 따라 퍼블릭

(public), 라이빗(private), 커뮤니티(community)  하이 리드(hybrid) 클라우드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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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경제부(2012).

<그림 1> 클라우드 컴퓨 의 구성

분하는 방식이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술 구성 으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클라우드 컴퓨 은 IT 자원을 언제 어

디서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클라우드 제공자, 클라우드 네트워크, 클라우

드 터미 로 구분할 수 있다. 더불어 클라우드 컴퓨 은 기존의 하드웨어, 소 트웨어, 

SNS, 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을 수용하는 통합 서비스로 발 하고 있다. 이는 용량

의 데이터를 합리 으로 처리하는 데 가장 수월한 매체라고 할 수 있다. SaaS, PaaS, 

IaaS에서 고성능 컴퓨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타 산업과의 융합을 한 통합 솔루

션 제공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재 기업 단 의 클라우드 컴퓨 은 고성능 컴퓨

(hi-performance Computing, 20%, 이하 HPC), 결정과 분석(Decision & Analytic, 20%), 

상호작용 로세싱(Transaction Processing, 20%) 수 이며, HPC가 2년 내에 40% 수

으로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지식경제부, 2012).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하여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의 확산에 따른 개선된 모바일 

환경과 애 의 iOS, 구 의 안드로이드, 리 스 진 의 리모, 이어폭스, 림(Rim)의 블

랙베리 OS 등 고성능의 모바일 OS의 발 에 클라우드가 결합하여 모바일 클라우드 컴

퓨 이라는 개념으로 진화하 다. 모바일 클라우드의 개념은 매우 단순하다.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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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isco Consulting Service(2011).

<그림 2>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마다 사용하고 쓴 만큼 지불하는 클라우드 컴퓨 과 모바일의 개념이 결합된 것으로 다

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모바일 클라우드

다(Mell & Grance, 2011).

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네트워크 제약을 극복하기 해 디바이스에 

장할 데이터와 수행할 작업을 클라우드에 넘김으로써 단말기의 기능을 무한히 확장하

여 좀 더 풍부하고 소셜화․개인화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 라 시스템

을 구축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방 한 IT 자원  애 리 이션을 디바이스의 제한 없이 

효율 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구조 으로는 기업 내부 환경을 구 하는 라이빗 클라우드와 개인 사용자가 인터

넷 환경에서 자유롭게 지원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사이에서 개인에게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성을 강조한 서비스로 모바일 스마트 디바이스에 특화된 서비스  랫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오용선, 2011; Mell & Grance, 2011). <그림 2>는 그러한 모바일 클라

우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방송, 인터넷 등의 ICT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 심의 단방향 서비스에서 모바일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산과 함께 이용자 심의 양방향, 개인화, 모바일화  지능화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ICT 서비스의 진화 과정 속에서 모바일 클라우드는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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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클라우드의 장 에도 불구하고 보안 문제와 기 비용 문제, 그리고 비용 

감에 한 불확실성 문제, 리 운  문성 부재 등이 클라우드 도입에 방해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III. 시스코의 클라우드 구  서비스

시스코에서는 모바일 클라우드를 포함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IaaS나 

다른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환할 때 포 이고 건축학 인 방법으로 근한다. 이는 

다음 기본 4단계로 진행한다. 가장 먼  략 수립 단계다. 해당 문가들이 클라우드 

컴퓨 이 정말로 비즈니스 략에 합한지에 한 질문을 하고, 그에 한 평가에서부

터 아키텍처  보안 계획, 디자인, 구 , 최 화 기술을 찾는 것까지 모든 범 에서 회

사에 알맞은 클라우드 컴퓨  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 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로세스들은 IaaS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가상화, 서비스 통합, 보안 등과 같은 다  기술 

분야 반에 걸쳐 복잡한 데이터센터를 디자인하는 데 사용된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

다. 

두 번째 단계는 계획  디자인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아키텍처 디자인, 데이터센터

용 문 기술, 보안뿐만 아니라 , 트 , 다른 서비스 제공 업체 사이에 조화가 필요

하다. 결과 으로 End-to-End IaaS 아키텍처 청사진, SLA 디자인, 미그 이션 로드맵

(migration roadmap), 시설, 기계 이면서 기 인 디자인, 일반회사 제어, 임워크, 

보안 기술 아키텍처, 사용자 지향 인 포털 디자인, 물리 인 안   보안, 미래 클라

우드 변화 응 략 등이 회사 비 과 일치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다음 일어날 통합

과 구 에 한 석을 마련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구 (enablement) 단계로 보안 기술 아키텍처, 보안 포털 디자인, 자동화 

감사, 물리  안   보안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입증된 방법론, 성공사례, 클

라우드 환경을 갖춘 코어 시스템(core system)에 한 지식 등을 참고로 해 재 사용 

인 환경을 클라우드 유틸리티 컴퓨  아키텍처로 미그 이션할 수 있으며 한 IaaS

를 정해진 시간에 구 할 수 있다. 구  단계에서 지식을 지속 으로 달함으로써 조

직 내부 문가들에게 운 상의 신뢰를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최 화 단계다. 이 단계에서 IaaS 도입을 앞당길 수 있으며 운 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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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isco Consulting Service(2011).

<그림 3> 클라우드 컴퓨  가치 사슬

자본에 한 감, 보안 개선, 비즈니스 민첩성 확보, 확장성 등에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구  서비스를 사용하면 자원을 공 하고, 애 리 이션  서비스를 

가상(virtual)화하고, 비즈니스 복원력을 개선한다. 안 한 클라우드 환경을 한 가상 

인 라의 모든 단계에 강력한 보안 환경을 구축하며, 재 사용 인 클라우드에 앞으

로 개발될 클라우드를 추가하거나, 선택한 근 방법을 포함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한 

클라우드 모델 부분의 기능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방송통신 원회, 2012).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을 수행하기 해 시스코에서 비한 클라우드 컴퓨  가치 

사슬(value chain)은 <그림 3>과 같다. 

IV. 시스코의 A사 모바일 클라우드 구축 략

국내 최고의 스마트 디바이스 제조사인 A 기업은 경쟁사 클라우드 서비스가 스마트 

단말 시장에서 강력한 잠김(lock-in) 효과를 보이자 이에 한 응 서비스로 메신  



 최병무․최정일․안상형  97

출처: 시스코 내부자료.

<그림 4> 시스코의 A사 m클라우드 로직 개념도

심의 모바일 클라우드가 필요했다. 

이 로젝트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 , 경쟁사처럼 한 종류의 OS 기반  

디바이스 랫폼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 랫폼(multi-platform)을 

지원하고 다양한 종류의 멀티미디어 일을 송하며 보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화상 채 과 다양한 언어로 동시 번역이 가능한 텍스트 채 (text chatting) 

환경을 구성해야 했다. 한 서비스 상 역시 지역(local)이 아닌 로벌(global) 단

로 해야 했기 때문에 안정 인 네트워크 기반 아래 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했다. 더불어 특정 지역에 데이터 처리 수요가 몰리면 해당 지역에 ICT 자원을 집 하

는 등의 분배 밸런싱 기능도 필요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해서는 IaaS 기반으로 어떠한 서비스도 수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센트릭 클라우드(network centric cloud) 기술을 활용하고, 서비스의 갑

작스런 수요 증가에 비하기 해서는 <표 2>와 같은 단계별 인 라 표 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구성은 A사의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을 해 시스코

가 <그림 5>와 같이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단계에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기 구

축된 POD 인 라스트럭처에 서비스 컴퓨 만 추가하면 된다. 이는 기존 POD 인 라

를 활용한 것으로 복 네트워크 비용 감소  투자비용 최소화의 기반이 된다. 한 

서비스가 량으로 확 되면 서비스 분산  신규 서비스 단계로 나아가고, 다수의 존

(zone) 서비스 네트워크 통합  존 간 이동을 한 센터 코어를 구성하게 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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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인 라 안정성 클라우드 인 라 리/호환성 클라우드 인 라 확장성

․가상화를 통한 서버 분리

․무 단 네트워크 실

․고 가용성 디자인  기능 용

․동일한 장비 구성

․신속장애 응 가능

․확장이 용이한 구조

․서버/스토리지 증가 비 용이

․다양한 서비스 수용 가능 

출처: 시스코 내부자료.

<표 3> A사의 네트워크 인 라  

Virtual Data Center Pod Concept Zone Concept

․“A” 클라우드 컴퓨  네트

워크 인 라스트럭처 수립

․컴퓨 과 네트워크 인 라

스트럭처 버추얼라이제이션 

․클라우드 서비스 자동화  

확장가능한 시스템 비

․서비스 성능 최 화  운

리 포인트 최소화

․클라우드 서비스 최소 단

․동일 서비스 확장  Cloud 서
비스의 성능 최 화 

․Pod 간의 가상 이동성 지원

․효과 인 동작을 한 이어 2 
아키텍처 구성

․Pod 간의 가상 이동성을 한 

공통 SAN 스토리지 팜(storage 
farm) 구성

․신규 서비스 도입  동일 서

비스 확장 개념

․구역(zone) 간 동작 지원을 

한 이어 3 아키텍처 구성

․멀리 POD/구역 컴퓨터 인 라

를 한 Nexus 7000 Core 구
성

․공통 서비스를 한 구역 스토

리지 팜 구성

<표 2> 수요 증가에 비한 클라우드 인 라 표 화 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출처: 시스코 내부자료.

<그림 5> A사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단계별 확장

해 클라우드 센터에 스토리지 팜(storage farm)을 구성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시스

코는 A사를 한 클라우드 센터 아키텍처 모델을 완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A사는 <표 3>과 같은 네트워크 인 라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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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를 바탕으로 A사는 사업 투자비용의 최 화, 불필요한 IT 자원 추가 구매 방지, 사

업 성장 추이에 따른 유연한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더불어 유력 경쟁사처럼 모바일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V. 결론  시사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  환경은 이미 로 스(Rogers, 2003)가 제시한 신 확산 이론

의 후기 다수(late majority)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Cisco Consulting 

Service, 2011). 반면에 국내시장의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수 은 아직 얼리어답터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 국가와 비교하면 분명히 기술의 격차

가 존재하며, 이는 국가 경쟁력의 성장을 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재 기업들이 축 한 IT 자원 공유에 한 거부감과 정보 유출에 한 우려가 아마

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큰 제약으로 분석된다. 그러한 제약이 국내 클라우

드 시장 생태계를 황폐하게 할 수 있으며 당면한 제약 조건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분명 

데스크톱/모바일 OS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내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단순하게 기업의 략 수 에 맡기기보다는 민․  력을 통해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

동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 그와 함께 IT 갈라 고스화 문제를 방지하기 해 로벌 

기업과의 략  제휴를 통해 원천․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기술 격차를 여야 하며, 

국제화된 수 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법 ․제도  인 라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기업 역시 정부 정책에만 

기 기보다는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기 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좀 더 개

개인의 성향에 맞는 개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재를 양성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모바일 클라우드의 정의와 시스코의 A사 모바일 클라우드 구축 사례

를 논의하 다. 모바일 클라우드는 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기업의 내

재된 잠재력을 끌어 낼 수 있는 동인이 될 것이다. 모바일 클라우드를 체계 으로 정비

된 기존 IT 인 라와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자원으로 변화시키는 노력과 이를 통

해 기업의 경쟁력을 극 화할 수 있는 방안을 꾸 히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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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It Really Valuable Artifact?”: 
Focused on “A” Company’s Mobile Cloud 

Establishment of Cisco

1)Paul Choi***
Jeongil Choi***

Sanghyung Ahn***

Perspective on the use of IT resources is now extended from possession to renting 

and from wired to wireless. This study attempts to consider the case study of mobile 

cloud service as a major infrastructure of information technology. Through this case 

study, we would like to explore how companies can create a business opportunity and 

what are the constraints and needs for designing a service based on new Information 

technology. 

The case in this research based on an experience that global IT leading company, 

CISCO and one of the best electronics company, company “A” on construction of 

mobile cloud environment. CISCO gave a value chain solution through offering 

company “A” to a stable cloud infra based on network and server technology and its 

efficient management skills that guarantee compatibility and scalability. Using that, 

company “A” constructed stable private/public cloud service environments through 

applying the solution to the scalable architecture. The service environments make new 

business chances based on IT in the global market. 

In this study, even though many domestic companies recognize the need for 

accepting the new information technology but they also concern about the information 

*Doctoral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Soongsil University & Managing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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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kag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courage the companies that to 

challenge by showing a successful example.

Keywords: ICT value chain, mobile cloud, cloud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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