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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미국에서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

용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IBM은	본	문서에서	

검토한	제품이나	기능,	서비스를	다른	국가에

서는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정보는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기능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한국	IBM	비즈니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IBM이	제시하는	방향	및	의도에	관한	모든	언

급은	특별한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는	SOD에	의해	명시됩니다.

IBM,	IBM	로고,	Active	Memory,	AIX,	

BladeCenter,	EnergyScale,	Power,	

POWER,	POWER8,	PowerHA,	PowerVM,	

POWER	SYSTEMS	및	POWER	SYSTEMS	

Software는	미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	사용

되는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IBM이	소유한	미국	상표의	전체	목록은	다음	

사이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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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IT 도전 과제와 그 해법

-	금융	비즈니스	과제와	금융	IT의	도전	과제

-	IBM	원스탑	통합	유지보수	서비스가	제시하는	해법		

-	IBM	원스탑	통합	유지보수	서비스	지원	영역

IBM 원스탑 통합 유지보수 서비스 차별화 요소  

-	종합상황통제센터,	콜센터

-	프리미엄	운영	지원	서비스	

-	기술지원	서비스를	위한	Watson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	

금융권 통합 유지보수 대표적 사례

-	하나금융그룹

-	우리금융그룹			

IBM 통합 유지보수 서비스의 효과

찾아가는 세미나 / 상담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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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	도입	및	신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고객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	IT는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정	비용을	포함한,	기존	IT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과	운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즉,	IT의	안정적인	운영과	생산성까지도	고려해야	하고,	단순화되고	체계적인	관리와	장애	없는	고가용성을	보장하며	

비즈니스	과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사업 기반 확충
글로벌	진출,	포트폴리오	다각화,	모바일	등을	통한	신규	고객	확보

금융 서비스 및 비용 효율화
점포	최적화,	비대면	채널을	통한	수익성	강화,	그룹	계열사간의	시너지	창출		

디지털 금융, 핀테크 등 신규 트렌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사	전략	강화,	핀테크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역량	확보,	단계별	테스트를	통한	실질적인	검토

자본 시장 및 보안, 재해복구 등의 각종 규제 대응
금융사	내부통제나	리스크	감시	체제	구축,	자동화	및	체계적	거버넌스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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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비즈니스 과제와 금융 IT의 도전 과제

IBM 통합 유지보수 서비스를 

알면 길이 보입니다 

금융권 IT 
도전 과제와 
그 해법

금융	비즈니스	과제

금융	IT의	도전	과제

IT 환경 복잡성 증가에 따른 대응 
	비즈니스	이슈에	대응	가능한	인프라	운영과	신기술	적용을	통한	업무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복잡해지고	있는	IT	환경,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체계적	시스템으로	안정적	

환경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 예방 
CIO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동시에	고객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IT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사전	점검	체계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비용 절감 
저금리,	저성장기조에	따른	기업의	비용	관리로	IT	환경	투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IT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대상	유지보수	자원이	늘어	나는	지금,	직간접	비용	절감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HOW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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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스테이션

모바일

기기
서버 방화벽 라우터 스위치 허브

운영

시스템

기타	

디바이스

단일	창구를	통한	업체	관리,	거버넌스,	인벤토리	및	자산	관리,	보고,	분석	및	인사이트	확보

기존 IT 환경 옴니 채널 환경

IBM 퉁합 운영 모델 기반 프로세스 일원화

IBM	원스탑	통합	유지보수	서비스(Multi-Vendor	Service)	소개

통합	유지보수	서비스는	개별	벤더	지원	체계에서	멀티벤더,	통합지원전략으로의	전환을	통해	

IT	비용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IT의	운영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비스	딜리버리,	계약	

구조를	단순화	및	표준화	하고,	지능적인	시스템	관리	툴을	적용하여	서비스	딜리버리	일관성을	

확보하며,		IT	거버넌스	체계를	재확립하여	기업의	IT	운영을	차별화	할	수	있습니다.		

After 
IBM 원스탑 

통합 유지보수 후 

비용	최적화,	가용성		증대,	

서비스	레벨	향상

IT	자산	관리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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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원스탑 통합 유지보수 서비스가 제시하는 해법  

Before 
IBM 원스탑 

통합 유지보수 전 

비용	증가,	가용성	리스크,	

복잡한	운영	관리

IBM 원스탑 통합 유지보수 서비스 지원 영역

선제적 장애예방 

중심 장애 처리  
프리미엄 운영 지원 멀티 벤더 관리 및 지원  

•		24*365	콜센터,	IBM	종합	상황	

통제센터를	통한	장애	지원	

•		장애의	신속한	처리	및	장애	복구	지원	

•		장애발생	시	현장	지원,	원격	점검	

•		장애	이력	관리	

•		변경	작업	및	가용성	분석을	통한	

리스트	관리

•		시스템	성능	점검	및	튜닝	지원	

•		정기/수시	예방	점검	

•		시스템	구성	요소	진단	컨설팅	

•		전산	환경	진단	컨설팅	

•		통합유지보수	전문	PM을	통한	지원	

•		프리미엄	운영지원	서비스:		

						장애	발생시	업무	영향도	분석,	성능,	

자산,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	

지원	서비스

•		멀티	벤더	및	지원	조직	관리	일원화

•		인벤토리	이력관리		

•		시스템	교육	지원	관리

•		월간/분기/수시	점검	보고서	

통합 운영 모델 기반 프로세스 일원화

지원가능 제품군

Servers Storage

Networking Software

기타 장비

•		IBM	Mainframe,	

Power

•	HPx86,	HP	Unix

•		Dell,	Sun,	Oracle,	

Lenove

•		IBM	Disk,	Tape,	San,	

Flash

•	Hitachi	data	system

•	EMC

•	NetAPP

•		Riverbed

•		ChechPoint

•		Juniper

•		Cisco

•		Linux

•		VMWare

•		Citrix

•		Oracle	DB

•		MS	SQL

•		IP	Phone

•		Access	Point

•		PC/Printer

•		Tablet,	Mobile	PC

•		항온항습기

•		iPad

•		iPhone

•		Macbook

Multi-Vendor Services

 각 부서가 다수의 업체와 컨택

다수의 접촉
업체	관리,	거버넌스,	인벤토리,	보고	및	분석

워크

스테이션

모바일

기기
서버 방화벽 라우터 스위치 허브

운영

시스템

기타	

디바이스

업체 업체 업체업체 업체 업체업체 업체 업체

MVS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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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4x365	콜센터,	

종합관제실

02. 
프리미엄	운영	지원	

서비스	

03. 
기술지원	서비스를	
위한	Watson

04.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	

장애	상황실

특징

IBM 종합 상황 통제 센터

장애	처리	상황	모니터링 장애	상황	전	방위	통제 장애	등급	판단	및	조정

변경	

작업	지원

장애	

복구	지원

유지보수	작업	

종합	상황	통제

24시간	처리	상황	감시	및	

임원진	전폭	지원

IBM은	본사	내에	종합상황통제센터(CAM:	Center	of	Availability	Management)를	두어	각	

고객사의	장애	처리	상황을	감시하고	필요	시	임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전사	역량을	항시	투입할	

수	있는	종합	상황	통제	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일정한	시간	내	복구가	안되면	심각도	상향	조정	및	측면	지원

운영	지원팀 IBM	지원팀 Wintel	지원팀

Storage	지원팀S/W	지원팀 Solution	지원팀
전담 근무자

24x365	자동화	툴	및	

전문	담당자

비상 장애 
대책반 가동
(담당	임원	지휘)

IBM 서비스 
총괄 책임자

(유지보수	담당	임원)

감시1) 지원 관리

계통도 [장애처리]

•		자동화	툴	및	전문 담당자가 24시간 고객 사 장애 처리 상황을 

감시하고,	미	해결	시	즉시	보고	및	전파

•		긴급장애 시	즉각적인	유지보수	담당	임원	및	사장	즉시	보고

•		장애	처리에	있어서	현장	엔지니어에	의존하지	않고,	전사 

지원 역량을 활용

•		신속한	장애	해결	및	현장	지원을	위한	기술 인력 및 부품 확보

Multi-Vendor ServicesMulti-Vendor Services

IBM 원스탑 통합 
유지보수 서비스 
차별화 요소  

종합상황통제센터,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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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	구축	및	맞춤형	서비스는	상세	지원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프
리
미
엄
	운
영
		지
원
	서
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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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맞
춤
	서
비
스

PMS
Performance
Management 

Service 

SJmon을	

활용한	성능	

관제	분석	

서비스

TSA
Technical 
Support 

Appliance 

IBM	툴	기반	

인벤토리	

관리	서비스

NIS
Nagios Im-

plementation 
Service 

오픈소스인	

Nagios를	

활용한

시스템관제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서비스

VIS
Virtualization 
Implementa-
tion Service 

가상화	구축	

및	유지보수	

서비스

CFIA based MVS
Continuous Availability Enhancement Service 

through BIA

장애발생시	업무	영향도	분석,	성능,	자산,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	지원	서비스

기대 효과

•	 장애 사례 및 장애 원인 검색을 위한	지원	시간	최적화

•		직원	업무	능력의	상향	평준화: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직원도	Watson의 검색 자동화 및 추천 

결과를 활용하여 고객 지원

•		문제	해결률	향상	및	현장	지원	시간	최적화

•		신속한	장애	원인	규명에	의한	서비스	중단	시간	감소	및	고객만족도	향상

Watson for TSS 향후 적용 계획

•		현재	통합	유지보수를	위한	타사	기술	지원에	대한	기능	

개발	중

•		향후	고객이 직접 사용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모바일	

기기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	예정

•		한글화	완료	시	장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툴로	활용

Watson for TSS를 활용한 원격 지원

Watson	for	TSS

원격지원	툴

❶
고객의 원격 

지원 요청

❻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해결

❷
Watson을 활용한 

장애원인 / 해결 방안 질의

❺
Watson 제공 결과

기반 실행 방안 제시

❸
문제 원인 및 해결 방안을 

위한 Watson 분석

❹
우선 순위화된 

답안 제공

Watson	for	TSS	지식엔진

Multi-Vendor Services

프리미엄 운영 지원 서비스

컨설팅,	전문	PM	지원,	운영효율	향상	서비스	제공		

IBM은	고객의	업무	가용성과	성능향상에	기반하여	전체	시스템	및	성능관제,	인벤토리	관리의	

인프라	운영에서	가상화	구축서비스까지	아우르는	프리미엄	운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고객의	다양한	요건을	충족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기술지원	서비스		

장애	사례	및	장애	원인	검색	자동화를	위해	IBM의	A.I.	플랫폼인	Watson을	접목한	원격	지원용	

툴인	Watson	for	TSS를	활용하여	신속한	장애	원인	규명	및	장애처리	시간을	단축합니다.

Multi-Vendor Services

기술지원 서비스를 위한 Wat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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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은	지난	수	십년간	쌓아온	방대한	오픈소스	기술과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오픈소스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IBM 통합 유지보수 
서비스를 알면 
방향이 보입니다

Multi-Vendor Services

오픈소스 지원 서비스

Multi-Vendor Services

국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시장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연평균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BM	리눅스	지원	서비스와	오픈소스	원스탑	지원서비스를	통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오픈소스의	가치를	극대화	하십시오.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리눅스 환경 운영에 대한 모든 것

IBM	리눅스	지원서비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Redhat과의	

글로벌	협력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한국 IBM과

Rogue Wave 

협력지원

국내외	No.1	

서비스	전문인력과	

오픈소스	지원

L1~L3	support	및

전담 엔지니어 

기술지원
(Linux	Subscription	포함)

40종 이상 SW

패키지 전문지원

다양한	오픈소스	SW	

지원	역량	보유

오랜	경력의	

IBM전문가가	

장애	발생시

즉각 대응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오픈소스 지원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지원

관리에서부터 운영까지 오픈소스에 대한 모든 것

IBM 오픈소스 원스탑 지원서비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Linux 지원 서비스 IBM 오픈소스 지원 서비스

•	Linux	Subscription	&	원격	기술지원	서비스

•	유지보수	지원	서비스(=“Care	pack”Service)

•	오픈소스	환경	구축	지원	서비스

•		CentOS,	MongoDB,	MariaDB,	Docker,	Apache	

Tomcat	등	40개	이상의	오픈소스	패키지	지원

IBM은 오픈소스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하여

 와의 파트너쉽 가지고 있으며, 

협력 지원을 통하여 40개 이상의 

오픈소스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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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카드,	증권의	유지보수	서비스	통합과	비용	절감

•	시스템	안정성	확보,	즉각적인	장애	대응	및	예방	

•	새로	이전한	데이터	센터와의	통합을	위한	IT	효율화	

•	자회사들의	서비스	구조	표준화	및	단순화	

	•	IT	자회사의	역량	강화	및	신기술	도입을	위한	협업

•	하나의	통합	계약으로	서비스	딜리버리를	단순화,	표준화

•	SPOC(Single	Point	of	Contact)를	통한	유지보수	제공	

•	PMO를	통한	거버넌스	구조	재확립

•	IT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예상되는	문제를	분석하는	CFIA	적용	

•		자주	사용	되는	파트	재고	사전	확보하여	원격	데이터	센터에	공급되는	리드	타임	최소화	

•		장애	처리	완료	전까지	진행	과정	및	벤더	관리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Call	Management	

System	

•	통합유지보수	서비스의	비용	절감	효과

•	우수한	기술	지원	역량	

•		새로운	데이터	센터와의	유연한	통합,	PMO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과	딜리버리	구조	제공	

•	3년	장기	계약을	통한	유지보수	비용	절감	

•	100개	이상의	벤더	계약을	단일	계약으로	일원화	하여	벤더	관리의	복잡성	단순화	

•	미션	크리티컬한	금융	IT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

•		장애진단,	원인	분석,	해결을	위한	시간	단축,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및	리스크에	사전	대응	

•	자사	직원들이	보다	핵심	업무,	비즈니스	우선	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됨	

다수의 네트워크 유지보수 업체로 인한 비효율성 증가

•	유지보수	업무의	비효율성	증가

•	통합	보고	및	통합	관리의	필요성	증대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의 필요성 증가

•	빠른	장애	처리를	통한	가용성	향상	필요

•	유지보수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	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	필요

유지보수 비용 절감의 필요성

장애 접수 및 운영 체계 단일화 진행

•	SPOC(Single	Point	Of	Contact)를	통한	유지보수	제공

•	업체별	지원	체계를	통일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	규모의	경제로	비용	절감	가능성	증대

철저한 장애 예방 관리

•	네트워크	컨설팅	중점	목표	합의,	네트워크	구성	분석,	Traffic	수집	및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	다	장애	특정	장비	교체,	비정상적	네트워크	Log	분석	및	안정적	NOS	버전	적용

매월 통합 보고서 작성 및 장비 실사 지원

•	서비스	이력	관리	룰을	통한	장애	추이	검토	및	장애	재발	방지

•	컨설팅을	통한	신속한	현황	파악과	고객	요구	사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

•	고객은	유지보수	수행업체의	통합을	통해	실제	유지보수비용	5~7%	비용	절감	성공

•	운영	인력의	업무	부담감소와	중점	업무	집중효율화와	장애	감소로	간접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음

•		정기적으로	담당자와	유지보수관련	업무회의를	개최하여	발생	이슈와	진행과정을	보고	

받으며,	향후	진행	방향	수립

•	발생원인	추적	가능과	동시에	장애처리	지원	보고를	받음으로써	즉각적	진행	상황	파악	가능

하나금융그룹 통합 유지보수 서비스

비즈니스 요구사항 비즈니스 요구사항

IBM 서비스

IBM 서비스

고객 혜택

고객 혜택

IBM의 가치

IBM의 가치

우리금융그룹 네트워크 통합 유지보수 서비스

Multi-Vendor Services

금융권 통합 유지보수 대표적 사례
IBM의	통합	유지보수	서비스에	만족한	많은	금융권	고객들은	재계약을	통해	

IBM과	장기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일관되고	일원화된	관리	

체계로	다양한	네트워크	

업체	및	장비	관리	서비스	

제공

우리금융그룹 

IT 네트워크 컨설팅 및 

장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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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빠르게	향상된

문제	해결	시간

94% 
첫번째	콜에서

하드웨어	

장애	복구	

성공률	향상

64% 
원격	지원을	

통한	반복적	장애	

발생	해결률

43% 
벤더사	관리에	

필요한	시간	감소

+2.5년 
장비의	평균	

가용	기간

37% 
지원	작업에	

필요한	시간	감소

25% 
통합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비용절감

➊	전문인력

•		국내	500여	명	이상의	

유지보수	인력

•	40년	이상의	기술지원	경혐

•	209개	국가	127개의	언어지원	

•	전	세계	20,000명의	전문가

•	전	세계	57개	콜센터

➋	원스탑	서비스

•		단일	창구를	통한	총괄적	보고

•	단일	계약서와	청구서

•	유지보수	프로세스의	표준화

•		일관되고	종합적인	서비스	수행

➌	Watson을	통한	선제적	

					유지보수

•	선제적	지원	중심

•		IBM의	고급	분석	기술	

기반의	예지정비	서비스	지원

•		세계	최다	데이터	기반	

						IBM	기술지원	서비스를	

위한	Watson를	통한	

에이전트	지원

Forrester는	 2016년	 IBM의	멀티벤더	서비스를	도입한	24개사를	조사한	결과,	멀티벤더	

서비스는	고객으로	하여금	전체	IT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IBM 통합 유지보수 서비스의 효과

Multi-Vendor Services

이미 많은 기업들이 통합 유지보수 서비스의 

가치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IBM 기술지원사업부에서는 입증된 역량과 

첨단 기술로 전사 IT 환경에 최적화된 

IT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The	Total	Economic	Impact™	of	IBM	Multivendor	Support	Service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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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고객을 위한 

IBM 원스탑 통합 유지보수 서비스 

Multi-Vendor Services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세요?

아래	연락처로	찾아가는	세미나나	상담을	신청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십시오 

김상훈 대표     02-3781-7848				 joekim@kr.ibm.com

Multi-Vendor Services 19금융권	고객을	위한	IBM	원스탑	통합	유지보수	서비스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