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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BYOD(Bring Your Own Device) 

머릿글 
BYOD(Bring Your Own Device)는 현재 또는 미래에 각 기업의 모든 IT 조직에 영향을 미칠 가장 영향력 있는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이 용어는 작업 공간에서의 장치 사용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IT 분야에 일어나고 있는 
메가트렌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BYOD란 무엇일까요? 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자신의 장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뜻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BYOD 트렌드는 그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최종 사용자들이 생산성 및 모빌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선택한 컴퓨팅 및 커뮤니케이션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고용주 뿐 아니라 직원이 
스스로 구입한 장치 역시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BYOD란 장소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모든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이 트렌드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IT에 어떠한 과제를 야기하는지 알아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Cisco® 기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Cisco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아키텍처를 제공하여, 최종 사용자들에게는 자신이 선택한 장치를 일터에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는 
동시에 IT에는 보안을 보장하고 데이터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어 능력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동인 
BYOD로 야기되는 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BYOD 채택을 주도하는 비즈니스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 장치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직원이 이용 할 수 있는 가장 발전된 도구였던 데스크톱과 랩톱 컴퓨터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랩톱, 넷북, 태블릿, 스마트폰, e-리더 등을 비롯한 소비자용 장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일상생활에서도 고급 생산성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들은 
IT 조직에 '왜 직장에서 이러한 훌륭한 생산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IT 
조직은 보안과 다수의 장치 승인 및 지원 능력 부족을 이유로 들어 이러한 아이디어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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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C 및 Non-PC 판매, 2011(백만)—출처: Deloitte, 2011 

 
 

지난해, 스스로 장치를 구입해야 한다 하더라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신들의 태블릿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최종 사용자들의 끈질긴 요구로 인해 많은 IT 부서에서 다소 덜 제한적인 정책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직원들은 기본적인 연결이 가능해지거나 더 나아가서는 IT 네트워크 및 기업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완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모든 IT 조직은 
신속하게 소비자용 장치 현상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요구, 다양한 장치 
과거 많은 이들이 데스크톱 PC나 랩톱을 보유하고, 음성 통화에 휴대폰을 사용했습니다. 휴대폰은 애플리케이션 
실행과 인터넷 액세스가 가능하고 카메라가 포함된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대체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랩톱 및 PC만큼이나 강력한 능력과 기능을 지원하며, 새로운 유형의 사용 방식과 애플리케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미래에는 하나의 장치로 컴퓨팅, 커뮤니케이션 및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모든 요구 사항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 용도에 가장 적합한 서로 다른 장치 사용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랩톱은 스마트폰만큼 휴대성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대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블릿 역시 강력한 장치이지만, 문서 작성 및 발표에는 
여전히 랩톱과 PC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갈수록 여러 개의 장치를 보유 및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하나로 모든 목적을 충족시키는 장치가 등장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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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다양한 장치 

 
 

이러한 트렌드의 영향으로 한 사람이 여러 장치를 자주 동시에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그 결과 전체적인 연결 장치의 
수가 매우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업무와 사생활의 중첩 
갈수록 업무는 장소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처리해야 하는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를 통해 기업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능력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직원들이 갖는 유연성은 놀라울 만큼 향상되고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업무 시간과 개인 시간 사이에 경계가 흐려져 직원들이 정해진 업무 일과를 버리고 자주 업무와 개인적인 
용무를 짜맞추어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연성의 부작용으로 사용자들이 아마도 개인용과 업무용 장치를 모두 가지고 다니며 이를 용도에 따라 바꿔 
사용하길 원치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업무 및 개인적 작업 모두에 하나의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랩톱을 사용하길 원하고, 기업에서 제공한 장치를 언제나 가지고 다니길 원치 않습니다. 

장치의 소유권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직원들이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는 데 자신의 개인용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기꺼이 사용합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장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 프로그램을 
고려하거나 실행하고 있으며, 원하는 장치를 구매하는 것은 직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치가 중첩되는 현상은 갈수록 장치상에서 기업 및 개인 데이터가 뒤섞이는 현상을 가중시켜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야기합니다. 

시간과 장치에 구애 받지 않는 모빌리티 
모바일 장치 및 모바일 장치가 네트워크상에서 생성하는 트래픽이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26배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대부분 시간 및 장소에 상관없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에 액세스하길 바라는 사용자들에 
의해 더 강력해진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통해 발생한 것입니다. 기업의 WiFi 네트워크, 모바일 제공자의 3G 및 4G 
네트워크는 물론 소매업체, 지방 단체 등의 공용 WiFi 구축이 폭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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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Worldwide Mobile Data Forecast 2010-2015 (출처: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2011) 

 
 

더 많은 직원이 Wi-Fi 및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해 업무에 쉽게 액세스하게 될 수록 이러한 네트워크는 더욱 크게 
확대될 것이며, 그에 따라 액세스도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광범위하게 
연결성이 확보될 것이며, 이는 기업 네트워크에 더 자주, 더 많은 장치들이 연결되고 언제나(24시간/7일)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비디오, 협업 및 리치 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업무 및 개인용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리치 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네트워크를 넘나드는 비디오 및 
멀티미디어 트래픽의 양도 매우 증가하였습니다. 협업 애플리케이션과 광범위한 모빌리티로 인하여 계속해서 리치 
미디어의 사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협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모바일 작업 스타일을 채택함에 따라 모바일 및 Wi-Fi 인프라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트렌드의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HD 카메라 및 비디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이 보다 강력한 소비자용 장치로 통합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역폭과 사용할 수 있는 4G 및 Wi-Fi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HD 미디어 스트림을 전송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일반화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태블릿 및 스마트폰 환경에서 최고의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이러한 효과가 제작 
품질에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장치로 인하여 원활한 모바일 HD 비디오 및 협업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 할 것입니다. 

IT 부서의 해결 과제 
BYOD를 채택하면 IT 부서에 일련의 과제가 발생합니다. 장치, 장소,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액세스 등 BYOD의 많은 
혜택은 보안 및 지원에 대한 전통적인 IT의 조건과 대조를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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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선택권 및 지원 제공 
전통적으로 IT에서는 작업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치 목록을 사전에 결정했는데,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데스크톱, 
랩톱, 그리고 때로는 휴대폰 및 스마트폰의 표준화된 소규모 집합까지도 이에 포함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이러한 장치 
중에서 원하는 장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장치 목록에서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BYOD에 대해, IT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장치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모든 장치 브랜드 및 폼 팩터를 사전에 승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또 IT 조직에서 직원들이 
작업 공간에 가져오는 모든 장치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다소 
비현실적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IT 조직에서는 거시적인 수준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할 장치 유형을 설정하고, 보안 
준비성이나 기타 요인에 의해 받아들일 수 없는 범주나 브랜드를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IT 지원 모델이나 
자체 지원 모델 같은 지원 내용들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 네트워크에 대한 안전한 액세스 유지 관리 
장치 선택권이 반드시 보안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IT에서는 Wi-Fi 보안, VPN 액세스 및 악성코드 방지 기능을 
제공하는 애드온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기업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모든 장치가 충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안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장치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각각의 장치를 식별하고 장치와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장치의 온보딩 
대부분의 BYOD 구현에는 데스크톱 PC, 랩톱, 넷북, 스마트폰, 태블릿, e-리더 및 협업 장치 등의 다양한 장치가 
포함됩니다. 일부 장치는 기업 소유로 기업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또 일부 장치는 직원이 직접 구입하여 
스스로 지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처음으로 새로운 장치를 연결하는 새로운 장치의 온보딩은 최소한의 IT 개입만을 요구하는 간단한 작업, 
이상적으로는 셀프 서비스 작업이 되어야 하며 이는 특히 직원이 가져온 장치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IT는 또한 
온보딩된 장치에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 온보딩은 클라이언트리스여야 하고, 이는 사전 설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셀프 서비스 온보딩 모델이 성공적으로 구현되면 게스트에게도 액세스를 
제공하도록 쉽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기업 사용 정책 시행 
기업에는 업종 및 각종 규정, 그리고 기업 자체의 명확한 정책에 따라 구현해야 하는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BYOD를 
채택하려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태블릿 및 스마트폰 같은 소비자용 장치에서는 보다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또 동일한 장치상에 개인 용무 및 업무가 뒤섞이면서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스마트폰은 대개 비즈니스 
전화 및 개인용 전화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태블릿에는 개인용 애플리케이션 및 비즈니스용 애플리케이션이 함께 
설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액세스, P2P 파일 공유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은 사용자가 개인적인 



  
  

 

6 
 

  

네트워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와 업무 시간 중에 기업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고 있을 때 각각 전혀 다른 정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장치에 대한 가시성 
전통적으로 직원들은 네트워크상에서 단일 데스크톱 PC나 랩톱을 사용하고 IP 데스크폰을 사용했습니다. 과거에는 
직원이 IT에 지원을 요청하면 네트워크상에 있는 해당 사용자의 장치를 찾아 간단히 문제를 해결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BYOD를 채택하게 되면서 각각의 직원들이 동시에 3~4개 내지는 더 많은 수의 장치를 네트워크에 연결시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 많은 수의 장치들이 다양한 모드로 실행되고 있고, 무선 이더넷에서 Wi-Fi, 
그리고 3G/4G 모바일 네트워크로 전환할 수 있으며, 세션 중에 이러한 다양한 연결 모드 상태를 넘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IT에서는 기업 네트워크 및 그 이상의 범위에서 모든 장치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도구를 갖춰야 합니다. 

데이터 보호 및 손실 예방 
BYOD 구현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기업 데이터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에 
액세스할 때 랩톱과 같은 기업 자산이 사용되는 경우, 대개 그러한 자산은 IT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거나 보다 강력한 
사용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부 업계에서는 HIPAA와 같은 기  규정, PCI 같은 보안 준수 규정, 또는 Sarbanes-Oxley 및 기타 법규 같은 보다 
일반적인 보안 관행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BYOD 채택에 있어서도 그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기업 소유 및 관리 장치의 경우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원 소유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일상적으로 개인적인 액세스 및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파일 공유 및 스토리지 서비스는 개인 데이터에는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기업의 기  
데이터에는 보안 침해의 잠재적인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IT에서는 기업 관리든 직원 셀프 지원 및 관리든 비즈니스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철저하게 제어되는 기업 데이터 컨테이너로서의 역할을 할 장치상의 안전한 비즈니스 파티션이 포함되며, 장치상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도 중요 데이터나 기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해 주는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요구도 포함됩니다. 

액세스 권한 철회 
직원 또는 장치 라이프사이클의 적절한 시점에 장치에 대한 액세스를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치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한 경우, 또는 직원의 계약 종료 내지는 기업 내에서의 직원의 역할 변경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T는 신속하게 모든 장치에 허용되는 액세스 권한을 철회하고, 가능한 원격으로 장치상에 있는 일부 또는 모든 
데이터(및 애플리케이션)를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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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격 벡터 가능성 
기업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장치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 반면 IT에서는 각각의 모든 장치를 완벽하게 평가하여 
적격성을 부여하고 승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보안 공격 벡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태블릿이 에드혹(ad hoc) WLAN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증된 장치가 에드혹 
WLAN을 통해 다른 장치와 테더링하고 있다면 비인증 장치 및 사용자가 인증된 장치를 통해 기업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을 통해 Bluetooth로 랩톱에 연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T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인증된 연결 장치에서 에드혹 WLAN 기능을 자동으로 비활성화하는 등 정책 실행 관리를 
유지하면서 갈수록 늘어나는 장치 및 기능의 사용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선 LAN 성능 및 안정성 보장 
무선 액세스가 보편화되면서 안정적인 연결 능력, 처리량, 애플리케이션 응답 시간 및 갈수록 늘어나는 음성, 비디오 
및 기타 실시간 협업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한 기대 역시 유선 네트워크에 대한 기대치와 
동일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는 IT에서 기업 WLAN 네트워크의 서비스 수준을 하나의 편리한 네트워크에서 업무상 
중요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로, 그리고 유사한 네트워크에서 유선 네트워크로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WLAN의 설계 
및 운영에는 고가용성, 성능 모니터링 및 완화는 물론 원활한 로밍 기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증가하는 연결 장치 관리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의 수가 증가하고, 각각의 직원들이 동시에 많은 장치를 연결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대부분의 레거시 IP 주소 계획은 보다 적은 수의 장치를 전제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IT 주소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에지는 물론 기업 네트워크 내부 모두에서 IPv6 구축에 필요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 해결 과제 
BYOD에 대한 요구는 작업 공간에서 사용하는 장치를 직접 선택하길 원하는 사용자들에 의해 대체로 좌우됩니다. 
따라서 사용자 측면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간편하게 
BYOD 솔루션 및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어떻게 사람들이 쉽게 기업 
리소스에 연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장치 기능의 수, 연결 유형 및 위치의 범위, 폭넓게 
채택된 접근 방식의 부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려운 문제를 야기될 수 있습니다. 

각 장치 브랜드 및 폼 팩터는 온보드 및 연결로 인하여 약간씩 다른 과정을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보안 예방 조치 및 
단계는 사용자가 시도하는 연결 방식 및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Wi-Fi에서 인증서를 
요구하는 반면 공용 Wi-Fi 핫스팟을 통해 연결할 때는 인증서와 VPN(Virtual Private Network), 그리고 기타 보안 
단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BYOD 솔루션은 가능한 사용자에게 간편한 솔루션이 되어야 하며, 연결하는 장소와 시간에 관계 
없이 공통된 환경을 제공하고, 가능한 장치 간에 유사한 형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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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장치에서의 업무 처리 
BYOD는 동일한 장치상에서 개인 용무 및 업무를 함께 처리하게 합니다. 연락처, 이메일, 데이터 파일, 애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액세스로 인해 여러 과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사용자는 개인 데이터와 업무 활동을 구분하길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 문자 메시지, 전화 및 여가 시간에 이루어졌던 인터넷 검색은 개인적인 정책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기업 데이터를 사용하는 문서, 파일 및 애플리케이션, 업무 시간에 수행하는 인터넷 검색은 
기업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고용주는 계약서 직원 소유의 장치 연결을 계약서 서명 여부에 따르게 하고 회사에서 규정 준수 여부, 
사용 정책 수용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하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 기업 데이터 보호를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부 경우, 여기에는 장치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원격 삭제가 포함될 수 있고 잠재적으로는 개인 데이터도 
이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IT 및 사용자 간 분쟁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생산성 및 환경 확보 
앞서 논의한 대로, BYOD의 주요 동인 중 한 가지는 직장에서 소비자로서 사용하는 생산성 도구의 이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직원들입니다. 기업에서도 그러한 생산성 도구를 포용함으로써 혜택을 누리길 원하지만, 기업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안 및 정책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안을 통한 관리가 지나칠 경우에는 생산성 효과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불만 사항 중 
하나로 태블릿에 VDI 클라이언트를 구축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재하는 기업은 
직원이 태블릿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VDI 클라이언트는 태블릿 및 스마트폰 
구축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사용자 환경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YOD 채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BYOD를 폭넓게 채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생각해야 할 고려 사항이 많습니다. 

사용자 부문 및 요구에 대한 이해 
모든 BYOD 구현에는 다양한 사용자 부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업 내의 사용자 
세분화을 분석하여 요구 사항과 필요한 지원 수준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예가그림 4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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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용자 세분화 및 요구 사항 

 
 

기업은 모두 서로 다릅니다. 그림 4 는 직원 역할에 따른 모빌리티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요구 사항 및 필수 
지원 수준에 대한 평가를 보여줍니다. BYOD 구축은 낮은 수준의 IT 지원만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는 쉬우며 셀프 
지원 커뮤니티를 활용해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수준의 모빌리티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진과 같은 높은 지원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축이 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분석을 수행하면 자격 정책 및 지원 모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IT 예산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예산 
초과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BYOD 채택 전략 결정 
채택 시나리오 측면에서 기업들은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BYOD에 접근합니다. 모든 기업에는 BYOD 전략이 
필요하며, 심지어 IT에서 승인 및 관리하는 장치를 제외하고는 모든 장치를 거부하는 경우라도 전략은 필요합니다. 
그림 5 는 대부분의 기업에 적합한 다양한 채택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5. BYOD채택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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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또는 보안 관련 정부 기관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규정 준수를 요구하는 업종에 속한 기업은 중요 데이터 보호를 
위해 BYOD 채택에서 보다 철저하고 제한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치 역시 기존의 IT 접근 
방식에서처럼 긴 하게 제어 및 관리해야 할 수 있으며 기존의 IT 접근 방식은 이러한 경우에도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제한적인 액세스 권한을 토대로 더욱 다양한 장치를 허용하는 것부터, 많은 또는 
모든 장치 유형의 폭넓은 채택을 보장하고 다양한 기업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활성화하는 보안 
수단을 구축하여 전면적으로 BYOD를 선택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BYOD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어떤 기업들은 태블릿 및 스마트폰에 대한 자체적인 내부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우선으로 하고 가장 광범위한 
생산성 도구 및 장치를 활용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 하는 "모바일 우선(Mobile First)" 전략을 채택할 것입니다. 

채택 관점을 기준으로 자사가 현재 및 미래에 어디에 부합하는가를 이해하는 것도 BYOD 이니셔티브에 대한 보안 
정책, 자격 및 전체 전략을 준비하는 데 유용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전략 고려 
BYOD를 구현할 때는 기업 데이터를 보호하고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크게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세 가지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와 기본, 브라우저 및 가상 모드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그림 6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 6. 네이티브, 브라우저 및 가상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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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브 모드에서는 장치상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 호스트 데이터 센터 또는 클라우드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직접 통신합니다. 데이터는 BYOD 장치상에서 직접 주고받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성능 및 사용자 환경이 특정 장치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이는 다시 말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 장치상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처럼 기능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생산성 혜택 및 장치 행동은 보존되며, 환경 개선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접근 방식은 장치 및 운영 체제상에서의 쉬운 이동성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액세스를 위해 점점 더 많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표준 HTML 브라우저 기능을 갖추고 있는 모든 장치를 애플리케이션 액세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기본 모드에서처럼 데이터를 BYOD 장치상에서 직접 주고받거나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와 데이터 손실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부 사용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가상 모드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 센터 또는 클라우드 내의 애플리케이션 서버 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장치상의 VDI 클라이언트를 통해 표현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BYOD 장치상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BYOD 
장치상에서는 오직 표시 정보만이 교환되고 렌더링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최고의 데이터 보안을 제공하지만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폼 팩터로, OS 네이티브에서 BYOD 장치로의 전환 때문에 사용자 환경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조기에 채택한 기업은 다소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위해 어떤 모드(기본 또는 가상 모드)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다수의 표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는 기본 모드를, 기  또는 중요 데이터 요구 사항이 더 철저한 
애플리케이션 하위 집합에 대해서는 가상 모드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YOD 장치로의 협업 기능 확장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협업을 위해서도 네트워크에 
연결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작업 공간에서처럼 BYOD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기업의 음성, 비디오 및 
회의 서비스에 액세스하기 원합니다. 

스마트폰의 셀룰러 통신에 의존하는 것 같은 독립형 접근 방식이 다소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쉽게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리 및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접근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려 사항은 이러한 서비스를 셀룰러 음성 기능이 없는 Apple iPad 
같은 장치에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BYOD 솔루션은 통합된 음성, 비디오, IM, 회의, 애플리케이션 공유 및 프레즌스를 비롯한 모든 협업 
애플리케이션을 BYOD 장치에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솔루션은 BYOD 장치를 사용하는 직원들뿐 
아니라 그들과 협업하고자 하는 사용자들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최종 사용자 계약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속한 부분은 아니지만 모든 BYOD 구현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분야 중 하나가 바로 
EUA(End User Agreement)입니다. 개인 및 기업 데이터가 뒤섞이고, 직원 소유 장치가 업무에 사용될 가능성 때문에 
사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T 조직은 CFAA(Computer Fraud and Abuse Act), Wiretap Act 및 CALEA(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를 비롯한 각종 법규를 숙지해야 합니다. 

회사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커뮤니케이션 역시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까? 기업 및 개인 모두에 적책을 적용할까요? 
해결해야 할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에 제한되지 않음). 

 •  텍스트 메시지 

 •  음성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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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브라우징 

 •  인스턴트 메시징 

 •  이메일 

 •  GPS 및 위치 정보 

 •  구입/설치한 애플리케이션 

 •  저장된 사진 및 비디오 

 •  장치 “삭제” 

간단한 예로, 많은 기업에서 정기적으로 인터넷 액세스를 필터링 및 모니터링하여 근무지에서의 부적절한 웹 사이트 
액세스에 대한 정책 준수 여부를 보장합니다. 대부분의 BYOD 장치는 공용 Wi-Fi 및/또는 3G/4G 모바일 인터넷 
액세스를 통해 직접 인터넷에 액세스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장치에서의 성인 웹 사이트 
검색에 대한 정책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자신의 직원 소유 장치에서 여가 시간에 공용 인터넷 
액세스를 통해 사이트를 검색하기로 한 경우에도 동일한 정책이 적용될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 보면 일반적으로 기업 소유 장치나 기업 네트워크를 사용해 매우 사적인 사진이 담긴 부적절한 
이메일을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는 것에 대한 정책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 소유 
장치상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에도 동일한 정책이 적용될까요? 어떤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이 모니터링되고, 또 모니터링되지 않을까요? 

최근 원격으로 장치에 저장되어 있던 기업 및 개인 데이터를 비롯해 직원 소유 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한 고용주와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소송사례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자신의 새 태블릿을 사용해 기업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때 모르고 
IT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가족 사진을 삭제해도 된다고 동의한 경우, 그로 인한 결과에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또 기업에서 사전에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직원의 텍스트 메시지 대화를 불법적으로 모니터링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불법 도청 상황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공지하고, 공지하고, 또 공지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BYOD 장치상에 
존재하는 기업 및 개인 데이터와 각종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수용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된 
정책을 통해 이를 명확하게 직원들에게 알리십시오. 또 EUA에 동의하게 함으로써, 직원이 직원 소유 장치를 통해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때 잃게 되는 권리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히십시오.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장치에 대한 정책 수립 
완벽한 EUA 적용에 관해 앞서 설명했던 내용과 유사하게, 기업에서는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장치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직원 공지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중단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원격으로 장치상에 저장되어 있는 로컬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 취할 수 있고 
취하게 될 조치는 무엇입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솔루션은 원격으로 장치에 접속하여 기  보호를 위해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을 없앨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BYOD 장치상에 저장될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 유형에 대해 생각해 보고 구축 전에 
전체 BYOD 전략에 완화 계획을 통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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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BYOD 아키텍처 
Cisco는 안전한 장치 액세스, 가시성 및 정책 제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상에서 통합된 접근 방식을 위한 
여러 요소를 결합하여 포괄적인 BYOD 솔루션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앞서 설명한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BYOD 구현이 단순히 하나의 제품으로 그치지 않고, 인텔리전트 네트워크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Cisco BYOD 솔루션은 Cisco Borderless Network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캠퍼스, 지사, 인터넷 에지 및 홈 오피스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설계에서 모범 사례를 따릅니다.  

상위 레벨 솔루션 아키텍처 
포괄적인 BYOD 솔루션은 네트워크에 대한 유선, Wi-Fi, 원격 및 모바일 액세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장치 유형 및 
브랜드상에서 지원되어야 하며, 비즈니스 및 업계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장치가 한 
컨텍스트에서 다른 컨텍스트로 이동할 때, 예를 들어 Wi-Fi 네트워크에서 공용 3G/4G 모바일 네트워크로 이동할 때 
BYOD 솔루션은 안전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를 위해 원활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BYOD 전략에 있어서는 기업 네트워크에 대한 광범위한 액세스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기업 WLAN 뿐 
아니라 주요 캠퍼스에서의 유선 액세스, 지사 및 홈 오피스에서의 유/무선 액세스는 물론 인터넷, 모바일 3G/4G 및 
공용 Wi-Fi 핫스팟에 대한 원격 액세스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다양한 네트워크 액세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는 IT에 관리 및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림 7에는 Cisco BYOD 솔루션이 제공하는 상위 레벨의 솔루션 아키텍처와 주요 구성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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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상위 레벨 BYOD 솔루션 아키텍처 

 

Cisco 솔루션 구성 요소 
다음 섹션에서는 Cisco의 다양한 솔루션 아키텍처 구성 요소 및 이들이 수행하는 각각의 역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Cisco Catalyst Switches 

Catalyst 3000, Catalyst 4000 및 Catalyst 6000 제품군을 비롯한 Cisco Catalyst® 스위치는 네트워크에 유선 액세스를 
제공하고, 802.1x를 통해 네트워크에 대한 인증 요청을 처리합니다. 더불어 액세스 스위치는 VDI 워크스테이션, IP 
전화 및 WLAN AP(Access Point)를 비롯해 전력이 필요한 장치에 PoE(Power-over-Ethernet)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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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ntegrated Services Routers 

ISR 1900, ISR 2900 및 ISR 3900을 비롯한 Cisco ISR(Integrated Services Routers)은 지사 및 홈 오피스에 WAN 연결을 
제공하고, 지사의 유선 및 WLAN 인프라에 대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ISR은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및 WAN 최적화 서비스에 직접적인 연결을 제공하고 모바일 장치의 VPN 연결에 대한 중단 
포인트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ISP의 SDP(Secure Device Provisioning) 기능을 사용하면 비교적 작은 규모의 구현에 유용한 CA(Certificate 
Authority)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Cisco Wireless LAN Access Point 

AP3500 및 AP3600을 비롯한 Cisco Wireless LAN(WLAN) AP는 기업 네트워크에 Wi-Fi 연결을 제공하고, 802.1x를 
통해 네트워크에 대한 인증 요청을 처리합니다. 또 WLAN은 안정적인 고성능 모바일 장치 연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WLC)는 무선 구성 및 관리 기능을 자동화하고, WLAN의 가시성 및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WLC는 ISE(Identity Services Engine)와 상호 작용하여, 장치 엔드포인트에서 인증 및 권한 
부여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Cisco Adaptive Security Appliance 

Cisco Adaptive Security Appliance(ASA)는 방화벽 및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를 비롯한 일반적인 에지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Wi-Fi 핫스팟 및 3G/4G 모바일 네트워크를 비롯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모바일 장치에 중요하고 
안전한 VPN(AnyConnect) 중단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Cisco AnyConnect Client 

Cisco AnyConnectTM 클라이언트는 공용 인터넷, 공용 Wi-Fi 핫스팟 및 3G/4G 모바일 네트워크를 비롯해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에서 기업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장치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및 VPN 연결에 대한 802.1x 
서플리컨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단일 서플리컨트 클라이언트를 구축하고 관리하면 다양한 운영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 공통된 모양과 느낌, 그리고 절차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AnyConnect 클라이언트를 사용해 BYOD 장치에 장치 상태 평가 기능을 제공하고 정책 시행 정도를 파악해 사용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ISE)은 Cisco BYOD 솔루션 아키텍처의 핵심 구성 요소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셀프 서비스 가입 및 등록 포털 

 •  Authentication 

 •  승인 

 •  장치 특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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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치 등록 및 프로비저닝 

 •  인증서 등록 

 •  상태 평가 

 •  정책 정의 

 •  ID 저장을 위한 인터페이스(예, Active Directory® [AD]) 

 •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장치의 보고 및 블랙리스트 작성 

Cisco ISE가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장치 등록을 위한 단일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치가 처음으로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먼저 사용자가 장치를 기재 및 등록하고, 장치에 제공되는 자동 프로비저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또는 IT 개입) 등록 포털로 리디렉션됩니다. 이는 네트워크상의 모든 장치에 관여하고 사전에 
프로비저닝해야 하는 IT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일 뿐 아니라, IT에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장치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Cisco ISE는 인증 및 권한 부여와 같은 핵심 기능과 더불어, 장치 프로파일 구축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에 대한 인텔리전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장치 프로파일 구축은 구체적인 인증 규칙을 시행 또는 거부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접속된 엔드포인트의 유형과 기능을 검색 및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장치 프로파일 구축, 상태 평가 및 정책 집행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BYOD 정책을 시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직원 소유의 iPad®에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되 HTTP 트래픽만 허용합니다. 

 •  탈옥한 경우 네트워크에 대한 iPhones® 액세스를 거부합니다. 

 •  AndroidTM 장치가 기업 소유인 경우 완전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Cisco Prime 

Cisco PrimeTM은 핵심 사용자 및 장치 가시성은 물론 네트워크 장치 프로비저닝을 비롯한 네트워크 관리 및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Cisco ScanSafe Cloud Web Security 

Cisco ScanSafe는 대부분의 기업 고객이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통해 온 프레미스로 보유하고 있는 보안 기능을 
확장하여 오프 프레미스 상태일 때도 BYOD 클라이언트를 보호합니다. BYOD 클라이언트에게 ScanSafe 클라우드를 
통해 인터넷에 액세스하도록 지시하면 보안 스캐닝이 수행되어 웹 액세스를 필터링하고, 악성코드를 감지하며, 
비정상적 행동을 감지하고, 기업에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BYOD 장치 보호 기능을 확장하는 것은 장치가 기업 
네트워크를 떠났을 때 데이터 누출을 예방하고 장치가 다시 온 프레미스 기업 네트워크에 다시 연결되었을 때 
잠재적인 보안 공격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Cisco Jabber 

Cisco Jabber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제품군에 장치를 통합함으로써 BYOD 장치에 협업 기능을 확장합니다. 사용자는 
쉽게 음성 및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사용하고 음성 메시지에 액세스하며 IM을 통해 통신할 수 있습니다. Jabber 
클라이언트는 또한 프레즌스에 참여하며, Cisco WebEx를 비롯해 기존의 직원 컴퓨터와 동일한 회의 및 데스크톱 공유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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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Apple iPad에서 Cisco Jabber 

 

타사 솔루션 구성 요소 
다음 섹션에서는 타사(비 Cisco)의 다양한 솔루션 아키텍처 구성 요소 및 이들이 수행하는 각각의 역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RSA SecurID 

RSA SecurID 토큰 및 인증 서버는 VPN을 통해 연결할 때 강력한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2가지 요소(비  PIN 및 1회성 
암호 코드)로 된 인증 절차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Mobile Device Manager 

Mobile Device Manager(MDM)는 여러 개의 BYOD 장치 운영 체제를 위해 중앙 집중 방식의 엔드포인트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능 및 지원 내용은 MDM 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으로는 장치 구성, 장치상 
암호화, 암호 시행 및 셀프 서비스 프로비저닝 등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네트워크 액세스 관련 기능 외에도 MDM은 애플리케이션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종 장치상에 
중요한 보안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isco BYOD 솔루션 아키텍처는 선택적 구성 요소로 여러 MDM 서비스 제품과 함께 작동할 수 있습니다. 

Certificate Authority 

CA(Certificate Authority)는 장치에 디지털 인증서를 발행하여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구현을 활용하는 네트워크 
액세스에 신뢰도를 구축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BYOD 솔루션의 일부로 다양한 표준 CA 구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의 용도에 따라 솔루션은 두 가지 유형의 CA, 즉 Microsoft® CA Services 및 ISR에 호스팅된 Cisco IOS 
SDP(Secure Device Provisioning)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Cisco Integrated Services Router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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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Active Directory 

Microsoft AD(Active Directory)는 중앙의 ID 및 그룹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며, 대개 많은 기업에서 중앙 집중 방식의 
ID 관리를 위해 사용합니다. Cisco BYOD 솔루션 아키텍처는 ID 저장소를 중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Cisco ISE에 대한 
외부 ID 저장소로 AD를 사용해 검증됩니다. 

지원되는 장치 
Cisco BYOD 솔루션은 다양한 장치를 지원하며, 해당 기능은 장치 또는 운영 체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치 
유형별 특정 기능 및 제약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설계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표 1에는 솔루션을 통해 검증된 현재 장치 
유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표 1. 지원되는 장치 

장치 유선 기업 Wi-Fi 공용 Wi-Fi 3G/4G 모바일 

Android 스마트폰 및 태블릿 1  예 예 예 

Apple® OS X® Mac® 예 예 예  

Apple iOSTM iPhone  예 예 예 

Apple iOS iPad/iPad2  예 예 예 

Cisco Cius(Android) 예 예 예 예 

SamsungTM GalaxyTM(Android)  예 예 예 

Microsoft Windows® XP PC 예 예 예  

Microsoft Windows 7 랩톱 예 예 예  

 

일반적으로 장치 지원은 사용 중인 Cisco AnyConnect 및 MDM(Mobile Device Manager)의 지원 수준에 따른 
기능입니다. 안전하게 Wi-Fi에 연결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장치가 참여 가능합니다. 

Cisco BYOD 솔루션의 주요 장점 
Cisco BYOD 솔루션은 Cisco 제품, 타사 제품 및 앞서 언급한 장치를 네트워크 인프라 상에서 긴 하게 통합되는 
광범위한 BYOD 접근 방식에 통합합니다 . 이것으로 다른 솔루션에 비해 고유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1 Android 장치 지원은 OS 버전 및 지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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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치에 대한 안전한 액세스 
X.509 디지털 인증서, 2가지 요소를 통한 인증, Cisco AnyConnect 클라이언트 및 802.1x의 결합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안전한 액세스를 통해 다양한 장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셀프 서비스 온보딩 
통합 방식으로 인해 장치가 네트워크에 처음 연결을 시도했을 때도 자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각 장치는 지문 인식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후 네트워크 액세스를 시도하기 위해 돌아올 때 식별 가능합니다. 

기업 사용 정책의 중앙 집중식 시행 
Cisco ISE(Identity Services Engine)는 다른 네트워크 액세스 유형에도 시행할 수 있는 중앙 집중 방식의 단일 정책 
소스를 제공합니다. 

차별화된 액세스 및 서비스 
Cisco BYOD 솔루션은 장치 및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맞춤형 정책 옵션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직원의 경우 직장에서 자체 소유의 
관리되지 않는 장치를 사용하는 직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약직, 파트너, 게스트, 
고객, 학생 및 기타 비즈니스 및 엔티티에 중요한 대상 역시 비즈니스 정책에 따라 식별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정해진 
특정 서비스 및 권한을 부여 받은 대상으로만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높은 성능 및 안정성을 자랑하는 무선 LAN 
Cisco BYOD 솔루션은 무선 클라이언트에 최고의 성능 및 안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업계 최고의 WLAN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isco CleanAirTM, ClientLink 및 4x4 안테나 설계를 비롯한 기술은 근본적으로 RF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Secure Fast Roaming, VideoStream 및 무선 QoS는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개선합니다. 어떠한 업계 
솔루션도 Cisco WLAN 제품군 정도로 다양하고 세부적인 제품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유선, 무선, 원격 및 모바일 액세스를 위한 통합 방식 
Cisco BYOD 솔루션 전략은 무선, Wi-Fi, 공용 Wi-Fi 및 3G/4G 모바일 등 장치가 어떤 장소에서든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지원하며, 이러한 연결은 주요 캠퍼스, 지사, 홈 오피스 또는 모바일 재택근무 장소에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최종 사용자를 위한 통합 환경 
네트워크 액세스 유형 및 장소는 물론 Cisco AnyConnect 클라이언트 사용에 대한 통합된 접근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Wi-Fi를 통해 기업 사무실에서 연결하든 3G/4G 모바일 서비스 업체를 통해 원격으로 연결하든 일관된 형태의 통합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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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가시성 및 장치 관리 
Cisco ISE 및 Cisco Prime은 사용자 및 장치에 대한 단일 소스 및 가시성을 제공하여 문제 해결 및 감사 작업을 
간소화합니다. 

통합 커뮤니케이션 
Cisco UC 및 Cisco Jabber는 BYOD 장치로 협업 기능을 확장하여 사용자와 음성, 비디오 및 회의 같은 기업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통합해 생산성을 향상합니다. 

검증된 솔루션 아키텍처 
마지막으로 Cisco는 BYOD 솔루션 아키텍처 구성 요소가 원활하게 상호 통합되는지에 대한 검증 작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검증된 설계 지침 및 모범 사례를 제공하여 구축 문제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BYOD 솔루션은 기타 Cisco 
솔루션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검증되었습니다. 

BYOD 시작하기 

포괄적인 Cisco BYOD 솔루션 구축 
앞서 논의한 대로 Cisco BYOD 솔루션은 IT 조직 및 사용자 모두를 위해 핵심 요구 사항 및 과제를 해결하는 포괄적인 
솔루션입니다. 계획 및 구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구축 시 주요 고려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Cisco는 구축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증된 설계 방식 및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Cisco Design 
Zone(http://www.cisco.com/go/designzone)에 문의하십시오. 

평가 및 구축 서비스 
규모가 방대하거나 복잡한 BYOD 구축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Cisco에서는 평가, 설계 및 
구축 서비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대로 된 구축 계획 및 원활한 롤아웃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  Cisco Design Zone: http://www.cisco.com/go/designzone 

 •  Cisco Adaptive Security Appliances(ASA): http://www.cisco.com/go/asa 

 •  Cisco AnyConnect: http://www.cisco.com/en/US/netsol/ns1049/index.html 

 •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ISE): http://www.cisco.com/go/ise 

 •  Cisco Jabber: http://www.cisco.com/go/jab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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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sco WebEx: http://www.cisco.com/go/webex 

 •  Cisco ScanSafe: http://www.cisco.com/go/scansafe 

 •  Cisco Unified/Converged Access: 
http://www.cisco.com/en/US/partner/prod/collateral/switches/ps5718/ps12686/white_paper_c11-726107.htm 

 •  Cisco TrustSec: http://www.cisco.com/go/trustsec 

 •  Cisco Unified Access: http://www.cisco.com/en/US/solutions/ns340/ns414/ns742/ns815/landing_unified_access.html 

 •  Cisco 무선 제품: http://www.cisco.com/go/wir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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