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과적인 작업 
공간
미래의 아이디어는 오늘의 협업 
공간에서 탄생합니다.



사무실은 이제 더 이상 생산 공장 같은 공간이 아니라 직원과 
부서가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협업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실 설계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뛰어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사무실을 보기 좋게 꾸미고, 멋진 장비를 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공적인 사무실이란 첨단기술과 사람들이 함께해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Cisco®의 협업 
도구는 직원들이 빠른 비즈니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 줄 뿐 
아니라 운영비를 절감하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천할 수 있게 
합니다. Cicso 협업 시스템으로 최고의 업무 공간을 만드십시오.

기계처럼 출퇴근 도장을 찍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X 세대와 밀레니엄 세대 직원의 50%는 24시간  
대기 근무가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회사 건물이 직원들의 협업을 장려하지 않는 설계라면 
혁신과 우연히 발견되는 멋진 보물들을 놓치게 됩니다."

— 스티브 잡스(Steve Jobs)

50%



협업을 위한 설계

외근 직원이 많을수록 사무실에 빈자리도 
많습니다. 직원들이 회의실을 이용하기 위해 
사무실에 나와도 늘 예약이 꽉 찬 10~15
인용 회의실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회의 인원은 고작 
3~5명이 보통입니다. 공간 낭비는 곧 비용 
낭비입니다. 낭비되는 공간 없이 직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술에 
투자하면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비용도 절감됩니다.

일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재능을 키우는 업무 환경

모빌리티 덕분에 외근 직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식을 공유하는 방법과 직원에게 
기술을 교육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는 공간과 설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직원을 한데 모으려면 터무니없이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됩니다. 협업 기술로 신입 
사원을 교육하고, 전 세계 곳곳의 직원들은 
실시간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녹화한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직장인 세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고 보유하려면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직원들에겐 
사무실이 해당 기업의 문화와 협업 절차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다가옵니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업무 공간은 
직업 만족도는 물론 동료들과 소통하는 방법, 
혁신을 이뤄내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연한 업무 공간은 모든 세대의 우수한 
인재들이 함께 일할 수 있게 하며, 미래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틀에서 벗어나십시오.

기업은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틀을 깨는 
아이디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무실이라는 갇힌 공간에서 틀을 깨려고 
애씁니다. 진정한 혁신을 추구하려면 낡은 
사고를 버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좋은 디자인과 
뛰어난 기술은 사람들을 뭉치게 하고, 
창의력과 행동을 자극합니다.



멋진 디자인 속 첨단기술

주변 환경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첨단기술이 
탑재된 스마트 공간에 투자하면 생산성과 협업 
능력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여러분의 사무실이 
어떤 모습이건 Cicso 협업 도구처럼 탄탄한 기술이 
함께한다면 직원들은 제때 필요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피스: CISCO MERAKI |디자이너: 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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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곁에 있건 지구 반대편에 있건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을 제공하십시오. 

"O+A는 Cisco Meraki가 제품을 설계하듯 
사무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간단하고 이용하기 
쉬운 곳이지요."— 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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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TelePresence® SX10 Quick Set
만 있으면 화면이 있는 어떠한 공간도 고성능 협업 

공간으로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 

대화를 위한 공간

Disqus의 디자이너는 다름 아닌 이 사무실의 운영 
관리자입니다.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잘 아는 그녀는 
팀원들이 함께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무실 
구석구석의 디자인을 배려했습니다. 



"부족했던 활동 공간을 넓힌 후, 
Disqus의 문화를 반영하는 섬세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컬러풀하고, 아늑하고, 
함께 일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직원 모두가 맡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간을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서서 일하는 
책상, 사용하기 쉬운 비디오 기술은 
물론 혼자 일하는 공간과 협업 공간도 
균형 있게 제공합니다. Disqus
는 멋진 토론을 장려합니다. 대화를 
장려하고,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개성이 담긴 탁 트인 사무실 공간이길 
원합니다.      — Ann Mony, Disqus 사무실 운영 관리자 

(겸 실제 디자이너) 

오피스: DISQUS | 디자이너: ANN MONY



"대학에선 교수님이 '이 과제를 내일 오전 9시에서 
5시 사이에 도서관에서 하세요' 라고 하지 않죠. 
주어진 과제를 제출 마감일까지 어떻게 완성하는 
것은 학생 자신의 몫입니다. Cisco 시스템엔 이 
같은 생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Dolly Woo, Cisco 작업 공간 전략가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기발한 생각은 언제 어디서나 불시에 떠오릅니다. 직원들과 
팀원들이 집이나 사무실 또는 거리에서도 일할 수 있게 
지원하십시오. 물리적인 거리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피스: CISCO 런던 | 디자이너: PENSO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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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DX80 엔드포인트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비즈니스 도전과제를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맡은 일을 처리하는 한 어디에서 
일하건 상관없습니다."
— Commerce House

첨단기술은 여러분을 더 큰 가능성으로 이끕니다.

기획 세션이 회의실 내의 직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Cisco의 협업 도구는 그 어떤 공간도 확장해 
더 생산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피스: COMMERCE HOUSE | 디자이너: PERKINS+WI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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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들어섰을 때 모바일 기기가 여러분을 알아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기가 원하는 조명과 온도를 맞춰주고, 
클라우드에서 정보를 꺼내주는 상황을요. 앞으로 여러분의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될 것입니다.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요." 

— Brian McCourt , 아키텍처 제품 영업 이사 아키텍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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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TelePresence MX200 엔드포인트

Cisco TelePresence MX 시리즈는 
평범한 회의실을 멋진 비디오 협업 
공간으로 변신시켜 줍니다. 화면과 

아이디어를 공유하세요.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일하세요. 어떤 각도에서도 보기 좋은 

세심한 디자인까지 더했습니다. 

오피스: STEELCASE 
디자이너: ROBERT FORRESTER 
사진 제공: STEELCASE INC.



"저희는 열려 있고, 열정적이고, 투명하며, 
가까이 하기 쉽고, 아주 잘 뭉칩니다." 
— Greg Strickland, VP finance and operations, Box

각자 일하는 방식이 다른 직원들을 위해 개인 작업대 
또는 여럿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 가능한 
작업실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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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BOX | 디자이너: FENNIE+MEHL



"열 번째로 고용한 직원을 
붙잡으면서 천 번째 직원도 
쉽게 채용할 수 있는 멋진 직장 
문화를 어떻게 유지하냐고요?"
 — Aaron Levie, Box CEO 겸 창립자

오피스: BOX | 디자이너: FENNIE+MEHL



직원들이 디자인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하십시오. 실제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생산성을 높이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Google은 직원들이 근무 공간과 직장이 
자신의 것이라는 기분이 들게끔 직접 사무 공간을 설계하게 했습니다.  

공동 작업을 위한 설계에는 많은 노력이 듭니다. Steve Jobs가 
Pixar의 CEO직을 맡았을 때 그는 직원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오랜 관습을 철폐했습니다. 그는 "회사 건물이 직원들의 협업을 
장려하지 않는 설계라면 혁신과 우연히 발견되는 멋진 보물들을 
놓치게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신선한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기술은 사람들이 생각을 나누고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직원들이 막힘없이 협업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Cisco의 Rowan 
Trollope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Cisco는 고객 체험을 
최우선시합니다. 누구나 저가 제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비용으로 뛰어난 경험을 제공하는 솔루션은 아무나 개발하지 
못합니다." 

사람과 공간, 기술이 함께하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사람

공간

기술



Cisco 협업 솔루션으로 멋지게 설계된 
공간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열린 작업 공간 모든 직원이 Cisco DX80에 공유된 
자신의 프로필에 접속해 고화질 비디오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생산적인 앱과 스마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신 공간 TelePresence SX10 엔드포인트는 
벽에 걸린 디스플레이 화면을 순식간에 비즈니스급 
비디오 회의실로 변신시켜 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조용한 비디오 1인 회의실 Cisco DX70 유닛을 
이용해 직원들이 클라이언트 및 원거리 관리자들과 
개별 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 회의실 Cisco MX 시리즈는 풍부한 다자간 
체험을 제공합니다. 공간을 확대해 모든 팀원의 얼굴을, 
심지어 다른 대륙에 있는 직원의 모습도 또렷하게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성공을 위한 도구

Cisco가 뛰어난 솔루션과 협업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Cisco의 협업 솔루션이 실제 근무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습을 
확인하십시오. Project Workplace는 여러분 회사의 새로운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Cisco Project Workplace 함께하는 협업의 새로운 의미: 
모든 직원에게 멋진 선물을 하세요.

자세히 보기가능성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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