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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ONE Software 및 Cisco Capital 
초기 자본 없이 즉시 비즈니스 성과 달성 

 
 
 

Cisco ONE Software는 
네트워킹 인프라 
소프트웨어 구매 및 
사용에 유연성과 가치 및 
혁신 기술을 제공합니다. 

Cisco® ONE Software는 고객에게 액세스 레이어, WAN 
및 데이터 센터 전반에서 Cisco 네트워킹 및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관리하는 새롭고 가치 있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에 가장 관련성 높은 
비즈니스 및 IT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제품군입니다. 

 

Cisco ONE Software는 라이프사이클 내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더욱 뛰어난 Cisco 네트워킹 및 
인프라 소프트웨어 구매 방법을 제공합니다. 

Cisco Capital®은 다음 이점을 제공하는 경제적이고 
유연한 파이낸싱 제품과 함께 Cisco ONE Software에서 
지원하는 솔루션을 구입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초기 비용 없이 최신 소프트웨어 기능에 쉽게 액세스 

• 장기 분할 지불을 통해 최적화된 현금 유동성 지원 

• 하드웨어 트레이드인 옵션을 통한 전체 솔루션 비용 
절감 및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이동성 유지 

• 전체 솔루션 파이낸싱 기능 제공: 하드웨어, 구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단일한 지불 구조로 통합 

• 잠재적인 부외거래 관리 



 

 

제공 대상: 
전체 솔루션 파이낸싱(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리스: 100% 파이낸싱으로 모든 솔루션을 도입하면서도, 지불 
구조에 유연성을 제공 

 

• 금융 리스: 고객이 기술을 자본 지출로 처리하여, 장기 지불 
분할이 가능합니다. 

 

• 운영 리스: 최신 기술에 끊임없이 액세스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고객에게는 장비를 반품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판매 및 재리스: 기업이 Cisco 솔루션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게 
지원하고, 기술 마이그레이션 기간 동안 자산 손실을 예방합니다. 

모든 솔루션이 모든 국가에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약관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지역별 Cisco Capital Team을 통해 언제나 지원 가능 

Cisco Capital에는 고객에게 맞춤형 파이낸싱 솔루션 제공을 전담하는 매우 숙련된 
파이낸싱 컨설팅 전문가 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카운트 매니저 또는 Cisco 파트너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Cisco Capital 
파이낸싱이 어떻게 고객에게 차별화된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공 대상: 
전체 솔루션 파이낸싱 및 소프트웨어 전용 파이낸싱 

 

대출: 구매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면서도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자본 사용을 지원합니다. 구축 및 경제적 혜택에 맞게 
지불 형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Cisco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거나 어카운트 매니저 또는 해당 
Cisco 파트너에게 문의하면 Cisco의 다양한 
고객 지원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ciscocapital.com 

 
 
필요에 맞는 유연한 파이낸싱 

 

새로운 기술 투자에 따른 2가지 당면 과제: 
필요에 맞는 올바른 Cisco 솔루션을 결정하고 
이러한 투자를 지원할 최적의 방법을 
모색합니다. 

 

Cisco의 유연한 파이낸싱은 현재의 모든 
Cisco 기술 이점에 투자할 수 있게 지원하고, 
고객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합니다. 

Cisco Capital Financing 제품 
Cisco의 경쟁력 높은 파이낸싱 솔루션은 기술 도입 및 구축의 경제적 측면을 관리하는 방식을 간소화하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Cisco는 번들형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솔루션은 물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자체만을 위한 
파이낸싱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Cisco 파이낸싱 솔루션 

 

중요한 비즈니스 혜택을 제공하는 
기술 도입 파이낸싱 

 

Cisco 기술에 투자하면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 
향상이라는 전략적 이점을 더욱 앞당길 수 
있습니다. Cisco Capital로 이러한 투자의 
자금을 지원하면 비용을 장기간에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 리소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효과적인 기술도 갱신과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Cisco는 파이낸싱 계약 
기간 동안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추가할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자본 투자를 하지 않고도 기술 로드맵을 더욱 
전략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Cisco Capital 파이낸싱을 사용하면 자산 관리 
전략을 파이낸싱 전략으로 통합하여, 투자 
수익률을 최적화하고 총소유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구현, 서비스 제공, 유지 보수 
비용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비용도 지불 
기간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Legal Disclaimer 

This At A Glance summary, and the website and other documents are provided to you only for informational and illustrative purposes. This program and information may be modified or withdrawn by Cisco or Cisco Capital at any time without notice. Cisco and Cisco Capital do not provide tax advice to customers. Any tax or accounting treatment is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customer. Any financing is limited to qualified commercial, state and federal governmental, and municipal customers with approved credit. This is not an offer to finance and Cisco Capital may decide to fund any transaction in its sole discretion. Any application for financing remains subject to, among other things, final credit, 
underwriting and equipment approval, satisfaction of all funding conditions established by Cisco Capital, as well as the execution of a definitive financing agreement by both parties. This information does not limit or include all of the terms, conditions, and restrictions that may apply to such a financing transaction. Financing may be provided directly by 
Cisco Capital or by one of its finance partners, as determined by Cisco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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