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니스 및 IT 목표 달성

여러분의 최우선 비즈니스 및 IT 과제를 
더욱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Cisco와 Cisco 파트너가 도와드립니다. 

비즈니스 성장: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IT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isco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IT 팀은 네트워크 연결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설치하고 가동할 수 있습니다. 
중요 비즈니스 이니셔티브 및 혁신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 확장성 및 IT 
간소화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객 경험: 기술이 고객의 기대를 
바꾸고 있습니다. 고객은 더 빠른 
서비스, 즉각적인 정보 이용,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원합니다. Cisco 솔루션은 
고객, 클라이언트, 환자나 국민에게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직원 생산성: 네트워크 액세스는 
생산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Cisco의 
간소화된 모바일, 가상 및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디바이스에서 네트워크 
액세스, 가상 데스크톱,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회사의 네트워크를 
안전하고 관리하기 편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 및 비용 절감: 인프라가 성장 
속도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비즈니스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통신 또는 애플리케이션은 
효율성을 저해하고 보안 위험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Cisco 솔루션으로 IT 
직원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지우지 
않으면서 인프라를 더욱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보안 및 규정준수: 여러분은 비즈니스, 
고객, 파트너, 직원의 데이터 보호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기존 보안 
수단으로 오늘날의 지능형 위협을 
막아내기엔 미흡합니다. Cisco는 지능형 
악성코드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고 표적 
공격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Cisco와 파트너는 
고객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보안 평가를 
수행하고 고객에 맞는 보안 제품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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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기업인으로서 
여러분은 회사의 성장을 
원합니다. 수익성을 
바랍니다. 경쟁력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은 
성공의 핵심입니다. 지난 
30년간 Cisco는 네트워킹 
분야의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을 위한 
Cisco 포트폴리오에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안정적이며 확장 가능하고 
뛰어난 보안 성능을 갖춘 IT 
인프라가 있습니다. 

회사의 IT 팀은 대부분 제한된 IT 인력으로 
인프라를 중단 없이 가동하고, 긴급한 
요구에 대처하며 새로운 기술을 구현해야 
합니다. 중견기업 시장을 위한 Cisco® 
Midsize Business Solutions 포트폴리오는 
언제나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결과, IT 리소스를 
확보하고 더 높은 가치의 프로젝트에 
주력할 수 있습니다. Cisco의 중견기업 
시장을 위한 포트폴리오와 여러분의 
비즈니스 및 IT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Cisco의 혜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sco.com/web/KR/midsize/business_it_challenges.html#growth
http://www.cisco.com/web/KR/midsize/business_it_challenges.html#experiences
http://www.cisco.com/web/KR/midsize/business_it_challenges.html#experiences
http://www.cisco.com/web/KR/midsize/business_it_challenges.html#productivity
http://www.cisco.com/web/KR/midsize/business_it_challenges.html#reduction
http://www.cisco.com/web/KR/midsize/business_it_challenges.html#compliance


고객 사례

직원 역량 강화: Cisco 모빌리티 솔루션을 사용하여 
직원들의 혁신을 지원한 모바일 기술 기업과 마케팅 
회사의 사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5성급 럭셔리의 재정의: 최고의 호텔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1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최상급 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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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IT 전문 기술, 인력 그리고 지원을 
파트너에게 의존합니다. Cisco가 전 세계에 걸쳐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파트너는 여러분이 비즈니스에만 주력할 
수 있도록 IT를 편리하게 선택, 구축 그리고 관리하게 해 줍니다. 

Cisco 파트너는 IT 운영을 간소화하는 스마트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위험을 관리하고 완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더 
많은 옵션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복원력이 뛰어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십시오. Cisco 파트너는 
고객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고객별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알려드립니다.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과 서비스

Cisco와 Cisco의 파트너는 여러분의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툴에 대한 선택, 구축, 관리를 더욱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Cisco의 솔루션으로 IT 리소스를 확보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Cisco의 포괄적 포트폴리오에는 상당한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온프레미스, 매니지드, 클라우드 기반의 유연한 구축 
옵션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네트워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합니다. 네트워크가 
지게되는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화된 
작업, 간소화된 관리 및 유연한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Cisco의 네트워크 인프라 솔루션은 
네트워킹에 개방적이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방식을 적용하여 
IT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합니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Cisco 네트워크 인프라는 IoE(Internet of 
Everything)를 지원하므로 그 어느 때보다 네트워크 연결이 더 
의미 있고 유익합니다. 

• 스위칭: Cisco Catalyst® 스위칭 및 Cisco Unified Access™ 
솔루션은 "단일 정책, 단일 관리 및 단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능적인 네트워크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모빌리티나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의 증가와 같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 
유지 및 확장이 수월한 능률화된 네트워크가 구현됩니다. 
유선과 무선을 단일 플랫폼에 통합하고 네트워크 전반에 
보안을 강화하며 BYOD(bring-your-own-device) 트렌드를 
지원합니다. 

• 라우팅 및 WAN: Cisco IWAN(Intelligent WAN)을 통해 
비즈니스가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다이렉트 
인터넷, 하이브리드 WAN 등 어떤 전송 방식으로나 뛰어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도록 지원합니다. Cisco IWAN은 
중요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인식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상당한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브랜치 
인프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무선: Cisco의 경제적인 모빌리티, 온프레미스 매니지드와 
BYOD 및 Cisco CMX(Connected Mobile Experiences) 등의 
클라우드 매니지드 솔루션을 통해 모바일 디바이스를 빠르고 
안전하게 온보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험성은 낮고 더 빠른 
고도의 모바일 액세스 보안으로 생산성 및 고객 만족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cisco.com/c/dam/en/us/products/collateral/security/identity-services-engine/velti_v2cs.pdf
http://www.cisco.com/c/dam/en/us/products/collateral/switches/catalyst-2960-series-switches/hotel_principe_di_savoia.pdf
https://tools.cisco.com/WWChannels/LOCATR/openBasicSearch.do
https://tools.cisco.com/WWChannels/LOCATR/openBasicSearch.do
http://www.cisco.com/web/KR/midsize/business_solutions.html
http://internetofeverything.cisco.com/
http://internetofeverything.cisco.com/
http://www.cisco.com/c/en/us/products/switches/index.html
http://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unified-access/index.html
http://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intelligent-wan/index.html
http://www.cisco.com/go/mobility
http://www.cisco.com/c/en/us/products/wireless/index.html
http://www.cisco.com/web/solutions/trends/byod_smart_solution/index.html?CAMPAIGN=your+way&COUNTRY_SITE=us&POSITION=recommended+content&REFERRING_SITE=cisco+site+search&CREATIVE=byod%2C+bring+your+own+device
http://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connected-mobile-experiences/index.html
https://meraki.cisco.com/ko/content
http://www.cisco.com/c/dam/en/us/products/collateral/security/identity-services-engine/velti_v2cs.pdf
http://www.cisco.com/c/dam/en/us/products/collateral/switches/catalyst-2960-series-switches/hotel_principe_di_savoia.pdf


고객 사례

생산성 및 운영 효율성 향상: 글로벌 IT 공급업체는 
Cisco BE6000을 통해 직원 연결성을 유지하고 10만 
달러 이상의 출장 비용을 10% 줄이고 있습니다.

안전한 클라우드 협업 서비스: 다양한 중견기업에서 
클라우드 협업의 혜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Grow Your Midsize Business with Cisco IT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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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함께 일하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에서든 참여하고 혁신할 수 있는 사용하기 
편하고 구축하기 쉬운 솔루션으로 조직의 협업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Cisco의 적정 규모, 적정 가격의 유연한 협업 
솔루션으로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신속한 의사결정과 고객 
관계 개선이 가능합니다. 

• 온프레미스 협업 솔루션: Cisco® BE6000(Business Edition 
6000)은 프리미엄 음성, 비디오, 모빌리티, 메시징,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레즌스, 컨택 센터, 웹 컨퍼런싱을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은 중견 기업에 필요한 핵심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수가 1,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대규모 온프레미스 구축이 필요할 경우 Cisco 
BE7000(Business Edition 7000)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 속도가 빠르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기업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연성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신속하게 Cisco Powered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여 핵심 
업무에 필요없는 IT 인프라,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관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서브스크립션으로 설비투자를 
최소화하고 더 예측 가능한 예산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협업: 가상 회의와 통신이 노트북 컴퓨터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모바일 협업을 통해 이동 중 각자의 
iOS 및 Android 디바이스에서 Cisco WebEx®와 Cisco 
Jabber®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비디오 컨퍼런싱: 비즈니스를 변화하고, 혁신을 앞당기며 더 
적은 리소스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방법을 
제공합니다. Cisco TelePresence® 미팅에는 대면 협업에 
버금가는 HD(High-definition, 고화질) 비디오가 사용됩니다. 

• 웹 컨퍼런싱: Cisco WebEx Meeting Center의 화면 공유와 
비디오 기능을 사용하여 현지 또는 먼 곳에 있는 동료와의 팀 
미팅을 손쉽게 주최하거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 고객 협업: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은 고객 
유치와 관리에 고도의 보안 고객 인터렉션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IP 폰 및 비디오 엔드포인트: Cisco의 다양하고 뛰어난 IP 폰 
및 비디오 엔드포인트 포트폴리오를 통해 전화기, 디바이스, 
데스크톱, 웹, 모바일 소프트 클라이언트를 여러분의 정확한 
요구사항에 맞게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인 통합 협업 엔드포인트는 기존 비디오 시스템보다 
뛰어난 기능을 제공합니다.

http://www.cisco.com/c/dam/en/us/solutions/collateral/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er-callmanager/midsize_casestudy_pentana_australia.pdf
http://www.cisco.com/c/dam/en/us/products/collateral/unified-communications/hosted-collaboration-solution-hcs/midmarket_casestudy_br1f.pdf
http://www.cisco.com/web/KR/midsize/business_solutions.html#~Collaboration
http://www.cisco.com/web/KR/midsize/business_solutions.html#~Collaboration
http://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business-edition-6000/index.html
http://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business-edition-6000/index.html
http://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business-edition-7000/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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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민첩성 향상 및 복잡성 감소: 캘리포니아 주 
헤이워드 시에서는 데이터 및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네트워크 효율성을 향상했습니다.

IT 업타임 및 관리 개선: Suttons Group은 FlexPod 
기술을 사용하여 장거리 시스템 관리에 자신있게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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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 및 관리 기능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데이터 센터의 경제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는 믿을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Cisco 데이터 센터 
솔루션은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으로 복잡성 및 비용을 줄이며, 
유니파이드 컴퓨팅으로 데이터 센터 관리를 향상하고,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유연하고 혁신적인 통합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모바일 사용자, 가상화된 서버, 
애플리케이션 및 클라우드로 인해 데이터 센터에 가중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Cisco 데이터 센터 스위치와 
Cisco Secure Data Center Solution은 운영 효율성 및 
유연성을 향상하는 패브릭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성능 향상, 모든 리소스에 대한 가시성, 혁신과 성장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유니파이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 운영을 간소화하고 물리적, 
가상 및 클라우드 컴퓨팅 요구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Cisco UCS®(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서버를 사용하여 데이터 센터 관리를 향상하고 
운영 속도를 촉진하며 TCO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통합 인프라: Cisco는 Gartner와 IDC가 선정한 통합 시스템 
시장 부문의 리더 기업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Cisco UCS 
Integrated Infrastructure를 통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구축 및 확장하고 매출을 촉진하며 TCO를 절감하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안 
중견기업에는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고객과 비즈니스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보안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보안 선도업체들은 둘 중 하나의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취약하지만 관리 가능한 통합 보안 솔루션에 어쩔 
수 없이 안주하거나 효과적인 관리가 매우 어렵지만 더 강력한 
개별 솔루션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비해, Cisco 보안 솔루션은 
공격 전, 중, 후 전 단계에 전방위적인 엔터프라이즈급 관리 및 
네트워크 가시성으로 뛰어난 위협 대응형 방식을 제공합니다. 

• FirePOWER Services를 탑재한 차세대 방화벽: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고 종합적 보안 정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Cisco ASA 5500-X Series Next-Generation Firewalls with 
FirePOWER Services는 알려진 위협과 알려지지 않은 위협 
모두에 대해 뛰어난 위협 방지 및 차단 기능이 탑재된 통합형 
단일 장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이메일 및 웹 보안: Cisco Email Security 및 Cisco Web 
Security 솔루션은 업계 최고의 실시간 위협 방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웹 및 이메일에 의한 위협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고 표적 공격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클라우드를 통한 보안: Cisco Cloud Web Security 및 Cisco 
Cloud Email Security는 분산된 비즈니스에 업계 최고의 
보안과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Cisco의 전 세계적 위협 
인텔리전스, 지능형 위협 방어 기능, 로밍 사용자 보호 
기능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지능형 악성코드 차단: Cisco AMP(Advanced Malware 
Protection)는 Cisco와 최근 인수한 Sourcefire의 광범위한 
클라우드 보안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지속적인 분석, 회귀적 경고가 가능합니다. 

• 보안 데이터 센터 솔루션: Cisco Secure Data Center 
Solution은 동적이며 비즈니스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차단력, 적응력,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빠른 프로비저닝, 성능 향상, 보안 인텔리전스를 데이터 센터 
패브릭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 보안 모빌리티: Cisco AnyConnect® Secure Mobility 
Solution은 상황 인식이 가능하며 포괄적이고 편리한 보안 
액세스 정책 실행합니다. 관리되는 모바일 디바이스와 
관리되지 않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고도의 보안 모빌리티를 
제공합니다.

http://www.cisco.com/c/dam/en/us/solutions/collateral/switches/catalyst-6500-series-switches/cityofhayward_external_casestudy_fnl_01_03_13.pdf
http://www.cisco.com/c/dam/en/us/solutions/collateral/switches/catalyst-6500-series-switches/suttons_external_casestudy_fnl_08_12_13.pdf
http://www.cisco.com/web/KR/midsize/business_solutions.html#~Datacenter
http://www.cisco.com/web/KR/midsize/business_solutions.html#~Datacenter
http://www.cisco.com/c/en/us/products/switches/data-center-switches/index.html
http://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secure-data-center-solution/index.html
http://www.cisco.com/c/en/us/products/servers-unified-computing/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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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isco.com/web/KR/midsize/business_solutions.html#~Security
http://www.cisco.com/c/en/us/products/security/asa-5500-series-next-generation-firewalls/index.html
http://www.cisco.com/c/en/us/products/security/asa-firepower-services/index.html
http://www.cisco.com/c/en/us/products/security/email-security/index.html
http://www.cisco.com/c/en/us/products/security/web-security/index.html
http://www.cisco.com/c/en/us/products/security/web-security/index.html
http://www.cisco.com/c/en/us/products/security/cloud-web-security/index.html
http://www.cisco.com/web/products/security/cloud_email/index.html
http://www.cisco.com/web/products/security/cloud_email/index.html
http://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advanced-malware-protection/index.html
http://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networks/advanced-malware-protection/index.html
http://www.cisco.com/c/en/us/products/security/anyconnect-secure-mobility-client/index.html
http://www.cisco.com/c/en/us/products/security/anyconnect-secure-mobility-client/index.html
http://www.cisco.com/c/dam/en/us/solutions/collateral/switches/catalyst-6500-series-switches/cityofhayward_external_casestudy_fnl_01_03_13.pdf
http://www.cisco.com/c/dam/en/us/solutions/collateral/switches/catalyst-6500-series-switches/suttons_external_casestudy_fnl_08_12_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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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데이터 센터 구축: 한 헬스센터 회사에서는 가상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데이터 센터 설치 공간을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 정보 보호: 한 보건 연구원에서는 상황 인식 
보안을 이용하여 환자 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Grow Your Midsize Business with Cisco IT Solutions

• 보안 액세스: Cisco ISE(Identity Services Engine)는 
네트워크, 사용자, 디바이스로에서 실시간 상황 정보를 
수집하는 신원 및 액세스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제 
회사의 유무선 네트워크에 지능적인 고도의 보안 액세스 
정책을 시행하는 데 능동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보안 인텔리전스: 알려진 위협과 새로운 위협을 분석하고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위협 정보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Cisco Talos(Talos Security Intelligence and 
Research Group)는 첨단 인프라와 시스템을 활용해 Cisco 
및 Cisco의 활발한 오픈 소스 커뮤니티의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분석하여 Cisco 보안 솔루션에 필요한 위협 
인텔리전스를 개발합니다. Talos는 Cisco CSI(Collective 
Security Intelligence) 에코시스템에 속합니다.

기술지원 서비스

제품 구입 후 하드웨어 기본 보증 기간 이후에도 고품질의 
Cisco 경험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립니다. 네트워크와 
비즈니스가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Cisco 
기술 전문가와 광범위한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서비스는 여러분의 투자를 보호합니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Cisco SMARTnet® 기술 지원 서비스는 
IT 직원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며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MARTnet을 통해 
전문가의 빠른 기술 지원, 유연한 하드웨어 커버리지, 
스마트하고 능동적인 디바이스 진단으로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네트워크를 매일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하면서 마음의 평화, 지식과 신속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너에게 문의하여 여러분 회사에 적합한 서비스 
레벨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발 앞선 대비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 트렌드에 항상 앞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IT 팀은 이러한 최신 트렌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클라우드: 클라우드에서는 유연한 온디맨드 방식의 
IT 서비스 딜리버리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로 이동할 
경우 사용자 요구사항 충족 및 비즈니스 성장이 
가능한 더 다양한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및 Cisco 파트너는 퍼블릭, 프라이빗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향상을 지원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위험 감소: 여러분 회사의 IT팀은 규정준수 요건을 
충족하고 새로운 기술을 구현하는 동시에 모든 
인프라를 고도의 보안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Cisco는 회사에 필요한 IT 보안, 복원력, 투자 보호를 
제공하며, Cisco 파트너는 네트워크 보호, 데이터 
보호, 비즈니스의 위험 감소를 위해 꼭 맞는 제품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모빌리티: 언제 어디에서나 오늘날의 다양한 
디바이스와 BYOD라는 모바일 세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연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 보십시오. 
필요한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획득하고 모든 부서, 
위치, 시간대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Cisco
는 기업의 데이터, 디바이스, 인프라를 보호하면서 
비즈니스를 움직이도록 지원합니다.

Cisco 솔루션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Cisco는 네트워크가 곧 중견기업 성공의 핵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Cisco는 30여 년간 네트워킹 분야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보안 IT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sco의 
중견기업 솔루션은 쉽고 간단하게 구축, 관리, 확장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고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파트너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지원합니다. Cisco는 파트너와 함께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가시성과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제 
Cisco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중견 기업을 여러분의 방식대로 
업계 최고의 TCO를 통해 투자를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Cisco 및 Cisco 로고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Cisco Systems, Inc. 및/또는 계열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Cisco 상표 목록을 확인하려면 www.cisco.com/go/trademarks
로 이동하십시오. 언급된 타사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재산입니다. "파트너"라는 용어는 Cisco와 기타 회사 간의 파트너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11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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