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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직면한 어려움

도입할 것은 산더미,
그러나 충분한 돈이 없음.

보안을 위한
정책/제품을 별도로
고민해야 할까? 뚫리면
완전 고생

IT담당자가 없거나, 있어도 1명.
누가 어떻게 잘 관리할까?

직원수가 작을수록 빠른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이 필요

협업

비용

관리 보안



중견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포트폴리오 제공

심플, 스마트, 시큐어한 솔루션으로 구성

시스코 스타트란?

깜짝놀랄 프로모션을 통한 끊임없는 혜택



Wireless Switches Meraki

Connect Security First

Cloud Managed

시스코 스타트 포트폴리오
Security First

Connect Collaborate Compute



Cloud Managed

시스코 스타트 포트폴리오

Wireless Switches Meraki

Security First

AnyConnect & Cisco Umbrella
ASA 5506-X, 5508-X, 5516-X with 

FirePOWER Service
AMP for Endpoints  

Connect

Switches

• MS220-8, MS220-8P

• MS225-24, MS225-24P, MS225-48, MS225-

48LP, MS225-48FP

Wireless

• MR18, MR32, MR33, 

MR42

Security First

Connect Collaborate

Switching
• SF/SG 95 to 500 series

• Catalyst 2960 series

• Catalyst 3000 series

Routing
• RV100/ 300/340 series

• ISR 800 series

• ISR 4300 series

Wireless
• WAP 100, 300 & 500  series access points 

• Aironet 1800, 1815, 2800 & 3800 Mobility 

Express series

• WLAN Controller 2504 series

• CMX Cloud

Network Management
• FindIT Network Manager

• Cisco Spark* & Cisco Webex

• Cisco TelePresence DX70, DX80, 

SX10 & SX20

• Cisco Spark Board*

• BE4K & BE6K

• SPA Phone series

• Cisco Phone 7800/ 8800 series

Unified Computing

• UCS Rack Servers C220/ 240

Compute

• MX64, MX64W, MX65, MX65W

• MX84

Security



시스코 스타트 프로모션



AP1832

4+1
(K9/K9C)

+

내장컨트롤러 모델도 포함

802.11ac Wave 2 지원

깔끔한 디자인

단, 이번 달 한정판!

10분 간편설치

1

4개 구매 시,

1개 무료



1
AP1832번들 활용사례

Option A

Option B

Controller 지원
(Mobility express)

ME



유무선
네트워크

패키지

컨트롤러 걱정 말아요,

내장컨트롤러 모델도 포함

전원공급 걱정 말아요,

PoE 및 PoE+지원

전세계 1등

검증된 유무선 솔루션

가성비 끝판왕 콤보

엄청난 가격 혜택

2

최신형 AP 10대와
기가스위치 1대의

특가 콤보

WS-2960L-24PS-AP 1대

AIR-AP1815I-K-K9C/K9 10대



1
유무선 패키지 소개

AP 전원사용 파워 Injector PoE 스위치

AP 전원공급 고려사항

4가지 모델; 현재 한국에 i만 출시, 

곧 w모델 출시예정 (9월 예정)

작고 슬림한 디자인 : 
150.8 x 150.8 x 33 mm

2x2:2SS 

80 MHz

867 Mbps

3x3:2SS 

80 MHz

867 Mbps

4x4:3SS 

80 MHz

1.7 Gbps

4x4:3SS 

160 MHz

5 Gbps

4x4:3SS 

160 MHz

5 Gbps

mGig

작고 슬림한 디자인 : 
140 x 89 x 32 mm

1815i 1815w



1
유무선 패키지 소개

2960L

2960X 3650 3850 4500 68002960L

 Enhanced LAN Lite 

 No Stacking

 1G Uplinks

팬이없는 무소음 설계

웹기반 인터페이스 제공

최고 55C의 운영온도 지원

지속적 PoE/PoE+ 공급

한글지원

?



스타트
기업
패키지

IT담당자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설치, 관리가 가능한 솔루션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유무선, 웹컨퍼런싱 올인원 패키지

소규모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솔루션 at 특가

WebEx 1년 무료 체험권

오 마이 갓!

3

소규모 유무선 구매
시, Webex 1년
무료체험권 혜택

세계 판매 1위 웹컨퍼런싱 솔루션
WebEx 1년 무료 체험권

WAP150-K-K9-KR 2대

+
FREE

SG300-10MPP-K9-KR 1대



Single Point Setup = 
간편설치 및 중앙관리

802.11ac 지원

스타트 기업 패키지 제품소개

WAP150

10개포트 Full PoE지원 및
일부 PoE+지원

웹기반 쉬운 설정 가이드

SG300

클라우드 기반으로 영상회의

Any device, any time

글로벌 이용율 1위의
웹컨퍼런싱 솔루션

무엇보다도, 1년 무료!



본점

지점

고객 또는
파트너

영업사원

스타트 기업 활용사례

Internet



Find IT

Tip

소규모 제품 구매
시, 10대까지
라이센스 무료!



FindIT 네트워크 매니저

Discovery, 모니터링, 리포트, 설정 그리고 운영



올인원 보안
패키지

4

1년 올인원
라이센스 구매 시,

ASA 시리즈를
무료로 드립니다.

+
L-ASA5506-TAMC-1Y

L-ASA5508-TAMC-1Y

L-ASA5516-TAMC-1Y

FREE

ASA 5506/5508/5516 무료

위협
탐지

URL

필터링

지능형
악성코
드 탐지

방화벽 VPN

진정한 올인원
보안 패키지

와우, 라이센스만 (1yr) 
구매하시면 ASA 
보안제품을 무료로

3년 라이센스 + ASA 
5508/5516 
어플라이언스 역시
프로모션 가격으로 제공



올인원 보안 패키지 활용사례

침입 탐지 및 차단

애플리케이션 제어

APT 악성코드 차단 및 추적

카테고리/평판 URL 필터링



차세대
미팅
패키지

다양한 시스코 화상회의 장비를
기절초풍 특가에 제공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통한

실시간 회의 가능

소규모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화상회의 솔루션모음

해당제품: DX70/80, 
SX10/20/80, MX200/300

with WebEx CMR cloud

5

차세대 미팅을 위한
컨퍼런싱,

화상장비를 초특가
패키지 가격으로



차세대 미팅 패키지 활용사례

WebEx ® CMR Cloud

SX80

SX20SX10

MX200/300 DX70 DX80

Webex, Jabber

Third-Party

코덱형태

일체형 모바일

타벤더



UCS

랙서버
패키지

단독 구성 이나 UCSM 기반의
통합 관리 기능 제공

유니파이드 패브릭과
VIC 카드- 간소화 연결케이블, 관리비용, 전력절감

가상화에 최적화

6

시스코 최신의 UCS

랙서버를 듣도보도
못한 파격가에 제공

UCS C240

UCS C220



스타트 요점정리 & 밑줄 쫙!

중소중견 기업에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로 구성포트폴리오

제품개별 또는 묶음, 패키지등의 다양한 특가 제공프로모션

심플, 스마트, 시큐어솔루션 특징

단발성이 아닌,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추가 및 프로모션 개발지속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