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성 증대를 
위한 팁4

비즈니스 생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업계 트렌드에 따라 조치를 취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십시오. 모든 
장치에서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고, 협업하며,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게 하십시오. 다음 4가지 팁은 
새로운 수익 기회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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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즈니스의 모바일화

2 중단 없는 연결을 
위한 협업

애플리케이션 
배포 속도 증대

모든 장치에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액세스를 지원하십시오.

모든 장치에서 언제든지 
함께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연결함으로써 
출장비와 IT 비용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본사 외부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비율입니다.2 

Cisco Unified Access™는 
유선 및 모바일 장치를 

함께 관리합니다.
2015년까지 추가되는 
신규 네트워크 장치 

수입니다.1

150억 대

4 비즈니스를 
클라우드로 전환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개발하고 클라우드에서 

비즈니스를 관리하십시오.

보안과 성능을 유지하면서 
클라우드로 신속하게 

마이그레이션하십시오.

2017년에는 모든 업무의 
2/3 가량이 클라우드를 

통해 수행됩니다.4

기존 환경에 가상화를 
통합하고, 자산을 

최적화하며, 필요에 
따라 확장하십시오.

2014년에는 770억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3

FlexPod:
데이터 센터 패키지.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십시오.

          facebook.com/Cisco              twitter.com/Cisco

중견기업 솔루션

직원들의 다양한 모바일 장치를 온보드하여 혁신과 비즈니스 
민첩성을 향상시키십시오. 신속하게. 간단하게. 안전하게.

Cisco Unified Access는 하나의 정책, 하나의 관리, 하나의 네트워크로 유무선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Cisco Unified Acces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Cisco Jabber®:
즉시 연결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Cisco Jabber는 모든 방식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단일 툴입니다. 
    Cisco Jabber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FlexPod는 배포 시간을 줄이고 조직의 성장에 맞추어 성장하는 모듈형 데이터 센터 

솔루션입니다.     FlexPod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Cisco UCS®). 

간단한 모듈형 
솔루션입니다.

Cisco UCS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It’s not what we make. It’s what we make possible.
Cisco. Cisco가 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www.cisco.com/go/midsize 를 방문하십시오.

사용자와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정보 사이의 연결성을 
향상시키십시오. 오디오 및 웹 회의를 통해 쉽게 
협업하여 팀 성과를 가속화하십시오.

90%

가상화된 환경으로 전환하여 IT와 최종 사용자의 민첩성을 
향상시키십시오. 비즈니스 위험을 완화시키십시오. 
효율성을 향상시키십시오. 비용을 절감하십시오.

새로운 기능을 쉽고 경제적으로 배포하도록 
인프라를 간소화하십시오. ITaaS(IT as a Service)를 
제공하십시오. 여러분의 속도에 맞추십시오.

1. http://www.pcworld.com/article/229170/article.html
2. http://www.cisco.com/en/US/prod/collateral/voicesw/ps6789/ps7290/ps11678/cisco-collab-at-a-glance.pdf
3. http://searchvirtualdesktop.techtarget.com/news/2240206813/Desktop-virtualization-deployment-by-the-numbers
4. http://www.cisco.com/en/US/solutions/collateral/ns341/ns525/ns537/ns705/ns1175/Cloud_Index_White_Pap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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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장치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옵션을 제공하십시오. 상호 
작용 및 창의력을 
촉진시키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