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네트워크와
더 완벽해진 협업 환경
내가 선택하는 장소가 곧 사무실이 됩니다!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시스코 하이브리드 업무 솔루션



몇 분 만에 협업, 
보안 및 네트워크 설정

최근 많은 기업들 사이에서 원격 업무가 급속도로 일반화되고 있지만, 다시 팬데믹 이전과 같이 
출퇴근을 하며 사무실 근무 방식으로 돌아가는 기업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팬데믹의 
장기화와 함께 이제는 직원의 업무 목적과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업무 장소를 선택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업무 방식'이 주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몇 분 만에 협업, 보안 및 
네트워크 설정이 가능하고, 직장은 더 이상 직원이 가는 곳이 아니라 어디서나 일하는 그 장소가 
됩니다.  중견 ∙ 중소기업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모델을 채택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중소 규모 비즈니스 리더들은 이러한 문화 및 기술 변화를 관리하고, 
자사의 귀중한 데이타를 보호하기 위해, 그에 관한 지침과 안전한 협업 및 네트워킹 솔루션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시스코는는 30여년간 세계 유수 회사의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중견∙
중소기업들의 미래의 업무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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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만의 장점

플랫폼 접근 방식의 가치

그동안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서두르는 가운데 많은 중견∙ 중소기업은 확장성, 보안성, 
안정성등을 모두 함께 고려하지 못한 각각의 단편적인 기술을 채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복잡하고 관리가 어려운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성 향상에 제약이 되었습니다. 이제 실력과 
성능이 검증된 완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코의 플렛폼으로 복잡성은 줄이고 생산성을 
늘이는 최상의 가치를 누리십시오.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게 쉽게 확장 및 축소할 수 있는 안전한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합니다. 

애플리케이션과 기기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는 협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안이 모든 수준에서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줍니다.  

중소 규모 비즈니스 고객은 시스코의 업계 최고의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인 Cisco Talos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Talos는 알려진 위협과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비즈니스에 

피해를 주기 전에 이미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합니다. 클라우드 제공 

업데이트는 모든 수준에서 모든 것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고객이 비즈니스 요구 사항의 변화에 따라 솔루션을 확장하고 보완 기술을 추가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통합된 관리 시스템으로 분산된 애플리케이션, 보안, 네트워크, 사용자, 서비스 성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하여 관리가 편리하고, 사용자 경험의 최적화하고 다운타임을 최소화합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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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하이브리드업무 솔루션

보안

시스코는 멀웨어나 피싱 사이트, 유해 사이트 액세스를 

차단하고 어디서든 안전한 인터넷 액세스를 실현하는 

클라우드 보안 'Cisco Umbrella'를 제공합니다. 또한 'Cisco 

Duo'는 다요소 인증이나 단일 인증, 디바이스 가시화 등의 

기능을 제공하므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어도 부정- 로그인을 

방지합니다. 보안 어플라이언스인 'Cisco Meraki MX' 는 

안전한 원격 액세스에 필요한 VPN 기능을 실현합니다. 

클라우드에서 원격으로 관리 가능하므로 취약성에 즉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Wi-Fi 6에 대응하는 무선 LAN 액세스 포인트 및 그러한 

액세스 포인트를 묶는 스위치, UTM 또는 VPN 기능을 갖춘 

보안 게이트웨이, 셀룰러 게이트웨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Cisco Meraki’ 시리즈 - 100% 클라우드 

관리형 솔루션으로서 유선, 무선, 보안 등 네트워크 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단일 대시보드로 통합하여 원격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IT 부문의 인력이 없거나 적은 중견·중소기업의 

네트워크 문제 해결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협업

혼동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된 기능과 UI로 

구성된 'Webex App’ - 한 회의에 최대 1000명(영상 단말은 

200대)까지 참가 가능한 클라우드형 다지점 접속 회의 

서비스인  'Webex Meetings', 채팅을 통해 업무를 협의할 수 

있는 ‘Webex Messaging’,  고정 전화 통화를 어디서든 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전화 서비스 'Webex Calling' 을 통해 

원격으로도 얼마든지 협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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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중견 ∙ 중소기업 하이브리드 업무 포트폴리오

어디서나 근무

협업

네트워크

보안

재택 근무 사무실 근무

Webex Meeting

Cisco 헤드셋

●

●

Webex Suit (Meeting and Calling)

Webex Desk Cam

IP Phones

Cisco 헤드셋

Desk Series (Desk Mini, Desk, Desk Pro)

●

●

●

●

●

Meraki Z3, MX6x series or MX75

Cisco Business 
(가성비를 찾는 고객의 경우)

●

●

UMB DNS and UMB SIG

DUO-MFA

AnyConnect VPN (선택)

●

●

●

UMB DNS and UMB SIG

DUO-MFA

AnyConnect VPN (선택)

●

●

●

Webex Suite (Meeting and Calling)

Desk Series (Desk Mini, Desk, Desk Pro)

Room Series

Webex Board Pro

●

●

●

●

Meraki full stack series

(MX6x/75, Z3, MR36/44/46, 
 MS120-250)

●

●

UMB DNS and UMB SIG

DUO-MF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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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가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

시스코 문의 센터

도입을 검토 중인 고객분들을 위한 문의 창구입니다.

제품 관련 |  서비스 관련 |  각종 캠페인 관련 |  견적 의뢰 |  일반적인 질문

문의처

전화 문의

080-377-0880

시스코 캐피탈

시스코 캐피탈을 사용하면 중견·중소기업의 직원들이 회사에 필요한 기술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예산에 상관없이 구축, 어디서나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선결제 비용이 없고 0%의 

낮은 이자로 모든 것을 일정금액으로 나누어 지불하므로, 가용 현금을 다른 비즈니스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을 고민하십니까? 

미래의 스마트 오피스를 시스코에서 직접 경험해보세요.

● 투어 신청하기 : http://cs.co/9008zRCap

무료 평가판, 평가 및 POV

시스코 솔루션의 데모와 평가판을 이용해 시스코 제품의 가치와 편리성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Webex Meetings/ Webex Teams 무료평가판 : https://cart.webex.com/sign-up

● Cisco Umbrella 무료평가판 : https://engage2demand.cisco.com/LP=20148

● Cisco DUO 무료평가판 : https://engage2demand.cisco.com/LP=23750

기업용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해주십시오.

https://www.cisco.com/c/ko_kr/solutions/
small-business/solutions/small-business-
hybrid-work.html

시스코 영업부와의 상담을 원하십니까?
https://engage2demand.cisco.com/LP=8059

시스코 스마트 오피스 투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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