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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글

여러분이 중견기업 시장에서 효과적인 세일즈 활동을 통해 
성장을 구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한 Cisco® 파트너를 위한 
자료입니다. 이 설명서에서는 중견기업의 IT 고객이 우선 과제를 
재고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변화와 트렌드를 살펴봅니다.

다음 내용을 비롯하여 중견기업을 위한 Cisco 포트폴리오를 
개괄적으로 소개합니다.

• 제품/서비스 개요 및 포지셔닝

• 주요 제품군의 특징

• Cisco와 함께 중견기업 시장을 공략하여 누릴 수 있는 장점

사업장이 분산된 중견기업 고객 및 중소기업도 대상으로 하는 
파트너를 위해 Cisco 중소기업 솔루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제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을 
feedback_midsizeguide@cisco.com으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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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시장 공략: 현명한 성장 촉진 전략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중견기업(직원 수 100명 ~ 1,000명)을 공략하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중견기업 기술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고객 수가 140만여 개에 달하는 등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 중견기업은 2016 회계연도까지 7% ~ 10%(CAGR)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중견기업 시장의 제품 기회는 2016 회계연도까지 약 250억 ~ 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에 더해 추가로 300억 달러 상당의 서비스 기회가 있습니다. 

중견기업 세그먼트가 매력적인 시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기회를 
최대한 누리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먼저 각 고객과 맞춤화된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Cisco의 도움을 받아

• 고객을 접촉하고 관계를 구축하십시오. 여러분이 고객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을 
마련할 수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 여러분의 지식과 전문성으로 차별성을 부각시켜 고객이 신뢰하는 
조언자가 되십시오.

• 우수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여 장기적인 고객으로 확보하십시오. 

 
고객 중심의 세일즈 모델을 통해 더 충성도 높고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고객의 비즈니스 방식, 요구 사항 및 이를 해결할 
방법을 더 통찰력 있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Cisco 솔루션과 서비스는 파트너의 강점과 
서비스 상품을 보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설명서는 여러분이 이 무궁무진한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중견기업 고객에게 혁신적인 기술을 판매하고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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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고객은 무엇의 영향을 받는가?
Cisco 파트너인 여러분 역시 중견기업일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고객과 
비슷한 비즈니스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솔루션을 찾으려 합니다. 
즉 여러분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고객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조언할 수 있는 최고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기술 챔피언

중견기업 고객이 이 격동의 환경을 잘 헤쳐나가도록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맞춤형 IT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여러분이 
방향을 제시하고 영감을 불어넣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고객의 기술 
전문가가 되어 이 기술의 범위가 이메일, 전화기, 네트워킹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고객이 비즈니스 수행 방식을 혁신하도록 도울 
절호의 기회입니다. 고객이 올바른 솔루션을 선택한다면 직원들이 어디서든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비용을 절약하여 
궁극적으로는 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성공은 바로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중견기업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Cisco의 중견기업 포트폴리오로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여 고객을 위해 이 새로운 기회를 실현할 방법을 
탐구합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오롯이 하나의 한정된 솔루션 범주에 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동성을 개선하려는 고객이 보안과 협업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Cisco의 폭넓은 중견기업 솔루션 포트폴리오는 서로 원활하게 
연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는 완벽한 
상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Cisco에서는 파트너가 중견기업 시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파트너를 위한 중견기업 솔루션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최신 리소스를 활용하여 중견기업 고객을 상대로 더 
많은 수요를 발굴하고 더 많은 거래를 성사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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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성공할 방법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 고객의 직원들은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여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소셜 미디어는 기업과 고객이 만나는 방식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규제와 네트워크 위협으로 인해 보안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 업무 공간은 사무실 바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 희소 자원과 한정된 예산은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http://www.cisco.com/web/midsize/partners.html
http://www.cisco.com/web/midsize/partners.html


비즈니스 기회: 모빌리티와 BYOD(Bring Your Own Device)

이동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고객이 이러한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의 직원들이 그 어느 때 보다 함께 거리에서, 집에서, 
고객 사이트에서 연결하고 협업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개인용 기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동료와 연락하고 정보에 
접속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각 기업은 BYOD 이니셔티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Gartner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까지 전체 기업의 90%
에서 개인용 단말기 사용을 업무에 허용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객은 간단하고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확장 가능하고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을 원합니다.

고객 상담 시작

현재의 모바일 업무 환경에서 직원들은 더 이상 사무실의 책상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고객의 IT 팀은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간단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새로운 협업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용자에게 원활하고 일관성 
있는 경험을 제공할 유무선 네트워킹과 애플리케이션을 필요로 합니다. 
모빌리티와 BYOD의 자유를 누리려면 IT 팀은 중앙에서 기기를 제어하고 
관리하면서 네트워크 보안을 보장해야 합니다. 고객은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간단하고 안전하며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원하고 있습니다. 

Cisco에서는 파트너가 고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 BYOD 
평가 툴을 마련했습니다. 이 툴은 모바일 전략을 통해 실현 가능한 비용 
절감, 시간 절감,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십시오. Cisco 
BYOD 평가 툴을 확인하고 고객이 BYOD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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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솔루션

네트워크 인프라: 
• Cisco Unified Access™ 및 Cisco 클라우드 매니지드 네트워킹 

하나의 네트워크, 하나의 정책, 하나의 관리로 IT를 간소화하고 비즈니스 
차별화를 위한 혁신 증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 Cisco Desktop Virtualization 솔루션 

Cisco Unified Data Center를 기반으로 간소화, 확장성, 우수한 사용자 
경험을 갖춘 가상 데스크톱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협업: 
• Cisco 중견기업 협업 포트폴리오

고객이 더 긴밀하게 연결된 업무 환경에서 새로운 차원의 생산성과 
혁신을 실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Cisco Business Edition 6000 

차별화된 협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선호하는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중앙의 플랫폼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관리하면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솔루션:
• Cisco BYOD Smart Solution 

최상의 기술, 검증된 설계, 모듈식 구성 요소, 타사 기술 통합, 전문 
서비스, 엔드 투 엔드 지원으로 BYOD 환경을 지원합니다.

중견기업 고객을 위한 서비스

Cisco 서비스로 가치를 더합니다. 

Conduct Business Anywhere, Anytime

© 2014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Confidential. For Channel Partner use only. Not for public distribution. 6

Cisco 중견기업 솔루션 설명서

비즈니스 기회

머리글 >

중견기업 시장 공략: 
현명한 성장 촉진  
전략

>

중견기업 고객은 무엇의 
영향을 받는가? >

Cisco와 파트너를 맺을 
이유

>

판매 중인 솔루션

네트워크 인프라 솔루션 >

데이터 센터 솔루션 >

협업 솔루션 >

스마트 솔루션 >

중견기업 고객을 위한 
서비스

>

버티컬 솔루션 >

Cisco 중소기업 
포트폴리오

>

요약

부록



비즈니스 기회: 클라우드 기술로 이전

고객은 더 효과적으로 협업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으며, 새로운 IT 모델도 
적극 도입할 생각입니다. 모든 규모의 기업들이 더 효과적으로 협업하고 
비즈니스 민첩성을 높이기 위해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술 또는 
이들의 조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계획, 구축, 결제할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중견 
기업 고객에게 클라우드를 통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얼마 전만 하더라도 CRM(고객 관계 관리), ERP(전사적 자원 계획) 등에 
업계 최고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대기업뿐이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중소기업이 사용하기에 더욱 편리합 
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SaaS(software as a service)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형태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의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 벤더 중 상당수가 기존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중견기업용 
버전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서버 가상화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술 덕분에 
더 쉽고 경제적으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 솔루션 공급자 중 75% 이상은 포트폴리오에 클라우드 솔루션을 포함 
했거나 추가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니지드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제는 고객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파트너의 수익성 있는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데 길잡이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혁신 플레이북(Business Transformation 
Playbook)은 여러분과 같은 파트너가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들은 퍼블릭 및/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객 상담 시작

고객이 클라우드로 이동하도록 하려면 그들의 IT 팀에 빠르고 손쉽게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은 
일관성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가동 시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즉시 
사용 가능한 완전한 클라우드 솔루션을 원하고 있습니다. 절전 및 서버 
비용 절감이 가능한 소비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십시오. 
비즈니스 요구 사항이 바뀌더라도 대규모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없이 
원활하게 기술 환경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Conduct Business Anywhere, Any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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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솔루션

네트워크 인프라:
• Cisco Unified Access 

Cisco Unified Access 솔루션은 단일 정책, 단일 관리, 단일 네트워크의 
원칙 아래 통합되고 간소화된 지능형 네트워크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 Cloud Managed Networking

손쉽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프라이빗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구축합니다. 

• Cisco Intelligent WAN(IWAN)

WAN 투자를 십분 활용하여 우수한 성능, 안정성, 보안을 실현합니다.

데이터 센터:
•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컴퓨팅, 네트워킹, 관리, 가상화 및 스토리지 액세스를 단일 통합 
아키텍처로 통합합니다.

• Cisco Nexus® 1000V Switch

기업의 클라우드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장합니다.

• Cisco Cloud Computing

확장 가능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결하여 
비즈니스 인프라를 최적화합니다.

협업:
• Cisco Cloud Collaboration 

Cisco 파트너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협업 솔루션은 전사적으로 효율적인 
협업 업무 환경과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중견기업 고객을 위한 서비스

Cisco 서비스로 가치를 더합니다.

Conduct Business Anywhere, Any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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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기회: 더 효과적인 협업

현재 업무 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기업은 전사적으로 협업하며 외부 고객과 비즈니스 파트너와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 거리, 고객 사이트 등 사무실 밖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공식적인 채팅 세션부터 실시간 
비디오 컨퍼런싱까지 모든 유형의 협업에 자신이 선택한 기기를 사용하려 
합니다. 고객은 유연성과 민첩성을 강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제공 모델 및 
기타 혁신적인 방식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협업을 통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곤 합니다. 중견기업 고객이 더 긴밀하게, 
생산적으로 일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역할, 조직, 기기를 
포괄하여 공통된 경험을 실현할 협업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본래의 업무에 주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isco에서 소셜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작업 그룹을 구성하고 세계의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협업하도록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화된 협업 기업으로 
변화함으로써 어떻게 생산성과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협업을 통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곤 합니다.

고객 상담 시작

IT 팀에서 효과적인 협업을 지원하려면 언제 어디서든 각자 선택한 
기기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완전한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를 비롯한 다양한 제공 모델을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십시오. 안전하고 유연한 솔루션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IT 
팀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협업 엔드포인트를 재량껏 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선택한 타사 기기와 애플리케이션과도 원활하게 
연동하는 솔루션이어야 합니다.

Conduct Business Anywhere, Anytime

© 2014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Confidential. For Channel Partner use only. Not for public distribution. 9

Cisco 중견기업 솔루션 설명서

비즈니스 기회

머리글 >

중견기업 시장 공략: 
현명한 성장 촉진  
전략

>

중견기업 고객은 무엇의 
영향을 받는가? >

Cisco와 파트너를 맺을 
이유

>

판매 중인 솔루션

네트워크 인프라 솔루션 >

데이터 센터 솔루션 >

협업 솔루션 >

스마트 솔루션 >

중견기업 고객을 위한 
서비스

>

버티컬 솔루션 >

Cisco 중소기업 
포트폴리오

>

요약

부록



판매할 솔루션

네트워크 인프라:
• IWAN

어떤 연결에서나 최고의 음성 및 비디오 사용자 경험을 실현합니다. 

데이터 센터: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on Cisco UCS®

손쉽게 설치하고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철저하게 검증받은 컨피그레 
이션으로 최고로 꼽히는 Cisco의 데이터 센터 및 협업 제품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협업: 
• Cisco Business Edition 6000

차별화된 협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선호하는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중앙의 플랫폼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관리하면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Cisco Cloud Collaboration

Cisco Cloud Collaboration 포트폴리오로 클라우드의 유연성, 민첩성, 
효율성이라는 장점 중에서 고객은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WebEx® Meetings 

Cisco WebEx Meetings는 사람들이 시간, 장소,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 Cisco Jabber™

Cisco Jabber를 통해 어디서나 어떤 기기에서든 필요한 사람과 정보에 
실시간으로 액세스하면서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Cisco IP 폰 

Cisco에서는 업계에서 가장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므로 각 사용자 
유형의 필요에 부합하는 기기로 고객의 요구 사항을 해결할 음성 및 
비디오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Cisco TelePresence®

직원, 고객, 파트너가 직접 대면하면서 더 기밀하게 상호 작용할 수 있게 
하여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의사 결정 속도를 높입니다.

중견기업 고객을 위한 서비스

Cisco 서비스로 가치를 더합니다.

Conduct Business Anywhere, Any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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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기회: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보장

각 기업이 가장 중요한 업무에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고객 및 직원 데이터를 
보호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중단 없이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협 환경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다양한 액세스 기기, 더 교묘해진 공격과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공격자들은 아주 작은 허점도 공격할 것입니다. 고객은  
이 역동적인 환경에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 및 산업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중견기업에게 중요한 우선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고객에게 의료, 금융 서비스, 공공 부문 등의 업종과 
관련된 강력한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사례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위협 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며 공격은 더욱 
지능화되었습니다.

고객 상담 시작

현재의 위협 환경에서는 공격을 당할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공격을 당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고객도 알아야 합니다. 즉 
공격 전후 및 그 과정에서 지능적인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십시오. 공격 전 단계에서는 액세스 제어, 방화벽, VPN, 신원 관리 
솔루션, 정책 시행을 통해 환경을 제어, 감독, 강화해야 합니다. 공격이 진행 
중일 때는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s), 웹 보안, 이메일 보안을 통해 
공격을 감지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공격 사후에는 고급 악성 코드 차단 
솔루션을 이용하여 위협을 억제하고 복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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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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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부록



판매할 솔루션

네트워크 인프라: 
• Cisco Unified Access 

하나의 네트워크, 하나의 정책, 하나의 관리로 IT를 간소화하고 비즈니스 
차별화를 위한 혁신 증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Cloud Managed Networking

정책 관리, 차세대 방화벽, 웹 및 이메일 트래픽, 고급 악성 코드 방지 기능이 
포함된 경제적인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IT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를 
간소화합니다. 

• IWAN 

any-to-any 보안으로 다이렉트 인터넷 액세스를 보호하면서 모든 지점의 
엔드포인트를 보호합니다.

데이터 센터:
• Cisco Unified Fabric & Nexus Switch 

Cisco Nexus 스위치는 Cisco Application Centric Infrastructure의 근간을 
이룹니다.  

• Cisco ASA 5500-X Series Next-Generation Firewalls

일관성 있는 정책과 시행, 우수한 확장성과 성능으로 위험을 줄입니다.

중견기업 고객을 위한 서비스

Cisco 서비스로 가치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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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부록



비즈니스 기회: 네트워크 및 데이터 센터 가상화

얼마 전만 하더라도 가상화는 대기업 고객을 위한 솔루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견기업 고객도 네트워크 인프라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편으로 가상화에 주목합니다. 이들은 네트워크를 간소화하고 민첩성과 
효율성을 높여 경쟁사와 보조를 맞추고 더 신속하게 변화에 대처할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를 통합하고 가상화함으로써 어떻게 비용을 줄이고 
더 신속하게 I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고객에게 알립니다. 물리적, 
가상,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할 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방법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가상화는 보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와 보안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물리적 도메인과 가상 도메인의 
전 범위에서 더 일관성 있고 실행 가능한 보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이 탄생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가상화함으로써 고객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더 신속하게 변화에 대처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고객 상담 시작

고객의 IT 팀이 하드웨어, 에너지, 지원 비용을 더 효과적으로 절약할 방법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엔드 투 엔드 솔루션을 사용하여 데이터 
센터의 모든 요소를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관리를 간소화하여 프라이빗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해 안전하게 
데이터 센터를 확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점을 포함하여 전사적으로 
통합적인 네트워킹 및 협업 환경을 지원하려는 고객에게 가상화는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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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판매할 솔루션

네트워크 인프라: 
• Cisco Unified Access 

하나의 정책, 하나의 관리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부터 원격 사무실 또는 
지점까지 전 범위에서 설비 투자(CAPEX)를 최적화하고 사용 효율성을 
높입니다. 

• IWAN 

WAN 투자를 십분 활용하여 우수한 성능, 안정성, 보안을 실현합니다.

데이터 센터: 
• Cisco Unified Fabric & Nexus Switch

Cisco Nexus Series Switch는 날로 발전하는 데이터 센터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운영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Cisco UCS 및 서버는 컴퓨팅, 네트워킹, 관리, 가상화 그리고 스토리지 
액세스를 단일 통합 아키텍처에 통합합니다. 

• Cisco Nexus 1000V 

VMware vSphere를 위한 Cisco Nexus 1000V Switch를 사용하여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 가상화 인텔리전스를 추가합니다.

• Cisco UCS Director 

프라이빗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면서 
간소화, 민첩성, 효율성의 장점도 실현합니다.

협업: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서비스 

손쉽게 설치하고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철저하게 검증받은 컨피그레 
이션으로 최고로 꼽히는 Cisco의 데이터 센터 및 협업 제품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고객을 위한 서비스

Cisco 서비스로 가치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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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기회: 더 신속한 네트워크 업데이트로 민첩성 강화

중견기업에서 성장 속도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우선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일입니다. 미리 로드된 소프트웨어와 템플릿이 있는 간단한 통합 관리 
툴이 있어 손쉽게 새로운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견기업도 지리적으로 분산화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IT 팀은 
신속하고 간단하게 현지 및 원격 관리, 유지 보수, 지원 요구 사항을 해결할 
네트워크 툴이 필요합니다. 

고객에게 새로운 네트워크 솔루션을 배포하기 위해 더디고 번거로운 프로세 
스를 감수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Cisco에서는 철저한 테스 
트와 검증을 거친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이 네트워크 투자에서 신속하게 
최고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즉각적으로 비용을 절약하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더디고 번거로운 
프로세스를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객 상담 시작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를 더 신속하게 구축하려면 유연하고 맞춤 가능한 
솔루션 및 제공 모델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수용하고 협업과 같은 주요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확장성도 요구됩니다. 또한 고객의 기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타사 제품 포함)와 원활하게 연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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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솔루션

네트워크 인프라: 
• Unified Access 

하나의 네트워크, 하나의 정책, 하나의 관리로 IT를 간소화하고 비즈니스 
차별화를 위한 혁신 증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Cloud Managed Networking 

손쉽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프라이빗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구축합니다. 

• IWAN 

WAN 투자를 십분 활용하여 최고의 성능, 안정성, 보안을 실현합니다.

데이터 센터: 
• Cisco FlexPod Solution 

FlexPod 아키텍처는 가상 및 비 가상 환경의 각종 복합적인 워크로드에 
맞게 수평 또는 수직 확장이 가능하고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 Cisco solutions for EMC VSPEX 

고객이 다양한 크기의 가상 머신을 구축하여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 Cisco Virtualized Foundation Smart Solution

비즈니스 솔루션을 더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협업:
• Cisco 중견기업 협업 포트폴리오 

고객이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협업하는 업무 공간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생산성과 혁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Cisco Business Edition 6000 

차별화된 협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선호하는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중앙의 플랫폼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관리하면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Cisco Cloud Collaboration

뛰어난 보안과 유연성을 갖추고 확실하게 투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협업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신속하고 손쉽게 구축합니다. 

중견기업 고객을 위한 서비스

Cisco 서비스로 가치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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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와 파트너를 맺을 이유
기술은 중견기업에게 성공적인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고객이 비즈니스 전략에서 기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길잡이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고객의 요구 사항을 통찰력 있게 조명하고 강력하고 
충성도 높은 관계를 구축할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술 이상의 것을 제공하는 기술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세일즈 사이클의 각 단계에서 파트너를 헌신적으로 지원할 
기업이 필요합니다. 

Cisco에서는 중견기업 시장의 무한한 잠재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 세그먼트의 전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는 곳은 Cisco뿐입니다(그림 1 

참조). 또한 Cisco에서는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솔루션, 
리소스, 인력을 제공합니다. Cisco의 파트너 상품에는 공동 기획, 재정 지원 
기회, 마케팅 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성공의 동반자가 
될 세계 최고 수준의 총판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Cisco에서는 Partner Marketing Central에서 다양한 온라인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공동 브랜드 마케팅 자료, 여러분이 즉시 맞춤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엔드 투 엔드 캠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isco에서는 스마트 지원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및 관계를 결합한 통합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여 파트너가 서비스 비즈니스를 최적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수익성 있는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그림 1. 주요 IT 세그먼트에서 시장 점유율 선두를 달리는 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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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isco SMO 업데이트,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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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가 세일즈 우위를 확보하도록 적극 지원

Cisco에서는 파트너 커뮤니티를 Cisco 세일즈 팀의 연장선으로 간주합니다. 
파트너의 성공은 Cisco의 성공입니다. 이런 이유로 Cisco에서는 파트너가 
더 효과적으로 세일즈하고 수익을 늘리고 중견시장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각종 프로그램과 리소스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의 중심에는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중견기업 시장을 위한 
Cisco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Cisco와 함께 중견기업 고객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 안성맞춤인 솔루션

Cisco에서는 파트너가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연한 소비 모델을 적용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고객이 
온프레미스 솔루션, 클라우드 기반 “as-a-service” 상품 또는 이 둘을 
결합한 혁신적인 모델 중 어느 것을 원하더라도 Cisco에서는 그에 따라 
업계 최고의 기술로 구성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업종별 고객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isco의 중견기업 
시장을 위한 포트폴리오는 손쉽게 구축하고 간단하게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서비스와 함께 부가 가치 실현

Cisco의 스마트 서비스 상품은 파트너에게 선택과 유연성의 장점을 모두 
제공합니다. 네트워크에 인텔리전스를 구현하고 실행 가능한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네트워크 투자에서 최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파트너의 서비스 솔루션을 
보완하면서 서비스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업셀 및 크로스셀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합니다.

파트너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리소스

Cisco에서는 다양한 실무, 개발, 세일즈, 마케팅, 교육 리소스도 제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 및 환경을 지원할 새로운 벤더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ISV(independent software 
vendor)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산업 전문 솔루션과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artner Plus는 자격을 갖춘 파트너가 세일즈 사이클의 각 단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고유한 세일즈 모델을 통해 지원하는 리소스입니다. 
6가지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 교육, 인센티브, 보상, 
마케팅, 고객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더 
신속하게 중견기업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거래를 발굴하고 수익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협업 세일즈 모델을 통해 파트너는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 그 성공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와 자격 
기준에 대해 Partner Plus 웹 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세일즈 및 마케팅 리소스

그 밖에도 Cisco CCG(Customer Conversations Guide) 모바일 앱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에서든 손쉽게 신규 및 기존 중견기업 고객을 검색, 
연락,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바일 앱입니다.

Cisco가 지원하는 부분 중 마케팅은 또다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파트너를 대신하여 더 많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isco의 수익 마케팅 모델은 2014 회계 연도에 타겟 마케팅 
활동을 통해 모든 Cisco 파트너에게 10억 달러의 적격 세일즈 리드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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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파트너 프로그램 - 전문화 과정, 인증, 인센티브

Cisco의 채널 파트너 프로그램은 파트너의 경쟁 우위를 극대화하는 데 
유용한 핵심적인 리소스, 툴, 교육으로 구성되며 광범위한 통합 네트워킹 
솔루션 및/또는 고도로 전문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isco의 전문화 
과정 및 인증 포트폴리오를 통해 여러분의 기술/비즈니스 지식과 전문성을 
강화하십시오. 또한 Cisco의 인센티브 및 날로 발전하는 하이브리드 IT 
포트폴리오를 십분 활용하여 더 일찍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십시오. Cisco의 
채널 파트너 프로그램 단계에 대해 여기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인증

인증 과정을 통해 모든 Cisco 기술과 아키텍처를 습득하여 비즈니스 성장의 
동력을 삼으십시오. 특정 기술 또는 아키텍처에 대한 고급 지식을 얻고 
Master Specialized Partner 또는 Advanced Specialization Partner 인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인증을 통해 다양한 기술 분야를 섭렵할 수 있습니다. Select, Premier, Gold
와 같은 인증 레벨로 폭넓은 지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전문화 과정은 
특정 기술 영역 또는 아키텍처에 대한 수준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어떤 기술 영역의 전문가가 되거나 특별한 기술력을 갖춘 

곳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Express, Advanced, Master의 3가지 레벨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전문화

파트너는 Cisco의 전문화 과정 포트폴리오에서 특정 아키텍처 또는 기술에 
대한 수준 높은 지식을 습득하고 Express, Advanced, Master 레벨의 
인증을 취득하여 고객에게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press 레벨 
전문화 과정의 교육과 시험은 중견기업을 위한 기술과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Advanced 레벨 전문화 과정은 엔터프라이즈 고객에게 
맞춘 교육으로, 때때로 커머셜 고객에게도 적용 가능합니다. Master 전문화 
과정은 최고의 지식 수준을 입증합니다.

인센티브

Cisco 파트너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더 광범위한 가치 기반 파트너 전략의 일환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익성 있고 가속화된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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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와 총판사: 성공의 동반자

Cisco 총판사는 Cisco 모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Cisco에서는 
총판사와 함께 파트너가 더 신속하게 더 많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도우며 파트너가 중견기업 시장에서 세일즈 속도를 내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Cisco 파트너는 170여 개 Cisco 총판사 중 한 곳과 본격적으로 함께 일함으 
로써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총판사는 최초 판매부터 전문성 강화, 
인증 및 교육까지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수요를 창출하고 더 많은 수익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시장에서 기회를 발굴하여 여러분이 
신속하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isco 총판사의 역할:

• 세일즈 지원

• 인증 및 교육 

• 마케팅 기획 및 진행

•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 서비스 전문성

• 기술 지원

• 대체 재정 지원 

Cisco 총판사와 함께 더 많은 수익을 거두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더 수월하게  
거래를 성사시키십시오. 총판사가 어떻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지  
www.cisco.com/go/ciscodistributors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다른 어떤 제조사에서도 Cisco 만큼 리소스를 모두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Cisco에서는 파트너가 성장 중인 중견기업 시장에서 기회를 잡고 
경쟁 차별화에 성공하고 수익성을 높여 장기적인 성공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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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인프라 솔루션

 

최신 제품 설명 및 상세 사양을 Cisco의 중견기업 솔루션
(Midsize Business Solutions)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네트워크 인프라 솔루션은 중견기업을 위한 Cisco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있습니다. 고객이 업무 방식을 개혁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실현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isco Unified Access는 Cisco 인프라 솔루션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BYOD 
트렌드 및 IoE(Internet of Everything)를 뒷받침하는 비즈니스 기초입니다. 
Cisco Unified Access 솔루션은 단일 정책, 단일 관리, 단일 네트워크의 원칙 
아래 통합되고 간소화된 지능형 네트워크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IT 
팀은 네트워크 운영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비즈니스 변화 및 차별화를 위한 
혁신을 촉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용자가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게 합니다.

• 통합 액세스: 무선 액세스 포인트

• 통합 액세스: 무선 LAN 컨트롤러

• 통합 액세스: 스위치

• 라우터

• 통합 액세스: 보안

• 통합 액세스: 관리

• Cisco Meraki® Cloud-Managed Net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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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액세스: 무선 액세스 포인트

고객은 회사의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더욱 모바일화되고 있습니다. Cisco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고객이 
고도로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람과 네트워크에 연결하게 하십시오. 중견기업 고객에게 적합한 Cisco 액세스 
포인트는 실내외 환경에서 매우 안전하고 안정적인 무선 연결을 제공합니다.

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Aironet® 1600 Series Access Point

네트워크를 현대화하여 더 많은 클라이언트,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많은 대역폭을 처리합니 
다. Cisco Aironet 1600 Series는 우수한 성능, 
강력한 기능과 안정성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합니다.

• 엔트리 레벨 액세스 포인트가 필요한 
중소기업 무선 네트워크

• 802.11n으로 마이그레이션하고 무선 
대역폭을 추가하려는 고객

• 기존 802.11a/g 네트워크 대비 6배 이상의 
처리량의 802.11n 기반 3x3 MIMO(multiple 
input and multiple output) 

• 간섭 방지를 위해 포함된 Cisco CleanAir® 
Express Technology 

• 레거시 및 802.11n 클라이언트를 비롯한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Cisco 
ClientLink 2.0

Cisco Aironet® 2600 Series Access Point

Cisco Aironet 2600 Series로 직원과 방문객을  
위해 더 우수한 장거리 모빌리티를 제공하십 
시오. 변화하는 모빌리티 요구 사항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Aironet 2600 Series는 간섭 없는 
고속 무선 경험을 실현합니다.

• 더 우수한 장거리 모빌리티가 필요한 고객

• 고급 기능과 우수한 성능이 필요한 고객

• 3x4 MIMO 및 3개의 SS(spatial streams)

• 능동적으로 간섭을 차단하는 Cisco CleanAir 
기술

• 레거시 및 802.11n 클라이언트를 비롯한 
모든 클라이언트 유형에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Cisco ClientLink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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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Aironet 3700 Series Access Point

Cisco Aironet 3700 Series는 고집적도 네트워 
크 환경에서 무선이 필요한 고객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혁신적인 칩셋과 동급 최상의 RF 
아키텍처, 유연한 모듈형 설계를 통해 특정 요구 
사항을 해결합니다.

• 미션 크리티컬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고집적도 네트워크 환경

• 늘어나는 BYOD 수요를 해결해야 하는 고객

• 802.11ac Wave 1 무선이 통합된 업계 최초의 
액세스 포인트로서 4x4 MIMO와 3개의 SS 
(spatial streams) 지원

• Cisco CleanAir Technology와 향상된 80MHz 
채널 지원

• 모듈형 설계로 Cisco WSSI(Wireless Security 
and Spectrum Intelligence), Cisco 3G Small 
Cell 또는 향후 802.11ac Wave 2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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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액세스: 무선 LAN 컨트롤러

모바일 네트워크를 설정하고 관리하면 상당한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손쉽게 네트워 
크를 구축, 운영, 관리하도록 지원하여 고객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Cisco WLC(무선  
LAN 컨트롤러)는 언제라도 중앙 집중식 프로비저닝 및 관리를 통해 무선 정책, 관리, 보안 설정을  
구성하도록 지원합니다. 확장형 라이센싱 모델이므로 조직의 성장을 문제없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2500 Series Wireless Controllers

Cisco 2500 Series로 사내의 모든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요구 
사항에 따라 안정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이 무선 컨트롤러는 Cisco Aironet 
액세스 포인트의 실시간 통신을 지원하므로 더 
수월하게 무선 네트워크를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IT 인력이 한정된 고객

•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사용하여 소규모로 
시작하려는 고객

• 소규모에서 중간 규모 엔터프라이즈의 무선 
기능 관리를 위한 보급형 무선 컨트롤러 

• Cisco Aironet 액세스 포인트와 무선 
네트워크의 설치 및 운영 단순화 

• ClientLink, VideoStream 및 CleanAir 기술 
등의 고급 서비스 지원

Cisco 5500 Series Wireless Controllers

확장된 비즈니스 환경의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무선 네트워킹을 위해 시스템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성능 네트워킹을 위해 설계된 
Cisco 5500 Series Controller는 자동화된 설정과 
관리를 통해 더 우수한 모빌리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클라이언트 집적도를 
수용하며 더 효율적인 로밍을 지원합니다.

• 중요 비즈니스 서비스에 무선을 사용해야 
하는 고객

• 고집적도 무선 환경을 가진 고객

• 기존 802.11a/g 네트워크 대비 최소 9배 
이상의 처리량을 제공 

• ClientLink, VideoStream, CleanAir 기술 및 
OfficeExtend 솔루션을 포함한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

• 1초 미만의 액세스 포인트 및 클라이언트 
스테이트풀 장애 조치로 고가용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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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Virtual Wireless Controller

중앙 집중식 제어를 통해 무선 네트워크의 
성능을 높이면서 하드웨어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Cisco Virtual Wireless Controller
는 로컬 및 지점 무선 네트워크의 성능을 
경제적으로 관리, 보호, 최적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가상 폼 팩터의 무선 제어가 필요한 조직

• 추가적인 비용 절감 기회를 찾는 고객

• 사실상 차세대 무선 네트워킹 솔루션을 조직의 
규모에 따라 확장 가능한 플랫폼으로 통합

• 중앙 집중식 제어로 하드웨어 비용 절감, 무선 
네트워크 성능 향상 

• ClientLink, CleanAir 기술 및 OfficeExtend 
솔루션을 포함한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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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액세스: 스위치

Cisco 액세스 스위치로 비즈니스 요구 사항의 증가에 따라 인프라를 확장하고 가시성과 제어 기능을 통해 
네트워크 인텔리전스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운영을 간소화하고 사용자 및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보안을 
강화하려는 고객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새로운 사용자 환경을 실현하고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Catalyst 2960-X Series Switch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보급된 액세스 스위치의 
차세대 버전으로 레이어 2 및 레이어 3 
액세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성장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확장 가능하며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스위치입니다.

• 성장과 안정성을 위해 확장형 고정 액세스 
스위치가 필요한 조직

• TCO를 낮추기 위해 안정적인 네트워크 성능, 
운영 간소화, 동급 최상의 에너지 효율성이 
필요한 고객

• 스마트, 인텔리전트 네트워킹 및 애플리케이 
션 인식 서비스를 통해 가시성 및 제어 확보 

• 소프트웨어 프로비저닝, QoS(Quality of  
Service) 및 플러그 앤 플레이가 자동 임베디 
드되어 운영 단순화 

• 유연한 인증, Cisco TrustSec® 및 IPv6 First 
Hop Security로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에 
안전성 보장 

• 현재 시판 중인 Cisco Catalyst® 스위치 중 
가장 친환경적인 제품

Cisco Catalyst 3650 Series Switch

스택형 Cisco Catalyst 3650 및 3850 Series는 
기가비트 데스크톱 연결과 함께 지능적인 보안 
및 관리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 통합 액세스 
스위치는 스위치와 무선 컨트롤러의 기능을 
결합한 것입니다. 고객은 공통의 운영 체제 및 
패브릭을 사용하여 LAN와 WLAN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 직원과 방문객을 위해 고성능 모바일 네트워 
킹이 필요하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강력한 
유선 액세스도 구현해야 하는 고객

• 보안, 정책, 애플리케이션 가시성 및 제어를 
위해 유무선 전반에서 지능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

• 기가비트 데스크톱 및 802.11ac 무선용 
160Gbps를 지원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동급 최고의 스택형 플랫폼 

• 유선 기능, 복원력, 상세 QoS 및 확장성을 
무선까지 확장하여 통합된 유선 및 무선 
액세스 

• 최대 20Gbps의 무선 처리량, 25개의 액세스 
포인트, 1,000개의 무선 클라이언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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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Catalyst 4500 Series Switches

Cisco Unified Access로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와 사물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Cisco 
Catalyst 4500E Series Switch로 통합 액세스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Cisco Catalyst 
4500E Series Switch와 Supervisor 8-E는 현재 
및 미래의 네트워크 요구 사항을 해결할 탁월한 
성능과 포괄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 쉽게 확장할 수 있는 모듈형 플랫폼을 원하는 
조직

• Cisco Unified Access를 사용하려는 고객

• 최대 928Gbps 시스템 대역폭, 비차단형 
48Gbps(슬롯당) 제공

• 8개의 비차단형 10기가비트 이더넷 업링크, 
필드 프로그래밍 가능한 게이트 어레이로 
차세대 프로토콜 지원

• 비 VSS(virtual switching system) 모드에서 
최대 384개의 기가비트 구리 포트, 200
개의 파이버 포트 또는 104개의 10기가비트 
포트까지 확장 가능

Cisco Catalyst 6500 Series Switches

고객의 캠퍼스 코어 및 분산 네트워크에 최적화 
된 포괄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성능,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Cisco Catalyst 6500 Series Switch
는 1/10/40Gbps 백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백본 서비스가 필요한 조직

• 캠퍼스 코어 및 분산 네트워크를 위한 솔루션 
을 찾는 고객

• 초당 최대 2테라비트의 시스템 대역폭 용량, 
80Gbps의 슬롯당 대역폭 제공

• 업계 최고의 성능 및 고급 기능으로 가장 
다양한 인터페이스 모듈 지원

• 높은 포트 집적도에서 사용 가능하고 3
슬롯에서 13슬롯 버전까지 제공하므로 
(수직 구성 포함) 다양한 시나리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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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Catalyst 6800 Series Switch

Catalyst 6800의 우수한 슬롯 및 스위칭 용량으로 
10/40/100 기가비트 이더넷 서비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최대 880기가비트까지 슬롯 용량을  
제공하며 Catalyst Instant Access를 통해 지능적 
이면서 간소화된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합니다. 
Cisco Catalyst 6800 스위치는 차세대 확장성, 
서비스, 간소화, 프로그래밍 요구 사항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 프로그래밍 가능한 캠퍼스 백본 스위칭을 
찾는 중견기업

• 유무선 및 VPN 통합 보안이 필요한 조직

• 고급 엔터프라이즈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VPLS(Virtual Private LAN 
Service), 멀티캐스트를 지원하는 확장형 
솔루션

• Cisco OnePK™(One Platform Kit) SDN 
(software-defined networking) 툴킷을 지원하 
는 프로그래밍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Catalyst 
6800 스위치

• 통합 액세스를 위해 설계된 Catalyst 6800 
Series는 차세대 Cisco VSS(Virtual Switching 
System) 기술로 99.999% 가용성을 실현합니 
다. 또한 단일 정책, 단일 네트워크, 중앙 
집중식 관리도 지원합니다.

• Catalyst Instant Access(6500에서 6800의 
상위 스위치, 6800ia 클라이언트 스위치)는 
간단한 원터치 방식 및 기능의 일관성으로 
캠퍼스 네트워크 운영을 크게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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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터

강력한 협업 기능을 찾거나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마이그레이션하려는 고객에게는 Cisco ISR(Integrated Services Router)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비디오 지원 기능, 서비스 가상화, 운영 우수성을 통해 탁월한 네트워크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모바일 기기,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서비스 제공 모델을 혁신하는 데 필요한 인텔리전스와 확장성도 
제공합니다.

Cisco ISR이 포함된 Cisco IWAN은 더 신속하게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관리를 
간소화하고 대역폭 비용을 줄이고 레이턴시를 50% 이상 단축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1900 Series ISR

소규모 사무실 또는 지점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isco 1900 
Series ISR은 현재의 까다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뿐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의 
마이그레이션도 지원합니다. 가장 광범위한 
WAN 연결을 통해 가상화된 애플리케이션과 
고도로 안전한 협업을 지원합니다.

• 엔트리 레벨의 고도로 안전한 WAN을 구축해 
야 하는 고객 

• 모듈형의 유연성과 안전한 모빌리티가 필요한 
소규모 사무실

• 서비스 가상화 지원, TCO 절감 

• 최대 25Mbps의 회선 속도 성능 및 동시 
서비스 제공 

• 제작 시 선택 가능한 802.11n 액세스 포인트, 
더블 와이드 HWIC(high-speed WAN 
interface card) 지원

Cisco 2900 Series Integrated Services Router

중견기업 사이트에 고성능 연결을 구현하십시 
오. Cisco 2900 Series ISR은 현재 중견기업 
지점의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합니다. 가장 광범위한 WAN 연결을 통해 
가상화된 애플리케이션과 고도로 안전한 협업을 
지원합니다.

• 민첩성, 유연성, 더 안전한 협업이 필요한 중간 
규모의 구축 환경 

• 원격 직원 및 재택 근무자를 위한 VPN 지원이 
필요한 기업

• Cisco TelePresence를 포함한 리치미디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가상화 제공, 에너지 효율성으로 TCO 
절감 

• Cisco IOS®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중화, 
장애 조치를 통해 무중단 연결 지원, 가동 시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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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액세스: 보안 

고객이 안심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보안 정책을 설계, 구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원격 액세스

재택 근무 직원 또는 모바일 직원이 있는 기업에서는 안전한 원격 액세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Cisco 원격 액세스 솔루션은 어디서든 손쉽게,  
더 안전하게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게 합니다. 고객은 네트워크의 보안 및 무결성을 포기하지 않고 각종 PC와 모바일 기기에서 
고도로 안전한 연결 경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AnyConnect Secure Mobility Solution

네트워크 및 모바일 사용자를 악성 웹 콘텐츠, 
악성 코드, 기타 위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Cisco AnyConnect® Secure Mobility Solution
을 선택한 고객은 프레미스 기반의 Cisco Web 
Security Appliance 또는 클라우드 기반 Cisco 
Cloud Web Security를 사용하여 직원에게 
안정적이고 고도로 안전한 방식으로 회사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외부에서 또는 이동 중에 안전하게 
네트워크에 액세스해야 하는 조직

• 더 편리하고 안전한 VPN 경험을 원하는 기업

• 일관성 있는 상황별 보안 정책을 통해 고객의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생산성 발휘

• 강력한 상황 평가 기능으로 VPN 액세스를 
제한하여 기업 네트워크의 무결성을 보장

• IEEE 802.1X를 지원하여 사용자 및 기기의  
신원을 관리할 수 있는 단일 인증 프레임워크 
를 제공하는 Cisco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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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네트워크 위협이 더욱 지능화되면서 네트워크, 기업, 사용자에게 새로운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Cisco ASA 5500 Series 방화벽으로 고객의 주요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 고객을 안심시키십시오.

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ASA 5500-X Series Next-Generation Firewall

고객은 각자 선택한 기기를 사용하여 합법적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제어가 필요합니다. Cisco ASA 
5500-X Series Next-Generation Firewall
로 엔드 투 엔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십시오. 업계에서 가장 널리 구축된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방화벽과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 기능이 만났습니다.

• 안전한 원격 액세스가 필요한 기업

• 능동적으로 실시간에 가깝게 위협을 차단하길 
원하는 고객

• 행동 기반 제어 기능으로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및 정밀 제어 

• 완전하고 매우 효과적인 IPS를 통해 
효과적으로 위협 차단 

• 강력한 웹 보안 및 봇넷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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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리 및 제어

Cisco ISE(Identity Services Engine)는 보안 정책 관리 및 제어 플랫폼입니다. 유선, 무선 및 VPN 연결의 액세스 
제어와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자동화하고 간소화해줍니다. Cisco ISE는 주로 Cisco TrustSec과 연계하여 보안 
액세스 및 게스트 액세스를 제공하고 BYOD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사용량 정책을 적용하는 데 쓰입니다.

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ISE(Identity Services Engine)

BYOD 업무 모델을 지원하거나 데이터 센터 
리소스에 대해 더 안전한 액세스를 제공해야 
하는 고객에게 Cisco ISE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올인원 엔터프라이즈 정책 제어 플랫폼에서 
규정을 적용하고 보안을 강화하고 서비스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모빌리티와 
생산성을 제공하며 비용을 줄입니다.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은 물리적 또는 가상 
어플라이언스의 형태로 이용 가능합니다.

Cisco SNS(Secure Network Server) 3415
는 중견기업에게 더없이 좋은 ISE 하드웨어 
솔루션입니다.

• 모바일 및 원격 사용자를 위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액세스가 필요한 고객

• 정책 기반 보안을 원하는 기업

• 유무선 네트워크 전체에 일관된 상황 기반
(context-based) 정책 적용 

• 시스템 차원의 가시성을 확보하여 IT 팀에게 
유무선 네트워크 또는 VPN에 연결된 
사용자와 사물 정보 제공 

• 통합 AAA, 정보 수집, 포스처 및 게스트 
서비스로 구축 간소화 및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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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액세스: 관리

유무선 인프라를 위한 포괄적인 라이프사이클 관리, 성능 보증,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으로 고객이 네트워크 운영 방식을 간소화하도록 지원하십시오.

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Prime Infrastructure

Unified Access 서비스를 더 빨리 배포할 수 
있습니다. IT 팀은 Cisco Prime™ Infrastructure 
관리 솔루션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를 
위해 고도로 안전한 액세스 및 추적 기능을 
제공하며 우수한 애플리케이션 성능과 사용자 
경험을 실현합니다. Cisco Prime Infrastructure
는 엔드유저의 인식과 성능 모니터링 정보를 
유무선 네트워크의 라이프사이클 관리와 
연계합니다.

• 관리 툴을 통합하길 원하는 고객

• 하나의 창에서 통찰력 있게 네트워크를 
관리하길 원하는 조직

• 유무선 네트워크의 액세스, 지점, WAN 통합 
관리

• 사용자 액세스 모니터링, 인벤토리, 구성 
관리, 플러그 앤 플레이, 무선 주파수 계획, 
모범 사례 보고를 포함한 포괄적인 네트워크 
라이프사이클 관리

• 엔드 투 엔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보증 
모니터링으로 신속하게 성능 문제를 찾아 
해결, 유연한 NetFlow, NBAR(Network 
Based Application Recognition), Medianet 
Performance Agent와 같은 기술 십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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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Meraki Cloud-Managed Networking 

Cisco Meraki Cloud-Managed 애지 및 브랜치 솔루션으로 네트워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선, 스위칭, 보안, 기기를 클라우드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합니다. Meraki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기존 아키텍처의 비용 및 복잡성 부담 없이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loud-Managed: Mobility

클라우드에서 강력하고 직관적인 중앙 집중식 관리 모델을 적용하여 무선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온사이트 무선 컨트롤러의 비용 및 복잡성 부담이 사라집니다. Cisco Meraki 솔루션은 제로터치 액세스 포인트 
프로비저닝, 네트워크 전반의 모니터링 및 제어, 클라우드 기반 RF 최적화, 간단한 펌웨어 업데이트 등의 장점을 
제공합니다.

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Meraki MR18

Cisco Meraki MR18은 고집적도 구축을 위한 
엔터프라이즈급 이중 동시 802.11n 액세스 
포인트입니다.

• 대형 사무실, 학교, 병원, 호텔, 대규모 소매 
환경

• 고집적도 요구 사항이 있는 조직

• 600Mbps 무선 속도는 범용 무선 연결에 적합

• 2가지의 강력한 무선 및 고급 RF 설계로 감도 
향상

• 애플리케이션 인식 트래픽 쉐이핑 기능으로 
중요 애플리케이션의 우선 순위 결정 가능

Cisco Meraki MR34

Cisco Meraki MR16의 업셀 옵션인 Cisco 
Meraki MR34는 고집적도 및 차세대 구축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제품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클라우드 매니지드 무선 
액세스 포인트입니다.

• 고집적도 비즈니스 및 차세대 무선 환경

• 많은 수의 사용자 또는 까다로운 애플리케이 
션을 지원하기 위해 더 우수한 무선 성능이 
필요한 고객

• 최대 1.75Gbps의 속도 제공, 관리자가 완벽한 
가시성 및 제어 권한 확보

• 이중 대역 전용 보안 무선에서 5GHz 
802.11a/n/ac, 2.4GHz 802.11b/g/n 지원

• 기존 클라이언트를 지원하므로 마이그레이션 
간소화

참고:  Cisco Meraki 솔루션은 일부 지역에서 판매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공급 정보는 현지 총판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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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매니지드: 스위치

사무실 환경의 전반을 중앙에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면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의 구축 모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Cisco Meraki MS는 업계 최고의 클라우드 매니지드 스위치로서 클라우드 기반 중앙 집중식 관리의 장점과 강력하고 
안정적인 액세스 플랫폼의 장점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Meraki Access Switch MS220-24P

Cisco Meraki MS220-24P로 중견기업 
고객에게 클라우드 매니지드 에지 네트워킹을 
제공하십시오. 이 지능적이고 뛰어난 안정성을 
자랑하는 액세스 스위치는 클라우드에서 웹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성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십분 활용합니다. 교육이나 전담 직원 
없이 손쉽게 캠퍼스 및 분산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 옵션을 
통해 기가비트 이더넷 파이버 연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클라우드 매니지드 스위칭과 유연한 연결 
옵션이 필요한 기업

• IT 교육 또는 인력이 한정된 기업

• PoE 컨피그레이션이 겸비된 24포트 기가비트 
이더넷 스위치

• 음성 및 비디오 QoS 지원으로 리치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향상

• 클라우드 관리로 수천 개의 포트 모니터링 및 
제어

Cisco Meraki Access Switch MS320-48

Cisco Meraki MS320-48 Layer 3 액세스 
스위치는 클라우드 기반 중앙 집중식 관리와 
강력하고 안정적인 액세스 플랫폼의 장점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클라우드 관리 기능은 
웹을 통해 수천 개의 포트를 즉시 구성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현장 IT 인력 없이  
원격 사이트를 프로비저닝하고 네트워크 전반의 
구성을 변경하며 교육이나 전담 직원 없이 
손쉽게 캠퍼스 및 분산 네트워크를 관리합니다.

• 미션 크리티컬 액세스 스위칭이 필요한 기업

• 고속 업링크 요구 사항이 있는 조직

• 고가용성 요구 사항이 있는 조직

• 48개의 1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 4개의 SFP+ 10기가비트 업링크

• 기가비트 액세스로 고대역폭 요구 사항 지원

• 운영 중 교체 가능한 예비 전원 공급 기기와 
통합된 팬이 안정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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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Meraki Aggregation Switch MS420-48P

클라우드 관리 기능을 전체 캠퍼스 네트워크로 
확장합니다. Cisco Meraki MS420-48P는 세계 
최초의 클라우드 매니지드 10기가비트 이더넷 
어그리게이션 스위치입니다. 고객은 간소화된 
관리, 네트워크 전반의 모니터링 및 제어와 같은 
클라우드의 모든 장점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 캠퍼스를 위해 기가비트 이더넷 어그리게이션 
스위치가 필요한 고객

• IT 교육 또는 인력이 한정된 기업

• 48포트 10GbE 어그리게이션 스위치

• IEEE 802.1X 지원, QoS,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스누핑 등 모든 
엔터프라이즈 기능 포함

• 최대 960Gbps의 비차단형 스위칭 용량

클라우드 매니지드: 보안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되는 보안,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 제어로 고객을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Cisco Meraki Secure Access MX80 및 MX100

고객이 모든 사이트를 포괄하여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호하고 그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isco Meraki MX80 및 MX100 
Security Appliance는 차세대 방화벽, 콘텐츠 
필터링, 웹 검색 필터링, 침입 탐지를 모두 
포함한 종합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웹 캐싱, WAN 최적화, 링크와 장애 조치 
연결을 통해 더 우수한 성능을 실현합니다. 
100% 클라우드 매니지드 방식이므로 간단하게 
설치하고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클라우드 매니지드 보안이 필요한 기업 • Cisco Meraki MX80은 5GbE 인터페이스 
(최대 2개 WAN), 1개의 USB 3G/4G 제공

• Cisco Meraki MX100로 업셀 - 8개의 GbE 
인터페이스(최대 2개 WAN), 1개의 USB 
3G/4G, 2개의 GbE(SFP)

• 차세대 방화벽 기능에는 애플리케이션 인식 
트래픽 제어, 안티바이러스 및 안티피싱, 신원 
기반 필터링, 애플리케이션 대역폭 관리 기능 
포함

• 사이트 간 VPN 터널 자동 설정, 자동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알림 지원

• Cisco Meraki 클라우드 네트워킹 
아키텍처에서는 플러그 앤 플레이 지점 구축 
지원, 개수 제한 없이 모든 분산 사이트를 
중앙에서 모니터링 및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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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Systems Manager

고도로 모바일화된 고객의 경우 강력한 
보안이 구현된 브라우저 기반 대시보드를 
통해 수천 개의 iOS, Android, Mac, PC 기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Systems Manager는 직관적이며 교육이나 
전담 인력이 불필요합니다. 이 제품은 어떤 
벤더의 네트워크에서나 작동하며 관리 대상 
기기가 이동 중에 있거나 카페에 있거나 집에서 
사용 중이더라도 가능합니다. 중견기업 고객은 
Systems Manager를 통해 수천 대의 관리 대상 
기기에 기기 보안 정책을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원격 실시간 문제 
해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더 효과적으로 보안 정책을 적용하려는 조직

• 여러 관리 대상 기기에서 일어나는 네트워크 
문제를 줄이려는 조직

• 중앙에서 무선으로 회사의 모바일 기기를 
관리,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통합 멀티 
플랫폼 기기 관리 기능

• 강력한 보안 정책 적용으로 기기와 그 
데이터를 보호하고 패스코드 정책을 통해 
사용량을 제어하고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

•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기기를 대상으로 
무선 연결, 보안 설정, 원격 VPN 액세스와 
같은 네트워크 설정을 한꺼번에 정의하고 
배포

Meraki 솔루션

특정 업종의 고객에게 사용하기 편리하고 뛰어난 안정성과 보안을 갖춘 클라우드 기반 관리로 IT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 소매

• 호텔

• 공업 및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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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 솔루션

최신 제품 설명 및 상세 사양을 Cisco의 중견기업 솔루션
(Midsize Business Solutions)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중견기업을 위한 Cisco 데이터 센터 솔루션은 비용을 줄이고 더 우수한 
확장성을 실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관리하기 편리하며,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Data Center는 민첩하고 간단하며 효율적인 IT 서비스 제공 
및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을 지원합니다. 개방형 표준 기반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에코시스템을 토대로 합니다. Unified Data Center 
플랫폼은 간소화, 민첩성, 효율성의 장점을 통해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전하고 더 우수한 I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민첩성.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더 신속하게, 즉 몇 주나 몇 개월이 
아닌 몇 시간 또는 몇 분 만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Data Center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팅 리소스 및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된 
플랫폼을 제공하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API를 통해 어떤 관리 시스템과의 
통합도 지원하면서 구축 속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IT 간소화. Cisco Unified Data Center는 네트워크 및 컴퓨팅 리소스를 
다음으로 통합하여 데이터 센터를 간소화합니다. 

• 패브릭 기반 인프라

• 가상 머신에서 네트워크 코어까지 단일 네트워크 운영 체제

• 코어 보안, 로드 밸런싱, 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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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효율성. 패브릭 기반 인프라는 전력, 냉각, 케이블의 효율성을 높이고 
하나의 지점에서 관리하고 제어하므로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비 투자 및 운영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IT 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보안. 보안은 어떤 규모의 고객에게도 중요합니다. Cisco 데이터 센터 
솔루션 포트폴리오는 고급 방화벽 및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갖추고 
고객의 비즈니스, 데이터, 평판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제품:

ACI(Application Centric Infrastructure) 보안

• Cisco ASA 5585-X Series Next-Generation Security Appliance 

• Cisco ASAv(Adaptive Security Virtual Appliance)

Cisco Email & Web Security
• Cisco Cloud Email Security 

• Cisco Cloud Web Security

철저한 검증과 테스트를 거친 솔루션

Cisco에서는 신속한 구축을 지원하고 우수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과 번들을 제공합니다. Cisco Virtualized 
Foundation Smart Solution은 데이터 센터를 최적화하려는 고객에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Cisco SmartPlay 번들 역시 중견기업 데이터 센터 고객에게 효과적인 
솔루션입니다. 이 사전 구성된 상품은 특별한 가격에 뛰어난 가치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고객의 요구 사항에 따라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SmartPlay RackPak은 Cisco UCS C-Series 상품으로서 사전 
할인 및 최소한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번들이며 빠른 공급을 위해 총판사에 
비축되어 있습니다. 

이 다양한 Cisco SmartPlay 번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클라우드 및 가상화

•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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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및 가상화

UCS 플랫폼으로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를 간소화하고 구입, 구축 및 유지 관리할 기기 수를 줄이며 더 빠르고 민첩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isco FlexPod, Vblock, VSPEX는 Cisco UCS 기반 제품입니다.

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FlexPod

사전 검증된 인프라 솔루션으로 더 신속하게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FlexPod는 Cisco와 NetApp이 개발한 데이터 센터 플랫폼으로서 가상 및 
비가상 환경에 인프라 소프트웨어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합 
니다. FlexPod는 데스크톱 가상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Citrix, 
VMware, Red Hat, Microsoft 등 주요 하이퍼바이저와 운영 체제에서 
테스트와 검증을 거쳤습니다. 또한 FlexPod 소프트웨어 파트너 에코시 
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FlexPod는 손쉽게 확장하고 다양한 복합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상 데스크톱 또는 서버 인프라, 멀티테넌시 및 클라우 
드 환경에 맞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검증된 구성은 대표적인 
컴퓨팅, 네트워킹, 스토리지, 인프라 소프트웨어 요소로 구성된 랙에서 
가상화된 데이터 센터를 제공합니다. 

FlexPod는 3가지 구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FlexPod Data Center

• FlexPod Express

• FlexPod Select

FlexPo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c/en/us/solutions/
data-center-virtualization/flexpod/index.html#~overview를 참조하십시오.

• 대규모 고객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우수한 가용성과 
확장성을 갖춘 스토리지와 
민첩한 플랫폼이 필요한 고객

• 간소화된 설정과 사용 방식,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고 
데이터 센터 예산 대비 우수한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중소기업

• 사전 검증되고 표준화된 구성 
요소로 애플리케이션 구축 시간 
단축, 비즈니스 위험 완화

• 고객의 자산에서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고 기존 환경과의 통합을 
지원하는 간소화된 공유 가상 
인프라로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

• Cisco와 기술 파트너의 공동 
지원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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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block

IT 운영의 모든 요소를 간소화하여 비즈니스 
민첩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Cisco
와 EMC가 VMware 및 Intel의 투자를 받아 설립한 
The VCE(Virtual Computing Environment) Vblock은 
시장과 기술을 선도하는 이 네 업체가 함께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파트너를 지원하는 전례가 없는 수준의 
협업입니다. 새로운 멀티벤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더 이상 긴 통합 및 테스트 주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VCE는 업계 최고의 가상화, 네트워킹, 
컴퓨팅, 스토리지, 보안, 관리 기술을 통합합니다. 
그 결과물인 Vblock Systems는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특별한 통합 인프라입니다.

• IT를 간소화하고 민첩성을 
높이려는 고객

• 데이터 센터 내부 및 데이터 
센터 간에 강력한 비즈니스 
연속성 및 재해 복구가 
필요한 기업

• 선두 기업들의 최고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기술이 구현되었으므로 고객의 운영을 효율화하면서 
비즈니스에서 요구하는 SLA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제작 시 통합하고 검증하므로 구축 속도가 빨라지고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며 예측 가능한 성능이 제공됩니다. 
광범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원격 및 지점부터 가장 
까다로운 데이터 센터까지 운영을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구현된 보호 및 모빌리티 솔루션이 백업, 복제, 
워크로드 밸런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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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EX

EMC VSPEX를 위한 Cisco Unified Data Center 
Solution은 간소화, 완전한 통합, 검증 절차를 거친 
인프라입니다. 고객이 다양한 크기의 가상 머신을 
구축하여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Cisco와 EMC가 Cisco Unified Data 
Center 인프라 및 EMC 스토리지 솔루션을 기반으로 
VSPEX 솔루션을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이 유연한 
솔루션으로 손쉽게 다음과 같은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확장성

•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에 맞게 최적화 

• 가상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구성

• 복합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 및 클라우드 환경을 
위해 최적화

EMC VSPEX와 Cisco Unified Data Center는 검증된 
참조 구성입니다. 대표적인 컴퓨팅, 네트워킹, 
스토리지, 인프라 소프트웨어 요소로 구성된 랙에서 
가상화된 데이터 센터를 제공합니다. Cisco와 EMC의 
공동 파트너가 제공한 다양한 하이퍼바이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클라우드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Cisco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Cisco Desktop Virtualization Solution으로 어떻게 
고객에게 선택과 유연성의 장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 사전 검증된 모듈형 가상화 
솔루션이 필요한 조직

• 물리적 및 가상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우수한 성능을 
실현하는 완전한 프레임워크 

• 성장 중인 기업을 지원하는 확장형 상품

• 기존 서버 플랫폼보다 90% 이상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민첩성을 갖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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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Sphere용 Nexus 1000V Switch

VMware vSphere용 Nexus 1000V Switch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 가상화 인텔리전스를 추가하여 고도 
로 안전한 멀티테넌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네트워크 에지를 하이퍼바이저 및 가상  
머신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클라우드  
네트워크에서 손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 
니다. 또한 Cisco ONE(Open Network Environment) 
및 SDN을 위해 가상 네트워크 오버레이의 기초가 
됩니다. Cisco Nexus 1000V Switch는 Cisco vPath 
아키텍처 서비스를 통해 가상 머신과 클라우드 
환경에서 레이어 4 - 7 가상 네트워킹 서비스의 
사용을 최적화합니다.

• 더 신속하게 서버를 가상화 
하고 멀티테넌트 클라우드를 
구축하려는 조직

• Cisco 고급 서비스 삽입 및 라우팅 기술을 기반으로 한 
광범위한 가상 네트워크 서비스 

• vCloud Director 및 vSphere 하이퍼바이저 지원 

• 일관성 있는 기능과 관리로 물리적 인프라에 손쉽게 통합

Cisco Nexus 2000 Series Fabric Extenders

표준 IEEE 802.1BR 기반의 Cisco Nexus 2000 
Series Fabric Extender로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와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Data 
Center의 Cisco Unified Fabric 구성 요소에 포함된 이 
패브릭 익스텐더는 고객의 조직 및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이 증가하면 이를 민첩하게 수용합니다. 
Cisco Nexus 2000 Series Fabric Extender는 랙 
및 블레이드 서버는 물론 통합 패브릭 구축에서 
연결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객은 100
메가비트 이더넷부터 40기가비트 이더넷까지 다양한 
연결 솔루션의 전 범위에서 일관성 있는 통합 서버 
액세스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으로 데이터 센터 
효율성과 민첩성을 높이길 
원하는 기업

• 상위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Cisco Nexus 5000, Nexus 
6000, Nexus 7000 Series Switch와 Cisco UCS Fabric 
Interconnect

• 랙의 가상 머신을 포함해 관리 및 패브릭 확장의 단일 
지점을 제공

• 10기가비트 이더넷 대역폭을 사용하여 가상 액세스 
레이어와 물리적 액세스 레이어를 효율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더 우수한 성능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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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Nexus 4000 Series Switch

Cisco Nexus 4000 Series Blade Switch는 Cisco 
Nexus 제품군의 장점을 블레이드 서버로 확장합니다. 
Cisco Data Center Business Advantage 네트워크 
기반에 포함된 이 스위치는 하나의 섀시에서 더 많은 
스위치와 케이블을 수용하고 가상 머신의 모빌리티를 
구현하고 대역폭 및 전력 요구 사항을 늘리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Cisco Nexus 4000은 모든 포트에서 
기가비트 및 10기가비트 이더넷 자동 협상 기능을 
지원하여 더 효과적으로 투자를 보호합니다. 또한 
FCoE 스위치이며 IEEE의 DCB(Data Center Bridging) 
사양을 준수합니다.

• 데이터 센터를 위해 강력한 
블레이드 서버 솔루션이 
필요한 조직

• 블레이드 서버 액세스에 Cisco Unified Fabric이 결합된 
Cisco Nexus 4000로 고객은 스위치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수, 전력 요구 사항을 줄여 비용을 절감

• 통합 스위치 ASIC, Cisco Nexus 4000는 극히 짧은 
레이턴시를 자랑하는 라인 레이트 10기가비트 이더넷 
스위치 

• 통일된 서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Cisco Unified Fabric
이 결합된 Cisco Nexus 4000, 가상 머신의 모빌리티를 
향상하는 간소화된 케이블링

Cisco Nexus 5000 Series Switches

혁신적인 패브릭 확장형 플랫폼을 구축하십시오. 
Cisco Nexus 5000 Series Switch로 레이어 2 및 
레이어 3 트래픽, 스토리지 트래픽을 비롯하여 모든 
이더넷 기반 전송을 하나의 공통 데이터 센터급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표준 기반의 다목적, 
다중 프로토콜 이더넷 기반 패브릭으로 데이터 
센터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 중인 
데이터 센터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운영 요구 
사항을 해결합니다. Cisco Nexus 5000 Series 
Switch로 인프라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혁신적인 패브릭 확장형 
플랫폼을 찾는 기업

• GE, 10GE, 10GBase-T, 40GE, 기본 FC, FCoE를 포함한 
다양한 연결 지원 

• 모듈형 Cisco NX-OS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운영 연속성 및 비즈니스 복원력 향상 

• 기존 운영 모델과 관리 도메인을 사용하여 손쉽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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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Nexus 6000 Series Switches

Cisco Nexus 6000 Series Switch는 에너지 효율적인 
단일 소형 폼 팩터에서 고집적도 10GE 및 40GE를 
지원합니다. 포괄적인 레이어 2 및 레이어 3 통합  
기능을 제공합니다. Cisco Nexus 6000 Series의  
포괄적인 Cisco NX-OS 기능과 확장성 덕분에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통해 우수한 성능, 운영 효율성, 설계 
유연성을 실현합니다.

• 공간 제약이 있는 고집적도 
고성능 구축

• 기존의 가상 및 클라우드 
환경

• 4RU의 레이어 2 및 레이어 3 포트에서 10Gbps 384개 
또는 40Gbps 96개 레인레이트를 제공하는 고성능 솔루션 

• Cisco Nexus 2000 Series Fabric Extender를 통해 최대 
1536개의 1GE 또는 10GE 서버 포트로 솔루션 확장 

• 프로그래밍 가능하므로 Python 스크립팅, TCL(Tool 
Command Language) 스크립팅, Cisco OnePK을 
지원하여 민첩성 실현

Cisco Nexus 9000 Series Switches

Cisco Nexus 9000 Series는 Cisco ACI의 근간을 
이룹니다. 높은 확장성과 성능은 물론 뛰어난 에너지  
효율성까지 컴팩트한 폼 팩터로 제공하는 스위치입 
니다. 엔터프라이즈, 통신 사업자 및 클라우드 네트워 
크의 어그리게이션 및 액세스 레이어 구축에 이상적인  
스위치입니다. 레이어 2, 3, 4 필드를 사용하는 
인그레스 및 이그레스 ACL 지원을 포함한 강력한 
보안 기능을 갖추고 고객의 환경을 보호합니다. 
모듈형 및 고정식 10/40/100GE 스위치 구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센터 스위치에서 높은 
포트 집적도, 강력한 성능, 
효율성이 필요한 기업

• 고도로 안전한 Cisco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중심 데이터 
센터를 위한 ACI 지원

• 지능형 API를 통한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므로 원격 프로 
시저 호출을 통해 스위치 관리

• 최대 30Tbps의 비차단형 성능으로 확장 가능, 5마이크로 
초 미만의 레이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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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Cisco UCS 및 서버는 컴퓨팅, 네트워킹, 관리, 가상화 및 스토리지 액세스를 단일 통합 
아키텍처에 통합합니다. 이러한 고유한 아키텍처에서는 엔드 투 엔드 서버 가시성, 
관리, 베어 베탈 및 가상 환경의 제어가 가능하며 패브릭 기반 인프라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컴퓨팅과 IaaS(IT-as-a-Service)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UCS B-Series Blade Server

Cisco UCS B-Series Blade Server는 업계 표준 서버 기술을 도입하여 
데이터 센터를 위한 통합 아키텍처 기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isco 
UCS 설계는 블레이드와 랙 서버를 하나의 툴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분산 
컴퓨팅 환경의 전반에서 하드웨어 및 관리 레벨의 복잡성을 줄입니다. 
모든 Cisco UCS 블레이드 서버는 Cisco UCS Manager와 선택 사항인 
Cisco UCS Central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Cisco UCS 서버는 첨단 
Intel Xeon 프로세서를 사용합니다.

• 2소켓 및 4소켓 서버에서 데이터 
센터 성능을 높이길 원하는 고객

• LAN, SAN, 관리의 내장된 통합

• 로컬 및 선택적으로 글로벌 서버 
프로필과 템플릿으로 정책 기반 
서버 프로비저닝 지원

• 자동으로 블레이드를 인식하고 
구성하는 자동 검색 기능

Cisco UCS C-Series Rack Server

Cisco UCS C-Series Rack Servers는 Cisco Unified Computing을 산업 
표준 폼 팩터로 확장하여 TCO를 줄이고 민첩성을 높입니다. 전 범위의 
랙 서버에서 프로세싱, 메모리, I/O, 내부 스토리지 리소스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면서 워크로드 문제를 해결합니다. Cisco UCS 랙 서버는 
독립적으로 관리하거나 Cisco UCS Manager 및 Cisco UCS Central과 
완전히 통합하여 하나의 툴에서 랙 서버와 블레이드 서버의 통합 관리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Cisco UCS 서버는 첨단 Intel 
Xeon 프로세서를 사용합니다.

• 가상화, 웹 인프라, 데이터 센터 
워크로드에서 간소화, 성능, 
집적도의 장점을 균형적으로 
누리고자 하는 기업

• LAN, SAN, 관리의 내장된 통합

• 로컬 및 선택적으로 글로벌 서버 
프로필과 템플릿으로 정책 기반 
서버 프로비저닝 지원

• 자동으로 블레이드를 인식하고 
구성하는 자동 검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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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UCS E-Series Servers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통합된 컴퓨팅, 네트워크 및 가상화 
가능 플랫폼을 사용하여 지점 솔루션을 간소화하십시오. Cisco UCS 
E-Series Server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로컬에서 베어메탈 또는 
가상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 지점에서 가상화 지원 솔루션이 
필요한 조직

• Cisco ISR G2 섀시 내에 하우징된 
단일/이중 너비의 폼 팩터

• Intel Xeon E3 및 E5-2400 시리즈 
프로세서가 포함된 컴팩트한 
데이터 센터급 서버

• Cisco 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를 사용한 전용 
블레이드 관리, 독립 실행형 
Cisco UCS C-Series Rack Server
를 사용한 일관된 관리

Cisco Prime Data Center Network Manager

Cisco Prime DCNM(Data Center Network Manager)는 효율적으로 
Cisco Unified Fabric을 구현, 시각화,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포괄적인 기능을 제공하며 맞춤 가능한 대시보드를 통해 동적 데이터 
센터를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패브릭 프로비저닝을 수행합니다. Cisco 
Prime DCN은 데이터 센터 패브릭을 프로비저닝하고 전반적인 가동 
시간과 안정성을 최적화합니다.

• 통합 데이터 센터 패브릭을 
관리해야 하는 기업

• 지능적인 확장형 패브릭을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프로비저닝

• 중앙 집중식 패브릭 관리로 
리소스의 이동, 추가, 변경 지원

• 능동적으로 SAN 및 LAN 
모니터링, 성능 저하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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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Prime Data Center Network Manager

Cisco Prime DCNM(Data Center Network Manager)는 효율적으로 
Cisco Unified Fabric을 구현, 시각화,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포괄적인 기능을 제공하며 맞춤 가능한 대시보드를 통해 동적 데이터 
센터를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패브릭 프로비저닝을 수행합니다. Cisco 
Prime DCN은 데이터 센터 패브릭을 프로비저닝하고 전반적인 가동 
시간과 안정성을 최적화합니다.

• 통합 데이터 센터 패브릭을 
관리해야 하는 기업

• 지능적인 확장형 패브릭을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프로비저닝

• 중앙 집중식 패브릭 관리로 
리소스의 이동, 추가, 변경 지원

• 능동적으로 SAN 및 LAN 
모니터링, 성능 저하 탐지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Manager

Cisco UCS Manager는 Cisco UCS의 모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성 요소에 대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SingleConnect Technology를 통해 여러 섀시를 제어하고 수천 개의 
가상 머신 리소스를 관리합니다. Cisco UCS Manager는 통합형 
임베디드 정책 기반 에코시스템 친화적 모델을 통해 대부분의 IT 
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 및 운영 비용을 낮춥니다. 
UCS Manager는 최대 160대의 서버와 여러 섀시에 포함된 수천 대의 
Cisco UCS 구성 요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임베디드 관리 소프트웨어 
및 모든 관리 대상 구성 요소는 UCS 도메인에 속해 있습니다.

• 통합 컴퓨팅을 위해 관리를 
임베디드 방식으로 통합하려는 
조직

• 서버,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액세스를 통합한 임베디드 통합 
관리 인터페이스

• 서비스 프로필을 이용한 정책 및 
모델 기반 관리로 민첩성 향상 및 
위험 완화

• 추가 또는 변경된 시스템 구성 
요소를 검색, 인벤토리화, 관리, 
프로비저닝하는 자동 검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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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Director

고객이 Cisco UCS 및 Cisco Nexus 솔루션 기반의 컨버지드 인프라 
솔루션을 구축할 경우 또는 멀티벤더 인프라를 사용할 경우 통합 인프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UCS Director
는 컴퓨팅, 네트워크, 가상화, 스토리지를 하나의 셀프 서비스 웹 인터페 
이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인프라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Cisco  
UCS Director는 개별 기기, 하이퍼바이저, 가상 머신의 복잡성을 추상화 
하는 방식으로 엔드 투 엔드 IT 컨버지드 인프라 관리 프로세스를 통합하 
고 자동화합니다.

• 컨버지드 인프라의 관리를 
통합해야 하는 기업

• 하나의 창에서 가상화,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계층 전반에 
리소스 제공

• IT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셀프 
서비스 인프라 포털에서 신속하게 
인프라 리소스를 요청하고 수신

• 가상 및 물리적 리소스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몇 주에서 몇 
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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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솔루션

최신 제품 설명 및 상세 사양을 Cisco의 중견기업 솔루션
(Midsize Business Solutions)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협업을 통해 놀라운 결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비즈니스 
수익성 중 최고 50%는 직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협업하느냐에 
좌우됩니다. 고객은 거리의 제약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자유롭고 유연하게 업무 및 협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을 원하고 있습니다. 

Cisco에서는 더 긴밀하게 연결된 업무 환경에서 새로운 차원의 생산성과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통합 협업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동급 최고의 다양한 
기능의 전 범위에서 효과적으로 연동하도록 설계된 Cisco Collaboration 
포트폴리오는 어떤 규모의 기업에서 어떤 직원에게도 탁월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 20여만 명의 고객들이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모델의 
Cisco Collaboration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 협업 엔드포인트

• 고객 협업

• 컨퍼런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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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강력한 비디오, 음성, 웹, 모바일 협업 기능으로 더 긴밀하게 연결된 업무 환경 구축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보완하도록 설계된 Cisco 인프라 솔루션은 유연성, 안정성,  
보안을 자랑합니다.

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Business Edition 6000

중견기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Cisco Business Edition 6000은 
하나의 중앙 관리식 온프레미스 플랫폼에서 최고 수준의 음성, 비디오, 
모빌리티, 메시징, 컨퍼런싱, 인스턴트 메시징, 프레즌스, 컨택 센터 
기능을 제공하며 타사 애플리케이션도 지원합니다. 이 솔루션은 
중견기업이 가치 사슬의 전반에서 협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Cisco BE6000(Business Edition 6000)
은 여러 협업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고가용성 솔루션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견기업은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확장 가능한 
유연한 아키텍처를 통해 TCO를 낮추고 ROI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아직 낡은 개별 
텔레포니, 음성, 
비디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고객

• 더욱 모바일화되는 
직원을 지원해야 하는 
조직

• 현재 성공한 중견기업들이 활용하는 협업 
서비스 및 툴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면서 
본격적인 엔터프라이즈급 코어 커뮤니케이션 
지원

• 다양한 협업 옵션을 통해 현재 및 미래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정확히 부합하는 
솔루션을 유연하게 구축

• WAN 또는 LAN 환경에서 모든 코어 
애플리케이션에 전 기능 이중화를 제공하여 
비즈니스 연속성 및 고객 안심 보장

Cisco UCS를 위해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포트폴리오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버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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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Cloud Collaboration (Hosted)

직원들이 계속 생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 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면서도 확실하게 필요 인력 및 툴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Cisco Cloud Collaboration 포트폴리오를 사용하면 
고객은 온프레미스 시스템의 다양한 경험과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계속 사용하면서 유연성, 민첩성, 효율성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은 중견기업에서 본격적으로 협업을 시작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다양한 장소에서 각종 
기기를 사용하면서 
일하는 고객

• 전체 Cisco 포트폴리오의 비즈니스 가치를 
고취

• 기존 기기 및 시스템과 원활하게 연동할 
개방형 아키텍처를 지원하도록 산업 표준 및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s)를 
사용하는 솔루션

• 타사의 애플리케이션 및 기기를 Cisco 
솔루션과 함께 사용하는 유연성을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표준 기반 제품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Gateways and Services

고객이 any-to-any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게이트웨이는 어떤 기기에서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고객은 이미 
구축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Cisco 게이트웨이는 
어떤 규모의 기업이나 장소에도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다양한 통신 기기와 
솔루션을 사용하여 
함께 일하는 고객

• Cisco가 제공하는 모든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게이트웨이 및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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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Prime Collaboration

Cisco Prime Collaboration으로 사이트 공개 및 지속적인 유지 보수의 
속도를 높이고 운영 비용을 줄이고 세계 정상급 품질 경험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음성 및 비디오 협업 네트워크를 위한 포괄적 통합 관리 
솔루션은 자동화된 프로비저닝, 간소화된 모니터링 및 트러블슈팅, 
장기적 동향 및 분석을 제공합니다.

라이센스 및 주문 정보

Cisco Prime Collaboration은 호스트 서버의 MAC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제품입니다. 필요한 협업 관리 옵션, 엔드포인트 
유형 및 수량에 따라 라이센스를 주문합니다.

• 음성/비디오 통합 
구축으로 차세대 
협업에 투자하는 고객

• 하나의 창에서 음성과 비디오를 관리

• Cisco 협업 제품 및 모범 사례와 연계하여 
우수한 가용성 및 서비스 품질을 보장

• 콜 컨트롤, 메시징, 프레즌스, 비디오를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제공여 신속하게 
프로비저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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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Unity Connect

고객이 IP 폰, 휴대폰, 웹 브라우저, 이메일 
클라이언트, Cisco Jabber와 같은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등 선호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음성 메시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Cisco SpeechView를 사용하여 음성 메시지를 
문자화한 다음 이메일 사서함으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 직원이 각자 선택한 클라이언트에서 음성 
메시지에 액세스하는 모바일 조직

• 음성 인식 툴을 사용하여 협업을 가속화하고 
파트너 및 동료에게 신속하게 응답

• Linux 어플라이언스에서 Cisco Unity® 
Connect 솔루션을 사용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구축 작업을 간소화 

• 고객이 어떤 음성 메시지도 놓치지 않도록 
이중화 및 음성 메시지 유지 기능을 갖춘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 솔루션

Cisco Jabber

Cisco Jabber로 고객의 직원들이 장소와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Cisco Jabber
는 기업의 프레즌스, IM(인스턴트 메시징), 
음성, 비디오, 음성 메시징, 데스크톱 공유 및 
컨퍼런싱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제 적임자를 
찾고,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며 자신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 고도로 모바일화되었고 어디서든 협업 기능을 
이용하길 원하는 기업

• 새로운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애플리케이 
션으로 어떤 작업 공간에서나 협업 

• 프레즌스, IM, 음성 및 비디오, 음성 메시지, 
데스크톱 공유, 컨퍼런싱 기능을 손쉽게 사용 

• 모든 기기에서 일관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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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고객이 전화 교환이나 안내 데스크에 우수한 
콜 라우팅 및 분배 툴을 제공하여 우수한 통화 
경험을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Cisco UAC(Unified 
Attendant Console)로 모든 통화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Cisco UAC는 Cisco Unified IP Phone과 연동되며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Cisco 
Business Edition 6000 플랫폼에서 지원됩니다.

• 개인별 맞춤 기능과 함께 신속하게 통화를 
전달해야 하는 조직

• Cisco Unified IP Phone을 제어하는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에서 사용자가 
곧바로 통화, 전환, 파크, 보류, 전화 걸기 등을 
할 수 있도주는 콜 컨트롤

• 내장된 기업 디렉토리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의 엔드유저 
디렉토리 또는 Cisco UAC Advanced 버전의 
Active Directory와 동기화

• 단축 다이얼 기능으로 기업 디렉토리에 
포함되거나 불포함된 연락처에 단축 번호를 
지정

• 전화의 사용 여부와 상태에 따라 통화 중 
표시 필드와 프레즌스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상대의 대화 가능성 확인 가능

Cisco Paging Server

InformaCast는 일괄 알림, 비상 연락, 오버헤드 
페이징, 시계 및 전화벨 예약 기능을 갖춘 
혁신적인 네트워크 기반 솔루션입니다. 여러 
IP 폰, IP 스피커 엔드포인트, 컴퓨터 데스크톱, 
오버헤드 페이징 시스템에 동시에 오디오 
스트림과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IP 
폰에서 버튼 하나 또는 PC에서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하나 이상의 페이징 그룹에 실시간, 녹음 
또는 예약 브로드캐스트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유연한 페이징 및 비상 연락 기능이 필요한 
조직

• 엔드포인트에 실시간 또는 사전 녹음된 
오디오/문자를 전송

• 기존 아날로그 PA 시스템 활용

• 아날로그 스피커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Power over Ethernet 기반 IP 스피커를 추가

Conduct Business Anywhere, Anytime

© 2014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Confidential. For Channel Partner use only. Not for public distribution. 55

Cisco 중견기업 솔루션 설명서

비즈니스 기회

머리글 >

중견기업 시장 공략: 
현명한 성장 촉진  
전략

>

중견기업 고객은 무엇의 
영향을 받는가?

Cisco와 파트너를 맺을 
이유

>

판매 중인 솔루션

네트워크 인프라 솔루션 >

데이터 센터 솔루션 >

협업 솔루션 >

스마트 솔루션 >

중견기업 고객을 위한 
서비스

>

버티컬 솔루션 >

Cisco 중소기업 
포트폴리오

>

요약

부록



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Emergency Responder

Cisco Emergency Responder 9.0 소프트웨어 
어플라이언스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의 비상 통화 기능을 더 발전된 형태로 
제공합니다.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발신자의 위치에 따라 알맞은 
PSAP(public safety answering point)로 비상 
통화를 연결하며, PSAP에서 발신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답신하도록 지원합니다.

• 비상 통화를 위해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업

• 고객의 보안 담당자에게 비상 통화가 진행 
중인 사실과 발신자의 위치 알림

• 기업이 각종 규정 또는 요건을 이행하고 비상 
통화 관련 책임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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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엔드포인트

Cisco가 제공하는 다양한 협업 엔드포인트를 통해 어떤 기업의 어떤 직원도 손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Jabber 소프트 및 모바일 클라이언트

고객에게 Wi-Fi 네트워크에서 각자 선택한 
모바일 기기와 Cisco Jabber 소프트 클라이언트 
및 모바일 클라이언트로 전화를 걸고 받고 
관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모바일 음성, 
비디오, IM, 웹 컨퍼런싱 기능으로 기업의 캠퍼스, 
고객 사이트, 기타 어디서든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습니다.

• 직원들이 이동하면서 일하고 각자 선호하는 
기기에서 데스크톱과 똑같은 경험을 누리고자 
하는 기업

• 다음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기와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

 - Android

 - Blackberry

 - iPad

 - iPhone

 - MacOS

 - Windows

Cisco Desktop Collaboration Experience DX600 Series

고객이 자신의 업무 자리에서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Cisco 
Desktop Collaboration Experience DX600 Series
는 확장 가능한 차세대 IP 엔드포인트입니다. 
상시 사용 가능하고 뛰어난 성능과 보안을 갖춘 
통합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HD(고화질) 
비디오, 웹 협업 기능을 제공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이 
엔드포인트는 다양한 사무실 환경에서 Android
의 사용 편의성과 개별 맞춤화를 제공합니다.

• 데스크톱에서 고급 웹/비디오 협업 기능이 
필요한 기업

• 일체형 7인치 터치스크린, 멀티터치 제스처 
지원

• HD 비디오와 H.264 AVC(Advanced Video 
Coding) 영상 통화 기능 - 초당 30프레임에서 
최대 1080p

• 802.11 a/b/g/n 데스크톱 Wi-Fi 연결 또는 
기가비트 이더넷 네트워크 연결 중에서 선택, 
다운스트림 PC를 위한 스위치 포트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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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Unified SIP Phone 3900 Series

기존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전화기를 대체할 
경제적인 IP 통신 솔루션입니다. Cisco Unified 
SIP Phone 3900 Series는 단순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인체공학적 디자인에서 기본적인 통신 
기능을 제공합니다.

• 인체공학적 IP 통신 기능이 필요한 기업 • 사무실, 소매 매장, 제조 시설, 교실 등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다목적 전화기 

• 데스크톱에 또는 벽면에 설치 가능

• 조직이 확장되면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의 추가 기능과 지원 이용

Cisco Unified IP Phone 7800 Series

경제적인 Cisco IP Phone 7800 Series에서 
모든 음성 통신 기능을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통화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엔드포인트는 사용자 및 
환경에 친화적이며 고도로 안전한 HD 음성 
통신을 지원합니다. 고급 텔레포니 기능을 
제공하므로 손쉽게 협업하고 보다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유연성 있고 사용하기 편리한 IP 폰가 필요한 
조직

• 고해상도 그래픽 픽셀 기반 백색 배면광 
그레이스케일 디스플레이, 상황별 소프트 키

• 컨퍼런스, 메시징, 디렉토리와 같이 자주 
쓰이는 기능을 위한 전용 고정 키, 양방향 탐색 
버튼

• 핸드셋, 헤드셋, 스피커폰의 전 범위에서 완전 
광대역 기능으로 선명한 오디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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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Unified IP Phone 7900 Series

음성/데이터 통합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하면서 
비즈니스 전화기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편리함과 사용 편의성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Cisco Unified IP Phone 7900 Series로 모든 
사내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Cisco Unified IP Phone 솔루션의 고급 미디어 
엔드포인트는 더 우수한 엔드유저 경험을 
선사합니다.

• 정보 서비스 지원을 갖춘 전화기가 필요한 
기업

• 컬러 LCD(liquid crystal display)에 통화에 
사용하는 동적 소프트 키 포함 

• IP 폰 시스템을 확장하도록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능을 비롯한 정보 
서비스 지원 

• 사용자는 맞춤형 XML 기반 서비스를 통해 
주가, 직원 디렉토리 등 다양한 정보에 액세스

Cisco Unified IP Phone 8800 Series

고객에게 고급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Cisco Unified IP Phone 8800 
Series는 강력한 보안이 구현된 종합적인 미션 
크리티컬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전이중 광대역 오디오 성능과 함께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협업하고 더 
우수한 비즈니스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전이중 전화기가 
필요한 조직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Cisco Business Edition 6000에서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

• 전이중 양방향 광대역(G.722) 오디오 
성능으로 미션 크리티컬 협업 지원

• 128K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 
기반의 통신 보안이 구현되어 비공개 비즈니스 
통화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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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Unified IP Phone 8900 Series

Cisco Unified IP Phone 8900 Series는 세련미와 
편의성을 갖춘 디자인, 멀티미디어 기능으로 더 
발전된 형태의 협업을 지원합니다.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및 고급 기능(일부 
모델은 고성능 비디오 포함)을 지원합니다. 이 
시리즈는 지식 노동자, 관리자, 관리 실무자에게 
안성맞춤인 솔루션입니다.

• 비디오 옵션이 있는 데스크톱 전화기가 
필요한 고객

• 최대 초당 30프레임의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일부 모델은 카메라 내장) - 8945 모델만 해당

• 보기 쉬운 고해상도 5인치 컬러 디스플레이 

• 더욱 선명한 HD 음성

Cisco Unified IP Phone 9900 시리즈

데스크톱 전화기에서 곧바로 이용 가능한 
고성능 비즈니스 비디오 기능을 추가하여 잠재 
고객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십시오. Cisco 
Unified IP Phones 9900 Series는 사용자와 환경 
모두에 친화적인 세련된 인체공학적 디자인에서 
우수한 품질의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및 고급 기능을 제공합니다.

• 비디오 기능을 갖춘 강력한 데스크톱 
전화기가 필요한 조직

• 인터랙티브 고성능 SD(standard-definition)  
비디오로 더 수준 높은 개별 맞춤형 커뮤니케 
이션을 지원 (Cisco Unified Video Camera 필요) 

• 생동감 넘치는 화면을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완전 조절 가능한 대형 배면광 고해상도 컬러 
디스플레이로 우수한 사용자 경험 

• 타사 Bluetooth 2.0 헤드셋도 지원하므로 책상 
앞에서 자유롭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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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TelePresence Endpoints

고객은 각자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 및 원하는 몰입 수준에 따라 다양한 텔레프레즌스 엔드포인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TelePresence System EX Series

Cisco TelePresence System EX Series는 
데스크톱을 위한 개인용 텔레프레즌스 시스템 
제품군입니다. 사용자와 그 동료가 위치한 
공간, 거리, 표준 시간대가 서로 다르더라도 
구애받지 않고 즉시 얼굴을 맞대고 협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임원용 Cisco TelePresence 
EX90, 관리자 및 지식 노동자에게 적합한 
EX60으로 구성된 EX Series는 확실한 품질과 
함께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합니다. EX Series는 Cisco U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과의 긴밀한 통합을 
지원하므로 비디오 및 음성 기능을 모두 
활용하면서 강력한 협업 기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Cisco TelePresence EX Series는 완전 
HD 24인치 또는 21.5인치 화면을 제공합니다. 
PC 모니터 및 텔레프레즌스 시스템 겸용이므로 
더 유연성 있는 데스크 환경이 마련됩니다.

• 데스크톱 비디오 협업 시스템을 찾는 기업

• 유연성 있는 디자인의 솔루션이 필요한 기업

• 1080p30 및 720p60 비디오 해상도로 데스크 
에서 최적의 텔레프레즌스 경험

• 원터치로 HD 콘텐츠를 공유하고 내장된 문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고 투명한 
방식으로 협업

• UCM과의 통합을 지원하므로 음성 메일 알림, 
단일 번호 연결, 긴급 컨퍼런스 등의 기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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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TelePresence MX Series

단 15분 만에 회의실을 텔레프레즌스 공간으로 
변신시키고 멋진 42인치 또는 55인치 화면을 
통해 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Cisco 
TelePresence MX200 및 MX300은 MX Series 
다목적 엔드포인트 중에서도 높은 가치를 
실현하는 제품입니다. 쉽게 설치하고 간편하게 
사용하는 이 경제적인 제품을 통해 전 세계의 
동료들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 회의실 기반의 고급 컨퍼런싱 시스템을 찾는 
기업

• 전 세계의 파트너, 직원, 고객을 연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조직

• 회의 참석자는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상호 작용

• 더 많은 팀과 회의실에 텔레프레즌스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고 알맞은 
가격으로 책정된 경제적인 솔루션

• 부담없이 비디오 컨퍼런싱 기능을 처음 
도입하거나 Cisco TelePresence 경험을 
전사적으로 확대 가능

Cisco TelePresence SX Series

Cisco TelePresence SX Series는 고객의 어떤 
평면 디스플레이도 손쉽게 강력한 텔레프레즌스 
시스템으로 바꿔 놓는, 중소 규모 회의실에 
적합한 유연성 있는 솔루션입니다. Cisco 
TelePresence SX Series는 HD 화질, 다자간 
컨퍼런싱, 3가지 카메라 옵션을 제공하므로 가치 
대비 경제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공간 크기와 
구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TelePresence 
SX Series는 작고 세련된 다기능 패키지에서 
고가 시스템에 준하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텔레프레즌스를 막 도입한 중소기업 또는 
텔레프레즌스를 전사적 범위로 확대하여 그 
장점을 누리려고 하는 대기업 모두에게 적합한 
고성능 시리즈입니다.

• 신규 하드웨어에 대한 대규모 투자 없이 
텔레프레즌스 솔루션을 추가하려는 기업

• H.323 및 SIP, 최대 6Mbps 지점 간

• 3가지 카메라 옵션(2.5배, 4배, 12배 줌)

• 듀얼 디스플레이 옵션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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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협업

Cisco의 고객 협업 제품은 전통적인 콜 센터에 한정되지 않고 온라인, 전화 또는 화상을 통한 직접 
대면 방식을 통해 능동적으로 고객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생산성을 높이고 최종 고객에게 더 우수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축 및 사용하기 
편리한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는 뛰어난 보안과 가용성을 갖춘 가상 고급 고객 
상호 작용 관리 솔루션으로서 최대 400명의 
상담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대기업 
지사, 사내 부서에서 운영되는 공식 그리고 
비공식적인 컨택 센터에 적합한 통합형 "컨택 
센터 패키지"입니다.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는 리포팅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종합적인 컨택 센터 통계치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기능 패키지 및 시스템 용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솔루션 참조 네트워크 설계에서 
확인하십시오.

클라우드 호스티드 딜리버리 모델로 고급 컨택  
센터 지원 기능을 제공하는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도 있습니다.

• 완전한 "컨택 센터 패키지"가 필요한 고객 • 고급 콜 라우팅 및 종합적인 연락처 관리 기능

• 자동 통화 분배 기능 - 조건부 라우팅, 통화 
대기, 예상 대기 시간 안내 메시지 등

• 프레즌스 기능의 통합으로 상담원의 업무 
능력과 전문성을 높여 고객 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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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싱

Cisco의 컨퍼런싱 솔루션은 직원, 최종 고객, 파트너를 연결하여 어디서든 예약 또는  
특별 회의를 열고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WebEx Meetings

Cisco WebEx Meetings는 직접 대면 방식의 
회의를 경제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고객, 파트너, 직원과 협업할 
수 있습니다. Cisco WebEx Meetings는 사람들이 
시간, 장소,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더 적은 투자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Cisco WebEx Meetings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검토 및 팀 미팅을 활성화하고 일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협업의 빈도를 높여 잠재 고객 및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세일즈 프로세스를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개발 및 
문제 해결 시간도 단축합니다. WebEx로 출장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전국 또는 글로벌 
규모의 팀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전 세계로 확장된 비즈니스를 위해 더 우수한 
협업 기능을 찾는 고객

• 세일즈 및 비즈니스 민첩성을 높일 방법을 
찾는 고객

• 오디오와 비디오를 공유하면서 어떤 프로젝 
트에서나 손쉽게 협업

• 실시간으로 비디오 파일을 공유하고 프레젠테 
이션에 멀티미디어 사용

• ActivePresence로 최대 7명까지 실시간 비디 
오를 음성이 활성화된 스위칭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동시 웹캠 비디오 피드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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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TelePresence Touch

혁신적인 통합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편리하게 
Cisco TelePresence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음성 전화 걸기 및 통화 관리, 콘텐츠 공유 및 
기타 고급 기능을 간단하게 손가락 터치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Cisco 
엔드포인트를 위한 3가지 모델로 제공됩니다. 
모델의 크기는 8인치, 12인치, 23인치입니다. 
고객은 Cisco TelePresence Touch 시리즈의 
편리한 사용 방법을 곧 익힐 수 있습니다.

• 영상 통화를 지원하고 관리하려는 기업

• 간단한 텔레프레즌스 솔루션이 필요한 조직

• 간단한 설정을 통해 단 하나의 케이블로 
네트워크에 연결

• 명확한 상황별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쉽고 
빠르게 사용법 습득

• 간단하게 비디오 엔드포인트 목록에서 
선택하여 손쉽게 연결

Cisco TelePresence Video Communication Server

Cisco TelePresence VCS(Video Communication 
Server)는 텔레프레즌스 컨퍼런스의 세션 관리 
및 제어를 간소화합니다.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컨퍼런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파트너 및 고객과 더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습니다.

•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컨퍼런싱이 필요한 
고객

• 확장된 조직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려는 고객

• 애니 투 애니 상호 운용성으로 표준 기반 및 
타사 클라이언트 사용자 간의 원활한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지원

• TelePresence Provisioning 2.0, 클러스터링, 
정책 서비스 통합으로 대규모의 확장 지원

• 사용자가 항상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Cisco Find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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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WebEx Telepresence

클라우드를 통해 경제성, 신뢰성, 뛰어난 보안을 
갖춘 비디오 협업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Cisco WebEx Telepresence는 인터넷을 통해 
단 몇 분 만에 최고의 Cisco 텔레프레즌스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PC, Mac, iPad에 영상 통화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Cisco WebEx Telepresence
를 통해 사용자는 동료, 파트너, 공급자, 고객과 
손쉽게 "대면" 접촉 형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디렉토리에서 상대의 비디오 주소를 찾은 다음 
"Call(통화)"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라우드에서 
모든 관리 및 유지 보수 작업을 처리합니다.

• 사무실과 직원이 분산된 조직

• 파트너 및 고객과의 더 친밀한 실시간 연결을 
원하는 기업

• 최대 1080p HD 비디오의 뛰어난 화질과 
데스크톱 공유

•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 다른 비디오 
네트워크와 연결

• 다수의 참가자를 유연하게 수용

Cisco TelePresence Content Server

고객의 조직이 분산되면 더 효과적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비디오 컨퍼런스 녹화를 통해 커뮤니 
케이션을 향상시킬 방법이 필요합니다. Cisco 
TelePresence Content Server는 중견기업에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 및 온디맨 
드 프레젠테이션, 원격 교육 과정, 전사적 교육 
세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직원은 
어떤 컴퓨터에나 실시간 또는 녹화된 콘텐츠를 
배부하고 자주 사용하는 휴대용 미디어 기기에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 직원들이 분산 배치된 조직

• 실시간 또는 녹화 콘텐츠(예: 교육 프로그램)
를 전달해야 하는 고객

• 다이얼 인/다이얼 아웃 기능으로 예약 및 즉석 
통화 지원

• 손쉽게 구축할 수 있고 우수한 안정성을 제공 
하는 어플라이언스 기반 아키텍처

• Cisco TelePresence Content Server와 Cisco  
Media Experience Engine 3500을 통합 구현 
함으로써 종합적인 멀티미디어 트랜스코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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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대상 고객 주요 기능

Cisco TelePresence MCU 5300 Series

Cisco TelePresence MCU 5300 Series MCU 
(multipoint control unit)는 기업의 장기적인 
비디오 사용량 추세에 따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업계 최고의 스택형 MCU로서 모든 주요 벤더의 
SD 및 HD 엔드포인트와의 호환성을 제공하므로 
항상 각 참가자에게 최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Cisco TelePresence MCU는 WebEx를 지원하므 
로 완벽하게 통합된 확장형 컨퍼런스 환경에서 
WebEx 클라이언트 및 텔레프레즌스 엔드포인트 
사용자와 통화할 수 있습니다.

• 확장 가능한 엔트리 레벨 비디오 솔루션이 
필요한 고객

• 멀티벤더 비디오 환경을 갖춘 고객

• 사용하기 편리한 다기능 관리 인터페이스

• 2개의 유닛을 함께 스태킹하여 용량 확장 가능

• 50가지 이상의 맞춤형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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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솔루션
Cisco 스마트 솔루션은 Cisco와 파트너가 제공하는 업계 최고의 제품과 
기술을 주요 시장 기회에 부합하는 구성으로 통합했습니다. 철저히 테스트 
하고 문서화 과정을 거치므로 위험 부담이 축소되었고 구축 속도가 향상된 
통합 솔루션 입니다. 신속하게 구축하고 편리하게 관리하고 향후 성장에 
발맞춰 확장할 수 있습니다. 세일즈 및 기술 리소스, Cisco Capital® 금융 
상품과 Cisco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매출 향상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됩니다. Cisco 스마트솔루션 판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Cisco Industrial Smart Solution 
공통의 통합형 P2B(plant-to-business)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십시오. Cisco Industrial Smart Solution을 선택한  
기업은 신속하고 더 안전하게 산업 자동화 및 제어를 비즈니스 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의 엔드 투 엔드 아키텍처는 플랜트 기기  
관리부터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s)까지 산업 애플리케이 
션의 전 범위에서 예측 가능한 성능과 시스템 복원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검증되었습니다. 안전하고 견고한 플랫폼에 구축되었으며 원격 
사용자와 파트너의 액세스를 지원하는 스마트 솔루션 입니다. Cisco
와 Rockwell Automation이 공공 개발한 CPwE(Converged Plant-wide 
Ethernet) 아키텍처를 근간으로 합니다. 

그 핵심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용 이더넷 스위칭. 확장형 Cisco IE Series 산업용 이더넷 스위치는 
혁신적인 기능, 뛰어난 보안, 우수한 사용 편의성을 자랑합니다. 이 시리 
즈는 산업 설계 및 컴플라이언스, 통합된 네트워크 보안, 손쉬운 관리 및 
구축을 위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  LAN 스위칭. Cisco가 제공하는 다양한 스위칭 및 라우팅 기술이 고도로 
안전한 통합형 네트워크 기반을 구현합니다. 고객은 이더넷 및 IP 기반 
산업 자동화/제어 네트워크를 사내의 다른 영역, 비즈니스 파트너,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보안. 업계 최고의 Cisco 보안 솔루션은 산업 자동화 및 제어 네트워크를 
위한 시스템 레벨의 모델에 보안 제품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동 
시간을 늘리고 기업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web/strategy/manufacturing/industrial_
smart_solution.html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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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BYOD Smart Solution

직원이 사내외에서 각자 선택한 기기를 사용하여 원하는 방식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isco BYOD Smart Solution은 5가지 기술을 통합하여 
가장 중대한 BYOD 요구 사항을 해결합니다. 고객에 따라 5가지 기술 
모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는 네트워크의 특정 부문만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

• 성능과 안정성을 갖춘 무선 네트워킹—BYOD Smart Solution은 사무실의 
각종 기기를 연결하기 위해 업계 최고의 무선 LAN 기술을 갖추고 무선 
클라이언트에 최고의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 안전한 모빌리티를 위한 VPN 연결—디지털 인증서, 802.1X 인증, Cisco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를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회사 
바깥의 각종 기기에서도 고도로 안전한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유무선 단일 네트워크를 위한 LAN 스위칭—Cisco에서는 유선 연결과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지원하면서 유무선 인프라를 통합함으로써 고객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두 가지를 모두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네트워크 
액세스 유형 및 위치를 포괄하는 이 통합 모델을 통해 사무실에서 또는 
원격으로 연결된 모든 사용자에게 일관성 있는 우수한 워크스페이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상황별 정책을 위한 신원 관리 서비스—Cisco ISE(Identity Services 
Engine)는 전사적으로 모든 기기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중앙 집중식으로 제공합니다. 각 사용자와 기기를 식별하고 
맞춤형 정책 옵션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뷰에서 네트워크 관리—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모바일 기기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앙의 단일 윈도우에서 유무선, VPN, 신원 서비스 
전반의 네트워크 액세스와 사용자 경험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 
합니다. Cisco Prime 관리 솔루션은 종합적인 모니터링, 고급 네트워크 
측정 및 인텔리전스 기능을 제공하여 모든 네트워크 사용자가 경험하는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web/solutions/trends/byod_smart_
solution/index.html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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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Virtualized Foundation Smart Solution

고객이 가상화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면서 비즈니스 민첩성을 강화하고 
IT 유연성과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isco Virtualized 
Foundation Smart Solution은 물리적 및 가상 리소스의 공유된 풀에서 
온디맨드 프로비저닝을 가능하게 하고 더욱 효율적인 리소스 관리를 
지원합니다. Cisco Unified Fabric의 장점과 Cisco UCS의 혁신성을 모두 
갖춘 완전 통합형 IT 인프라로써 가상화를 수용하도록 수정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상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설계상의 
장점을 통해 업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고, IT 운영을 간소화하고, 비즈니스 
민첩성을 향상하여 IT가 낮은 위험성과 최소한의 인력 및 예산으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를 통합하면 고객이 여러 개의 서버에 연결(IP 및 SAN)하는 것을 
하나의 고용량 저비용 통합 네트워크로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Computing은 유연하고 관리하기 편리하고 경제적인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가상화 기능으로 VMware 구현 시 신규 호스트 및 가상 머신의 구축을 
대폭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네트워크를 가상 서버로 
확장하여 유연성을 높이고 관리를 간소화하며 높은 수준의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web/solutions/data_center/virtualized-
foundation-smart-solutions/index.html을 참조하십시오.

중견기업 고객을 위한 기타 솔루션

Unified Access
고객이 더 효과적인 연결 경험을 하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isco Unified Access는 기업에서 BYOD와 IoE(Internet of 
Everything)를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수한 인텔리전스, 보안, 효율성을 바탕으로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Cisco ONE(Open Network Environment) Enterprise Networks Architecture
에 포함된 Cisco Unified Access는 단일 정책, 단일 관리, 단일 네트워크를 
원칙으로 합니다. 통합되고 간소화된 지능형 네트워크 플랫폼이 제공되어 
Cisco BYOD Smart Solution을 뒷받침합니다. Cisco Unified Access
로 IT 팀의 네트워크 운영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한편 기업을 
변화시키고 차별적 가치를 실현할 혁신 과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용자가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게 합니다.

• 단일 정책 원칙에 따라 전체 네트워크에 상황 기반의 중앙 정책을 
적용하고 유무선 또는 VPN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용자와 사물을 
모니터링합니다. 보안 정책의 설계, 구현, 시행이 간소화됩니다.

• 단일 관리 원칙에 따라 유무선 네트워크에 종합적인 라이프사이클 관리, 
성능 보증, 컴플라이언스가 이루어지므로 네트워크 관리가 간소화됩니다.

• 단일 네트워크 원칙에 따라 유무선 네트워크가 하나의 물리적 인프라로 
통합되고 Cisco ONE을 통해 네트워크 전반의 인텔리전스, 성능, 통합이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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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AN(Intelligent WAN)
Cisco IWAN은 어떤 연결에서도 만족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제 지점 사무실에 알맞은 규모의 연결을 구축하고 운영을 간소화하며 
비용을 줄이는 등의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쟁 환경에서 기업은 투자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Cisco IWAN이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IT 팀은 
Cisco AX(Application Experience) 라우터에 대한 투자를 활용하여 더 
경제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지점 사용자의 수요 증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성능, 안정성 또는 보안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이 더 우수한 가격 대비 성능과 신뢰도를 갖춘 안정적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으나, 아직 많은 기업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Cisco IWAN은 IT 팀이 신뢰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보안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이 솔루션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입니다. 

• 유연한 공급자 선택으로 비용 절감

•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인터넷, 하이브리드 WAN 액세스 
모델 등 선호하는 어떤 전송 모델에서도 신속하게 신규 서비스 배포

• 지점 인프라 투자 비용을 절약하고 여유 자원을 확보하여 새로운 혁신 
비즈니스 서비스에 투자

• 비디오,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게스트 Wi-Fi와 같은 대역폭 
사용량이 많은 애플리케이션도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배포하고 더 우수한 
사용자 경험 실현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en/US/netsol/ns1247/index.html을 
참조하십시오.

K-12(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 교육

커넥티드 환경에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고객에게 
제공하십시오. Cisco에서는 학생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력을 교육 현장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isco 솔루션은 
K-12 교육자들에게 다음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학습 기회 확대

• 수업 및 교육 평가의 품질 향상

• 혁신적인 학습 모델 개발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web/strategy/education/primary_
wireless_K-12.html을 참조하십시오.

Design Zone 
Cisco Design Zone에서 각종 네트워크 설계 및 솔루션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Validated Designs, 산업별 설계, FlexPod 설계 툴, 기타 
검증된 리소스를 온라인 리소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Design 
Zone에서는 다음과 같은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BYOD를 위한 스마트 솔루션, 원격 전문가, FlexPod, 클라우드 솔루션, 
가상 워크스페이스

•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의 검증된 아키텍처, 스마트 비즈니스 아키텍처, 
협업, 그리고 데이터 센터 솔루션

• 컴플라이언스, 보안, 모빌리티, Medianet 중심의 기술 리소스

Cisco Design Zone에 액세스하려면 www.cisco.com/go/designzone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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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고객을 위한 서비스

최신 서비스 설명 및 상세 사양을 Cisco의 중견기업 솔루션
(Midsize Business Solutions)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오늘날 고객들이 더욱 어려운 과제에 직면함에 따라 여러분과 같은 기술 
파트너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중인 솔루션 
모델의 일부인 지원 서비스는 여러분이 그러한 과제를 기회로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제품 일변도의 전략에서 벗어나 제품과 
반복적 서비스 수익의 균형적인 구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통찰력 있게 조명하고 더 유리한 입장에서 새로운 
세일즈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Cisco에서는 통합 서비스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서비스 비즈니스를 
최적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리소스를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실시간 서비스 제공, 조기 업셀 및 크로스셀 
기회를 비롯하여 능동적인 문제 해결이 포함됩니다.

여러분은 Cisco 서비스와 함께 성장을 촉진하고 수익성을 높이면서 경쟁 
우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솔루션 판매를 통해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이고 반복적인 서비스 
수익을 늘려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신규 및 기존 고객에게 부가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기반 모델을 통해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장비는 누구든 판매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계획 및 설계부터 
구축, 최적화까지 전반적인 고객 경험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Cisco에서는 여러분이 중견기업 시장에서 고객의 요구에 대처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우수한 서비스 할인 혜택과 마케팅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Cisco Services Optimize and Evolve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최신 리소스를 활용하여 중견기업 고객을 상대로 더 많은 수요를 발굴하고 
더 많은 거래를 성사시키십시오.

다음과 같은 상품을 활용하여 기술, 매니지드, 클라우드, 전문 서비스 등과 
관련된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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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SMARTnet Service

판매 시점에 Cisco SMARTnet® 및 Cisco Branded Services를 재판매하여 
수익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십시오. 고객은 비즈니스 기능의 가용성과 
보안을 유지하고 최고 성능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Cisco SMARTnet 
Service는 각종 수상 실적에 빛나는 기술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선택한 고객의 IT 팀은 언제라도 Cisco 전문가와 다양한 온라인 리소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SMARTnet은 Cisco Branded Service로서 
이 서비스를 선택한 고객은 다양한 Cisco 지원 툴과 전문성을 이용하면서 
IT 인프라와 네트워크의 가용성 및 성능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Cisco SMARTnet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가의 신속한 지원. 가장 까다로운 네트워크 및 데이터 센터 문제 
진단 경험을 가진 수천 명의 인증받은 Cisco 전문가들로 구성된 Cisco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에 직접 연결

•  온라인 셀프 헬프 지원. 온라인 Cisco 지식 베이스, 커뮤니티, 리소스, 
툴을 통해 하루 24시간 중 언제라도 광범위한 지원 리소스 이용

•  지능적이고 능동적인 진단. 지원 기기에서 상세한 진단 및 즉시 경고를 
제공하는 내장형 Cisco Smart Call Home 기능을 통해 중요한 통찰력 
확보

•  지속적인 운영 체제 업데이트. 라이센스를 받은 기능 집합 내에서 최신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주/부 OS 릴리스와 같은 새로운 
OS 기능에 액세스

•  신속한 하드웨어 교체. 2시간, 4시간, 익영업일 선 교체, RFR(return for 
repair) 등 유연한 하드웨어 교체 옵션으로 각 기기에 필요한 서비스 범위 
확보

•  현장 지원. 현장 지원 옵션 선택 시 공인 현장 엔지니어가 고객을 
방문하여 고장난 하드웨어 교체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go/smartnet을 참조하십시오.

Smart Net Total Care

고객을 Smart Net Total Care로 마이그레이션하여 능동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십시오. Smart Net Total Care는 고객의 
계약, 설치 자산, 판매 중단 품목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포털에서 이 모든 사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능으로 사후 대처가 
아닌 능동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고객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수익 채널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Smart Net Total Care를 선택한 고객은 다음 혜택을 받게 됩니다. 

• Cisco TAC 24시간 이용

• 온라인 리소스를 통해 신속하게 자율적으로 문제 해결

• OS 업그레이드

• 익일 하드웨어 교체

고객을 기본 지원 단계에서 스마트 기능으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더 신속 
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성능 
향상의 효과를 실감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go/smartnettotalcar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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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are

제품 지원을 매니지드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하여 더 능동적으로 고객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십시오. Smart Care를 통해 고객이 네트워크의 보안과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 투자에서 더 많은 ROI를 실현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안전하고 최적화된 상태임을 검증하는 확실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Smart Care를 이용하십시오. Smart Care
는 스마트 사전 예방 기능, 네트워크 보안, 기본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더 빨리 시장을 
공략하고 수익을 늘리고 기술 투자에 대한 ROI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Smart Care는 기존의 네트워크 지원과 스마트 모니터링 기능을 연계하여 
고객의 필요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Cisco 
Collaborative Services에 속해 있으므로, Cisco와 공동 브랜딩하거나 
파트너의 리브랜딩 오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Smart Care는 고객의 
필요 사항에 따라 운영 체제 및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익영업 
일 하드웨어 교체, 실시간 기기 모니터링, Cisco 툴 및 리소스 온라인 액세스 
등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go/smartcare를 참조하십시오.

Partner Support Service

Partner Support Service(파트너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십시오. 기존의 네트워크 지원, 
스마트 기능, 고급 지식 베이스를 결합하여 모듈형 리소스로 제공하는 협업 
서비스(Collaborative Service)이며 고객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 맞춤화하여 
경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인텔리전스와 능동적 지원으 
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매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Partner Support 
Services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네트워크 통찰력: 수집된 기기 진단을 Cisco의 폭넓은 지식 기반과 
비교하여 능동적 서비스 및 권장 사항 제공 

• 수천 번의 엔터프라이즈급 구축을 통해 얻은 모범 사례: 네트워크 전반의 
효율적인 권장 사항 및 기술 지원 제공 

• 시기별 보고서: 고객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Cisco 제품과 제품 라이프사 
이클 발표 내용을 연계, 분석함으로써 미리 기술적 문제에 대해 고객에게 
조언하고 자산 관리를 개선시키고 향후 투자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최고의 서비스 제공 모델, SME(subject matter expert), 방법론: 여러분이 
고급 또는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 스마트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인터페이스, 
온라인 정보 및 SME 액세스를 통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고객에게 
서비스와 보고서를 제공하고 여러분과 Cisco의 협업을 촉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go/collaborativepss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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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ve Professional Services

지능적인 Cisco 툴, 인재 기반, 반복 가능한 모범 사례를 활용하여 파트너의 
전문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 확장,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고객 네트워크 계획,  
구축, 관리를 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십시오. 

CPS(Collaborative Professional Services) 포트폴리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평가 서비스. 고객의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조명하여 더 수월하게 
네트워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설계 서비스. 새로운 솔루션 영역 또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 파트너를 
위해 계획 및 설계 작업을 지원합니다.

• 검증 서비스. 전문가가 파트너의 설계 및 구현 계획을 검토하고 그에 관해 
조언합니다.

• 지식 서비스. Cisco 제품과 방법론에 대한 기술 지식 라이브러리와 모범 
사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Practice accelerators. 파트너의 솔루션 범위를 새로운 기술 및 시장으로 
확장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go/cps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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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컬 솔루션

최신 제품 설명 및 상세 사양을 Cisco의 중견기업 솔루션
(Midsize Business Solutions)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양한 업종의 고객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매우 
특화된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적합한 
만능 솔루션이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Cisco에서는 수직 시장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게 설계된 검증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소매

소매업체의 고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 또는 전화 통화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려 합니다. 훌륭한 서비스는 
충성도 및 수익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전화 통화로 우수한 경험을 제공하려 
면 신속하게 전화를 받고 담당자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즉시 연결해주 
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적합한 정보 또는 리소스에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온라인 저장소에 있거나 웹 상담원과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얻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훌륭한 서비스란 소매업체 
의 브랜드, 매장 인테리어, 상품 구성, 식견 있고 친절한 판매원으로 고객에 
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isco의 소매 전문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고객의 전화 및 매장 경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매출 및 고객 충성도 
향상

• WAN을 통한 데이터 센터 및 애플리케이션 최적화를 통해 더 적은 투자로 
더 많은 성과 실현 매장의 에너지 비용 절감

• 인벤토리, 고객 정보, 브랜드 자산 보호

• 쇼루밍(show rooming) 억제, Wi-Fi 네트워크를 통해 모바일 기기에서 
유용한 개별 맞춤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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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로봇, 차량, 산업 제어 시스템이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제조 분야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생산 현장뿐 아니라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전반에서 자동화가 확산되는 중입니다. 고객이 운영 기술을 표준 이더넷 및 
IT로 전환하여 이러한 장점을 십분 누릴 수 있게 하십시오.

Cisco에서는 산업 장비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간의 긴밀한 상호 연결이 
필요한 이러한 새로운 산업 네트워크 수요를 누구보다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isco IE 2000 Industrial Ethernet Series 스위치는 
산업 네트워크와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의 사이에서 일관성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통합 보안과 우수한 관리 편의성을 
갖추고 진정한 지능형 네트워크를 실현합니다. Cisco 산업 스마트 솔루션:

• 생산 현장의 시스템과 IT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효율성 향상

• 공급망 전체에 더 안전하게 액세스, 가시성, 데이터 통합 확장

•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을 향상시켜 정보에 근거한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지원

호텔

브랜드를 차별화하고 각 투숙객에게 개별 맞춤형 경험을 선사하는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합니다. Cisco Connected Hotel & Hospitality 
솔루션은 호텔 사업자 및 운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종합 
솔루션입니다.

• 최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무선 서비스 지원

• 에너지 비용을 비롯한 각종 비용을 줄여 운영 효율성 향상

• 차세대 기술을 도입하여 새로운 수익원 개발

수직 시장 사례 연구

Cisco에서는 파트너가 고객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업종별로 찾아보십시오.

네트워크 인프라 솔루션 사례 연구

•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 보안

• 스위칭 

• 라우터 

• 무선 

협업 사례 연구

• 협업 

•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센터 사례 연구

• 데이터 센터 및 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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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중소기업 포트폴리오

중소기업을 위한 Cisco 네트워크 솔루션

스위치 
Cisco에서는 업계에서 가장 폭넓은 중소기업 스위칭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파트너는 
어떤 고객의 요구 사항을 접하더라도 그에 적합한 기능과 가격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품 주요 기능

Cisco Small Business 300 Series Managed Switch

Cisco 300 Series Switch는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고 가격, 
성능, 기능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다양한 보급형 
매니지드 스위치로 구성된 이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고속 이더넷부터 기가비트 이더넷까지 다양한 연결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상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의 지원에 필요한 고가용성과 성능을 
제공하면서 다운타임을 단축합니다.

• QoS(quality of service), 레이어 3 정적 라우팅, IPv6 지원과 같은 고급 
기능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어합니다.

Cisco Small Business 500 Series Stackable Managed Switch

경제적인 하나의 패키지에서 비즈니스 정보를 보호하고 현재 및 미래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Cisco 
500 Series Switch는 성장하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고급 기능 세트와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 및 기술에 필요한 기술 세트를 제공합니다. 
ACL(access control lists), 게스트 VLAN(virtual LANs), 암호화된 관리 
데이터, 기타 고급 네트워크 방어 기능과 같은 강력한 보안 기능이 고객의 
네트워크를 보호합니다. Cisco 500 모델에는 1개 또는 5개의 기가비트 
이더넷 확장 슬롯이 제공되며 Cisco 500X 모델에는 10개의 기가비트 
이더넷 확장 슬롯이 제공되므로 요구 사항의 변화에 따라 손쉽게 확장 
가능

• 고속 이더넷, 기가비트 이더넷, 10기가비트 이더넷 연결 옵션 중 선택

• 다운타임을 줄이고 네트워크 복원력을 높이는 고급 이중화 및 가용성 
기능으로 중단 없이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 강력한 보안 기능으로 비즈니스 데이터를 보호하고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의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

• 하나의 스택에 최대 8개의 유닛을 수용하는 진정한 스태킹 지원, 하나의 
스택에서 최대 400개 포트 가능

• 새로운 10기가비트 이더넷 모델을 통해 경제적으로 서버와 스토리지를 
연결

이 제품/솔루션과 기타 Cisco 중소기업 솔루션에 대한 최신 정보와 사양도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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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중소기업을 위한 Cisco 무선 솔루션은 사무실 어디서든 직원, 방문객,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빠르고 
안전한 무선 연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유지하고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품 주요 기능

Cisco Small Business 300 Series Wireless Access Point

손쉽게 설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확장형 솔루션에서 고속 무선 성능을 
실현합니다. Single Point Setup이 통합된 Cisco WAP321은 세련된 
모양의 고성능 선택형 무선 N 액세스 포인트로서 사용 편의성과 기업용 
기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여기에는 기가비트 포트, IPv6 지원, PoE, 
QoS, 포괄적인 보안 기능이 포함됩니다. 안정적인 고속 무선 네트워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손쉽게 무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뛰어난 보안과 속도를 자랑하는 802.11n 무선 네트워킹은 향상된 
처리량과 서비스 범위로 대역폭 사용량이 많은 애플리케이션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 마법사 기반의 설정 및 컨피그레이션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구축

• 컨트롤러 없이 여러 액세스 포인트에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Single 
Point Setup 기술 덕분에 구성 간소화

Cisco Small Business 500 Series Wireless Access Point

안전한 고성능 모바일 네트워킹을 확장하여 직원과 게스트까지 서비스 
하므로 사무실의 어디서든 연결된 상태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Cisco 
Small Business 500 Series Wireless Access Point는 수십 명의 직원을 
간단하게, 경제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유연한 솔루션입니다. 확장을 통해 
추가 사용자와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500 Series 액세스 포인트는 선택형 또는 동시 이중 대역 무선을 통해 더 
우수한 서비스 범위와 사용자 수용력을 제공합니다. 

PoE가 지원되는 기가비트 이더넷 LAN 인터페이스를 통해 유연성 있게 
설치하고 케이블 및 배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QoS 
기능이 제공되므로 VoIP 및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역폭에 민감한 
트래픽을 우선 순위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SmartSignal Antenna 
기술로 서비스 범위, 수신율, 성능을 최적화하여 무선 네트워크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인 선택형 또는 동시 이중 대역 무선 Wireless-N 연결 기능으로 
넉넉한 용량을 제공하고 추가 사용자를 수용

• 기가비트 이더넷 LAN 인터페이스와 PoE 덕분에 유연성 있게 설치 가능

• SmartSignal Antenna 기술이 무선 서비스 범위와 수신율을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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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터

Cisco 중소기업용 라우터로 비즈니스 환경을 외부와 연결하고 원격 사용자에게는 강력한 
보안이 구현된 VLN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객에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제품 주요 기능

Cisco Small Business RV Series Router

중소기업을 외부와 연결하는 것은 사내 네트워크 기기를 서로 연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Cisco Small Business RV Series Router는 더 
긴밀한 연결 환경을 구축하려는 고객에게 안성맞춤입니다. VPN 기술을 
지원하므로 원격 작업자도 안전한 인터넷 경로를 통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이메일과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빌트인 방화벽, 고급 암호화, 인증 기능과 같은 
강력한 보안 기능을 통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비즈니스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Cisco Small Business RV Series Router에는 
복수의 연결 옵션이 제공됩니다. 고객이 라우터를 늘어나는 물리적 포트에 
사용하거나 무선 연결에 사용하든 언제나 탁월한 연결 성능을 제공합니다.

• 원격 작업자가 네트워크와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암호화를 
사용하는 안전한 VPN 연결

• 고속 이더넷 또는 기가비트 이더넷 스위치 포트(모델에 따라 다름)

• 인터넷 연결에 여러 개의 포트를 사용하여 시스템 가동 시간과 성능을 
높이는 일부 모델의 링크 이중화 및 로드 밸런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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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Cisco 보안 솔루션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어떤 규모의 기업이든 해커, 침입자, 기타 위협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해야 합니다. 고객은 
각자 선택한 기기를 사용하여 합법적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제어가 필요합니다. Cisco에서는 Cisco ASA 5500-X Series Next-Generation Firewall 기반의 
엔드 투 엔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으로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합니다.

제품 주요 기능

Cisco ASA 5505 Adaptive Security Appliance

중소기업에게 부담 없는 가격의 방화벽으로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Cisco ASA 5505 Adaptive Security Appliance는 고성능 
방화벽, SSL, IPsec VPN과 다양한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기능이 하나의 모듈형 플러그 앤 플레이 어플라이언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트인 Cisco ASDM(Adaptive Security Device Manager)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Cisco ASA 5505를 구축하고 편리하게 관리하면서 
운영 비용을 낮추고 네트워크 가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Cisco ASA 
5505는 유연한 8포트 10/100 고속 이더넷 스위치가 있으며, 그 포트는 
동적으로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가정, 기업, 인터넷 트래픽을 
위해 최대 3개의 각기 다른 VLAN을 생성하여 효과적으로 네트워크를 
세그먼트화하고 보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을 노리는 인터넷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엔터프라이 
즈급 방화벽입니다.

• 검증된 사이트 투 사이트 및 원격 액세스 VPN과 Cisco AnyConnect 
클라이언트로 고도로 안전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합니다.

• 사용하기 편리한 통합형 그래픽 ASDM으로 더 빨리 설치하고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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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Cisco 음성 솔루션

전화는 중소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통신 환경입니다. Cisco에서는 어떤 고객의 요구 사항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음성 솔루션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규모가 작고 자금에 민감한 기업에게 부담 없는 가격에 강력한 기능과 뛰어난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Cisco SPA IP 폰 모델

경제성, 신뢰성, 사용 편의성을 두루 갖춘 Cisco SPA IP 폰 모델은 중소기업과 홈 오피스에 탁월한 선택입니다. 기본 기능부터 
고급 음성, 데이터 및 통화 처리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이 제공됩니다. 고객은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IP 텔레포니의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품 주요 기능

Cisco Small Business SPA300 Series IP Phone

기본 IP 및 DECT(Digital Enhanced Cordless Telecommunications) 
전화기에서 종합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SPA300 Series는 광대역 
오디오로 매우 선명한 음질과 뛰어난 스피커 품질을 실현하며 SIP 및 
SPCP(Smart Phone Control Protocol)를 모두 지원합니다.

• 사용편의성, 미학적 외관, 온스트린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가능한 흑백 
디스플레이(SPA303)

• 호스티드 IP 텔레포니 환경 또는 IP PBX(private branch exchange) 지원

• 캠퍼스 내 또는 재택 근무 직원이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SPA302D Multi-Line DECT Handset 

Cisco Small Business SPA500 Series IP Phone

SPA500 Series IP Phone으로 네트워크 전체에 더 성공적이고 간소화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로비에서 휴게실까지, 이 전화기로 
경영진, 소규모 사무실 작업자, 관리 실무자 등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생산성이 향상되며, 직원들이 어디에 
있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즐길 수 있습니다.

• PoE(Power over Ethernet)를 지원하며 모든 기능을 갖춘 기업용 IP 폰

• 사용하기 편리하고 아름다운 흑백 또는 컬러(SPA525G2) 배면광 
디스플레이에서 온스크린 애플리케이션 지원

• 호스티드 IP 텔레포니 서비스 또는 IP PBX에 직접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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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Mobility Enhanced Cordless Solution
Cisco Mobility Enhanced Cordless Solution으로 중소기업, 홈 오피스, 주택 환경에서 광대역 인터넷 연결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종합적인 Vo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내의 모바일 직원은 통합형 DECT 베이스 스테이션의 지원을 받아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선 전화기의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SPA302D 핸드셋과 SPA232D ATA(Analog Terminal 
Adapter)는 기본적인 기업용 콜 컨트롤 기능과 함께 선명하고 뛰어난 품질의 음성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합니다.

제품 주요 기능

Cisco SPA232D Multi-Line DECT ATA

엔드유저가 직접 설치하는 저렴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솔루션인 Cisco 
SPA 232D Multi-Line DECT ATA는 통신 사업자가 원격으로 프로비저닝, 
구성, 유지 보수합니다. 각 SPA232D Multi-Line DECT ATA는 음성 
트래픽을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하여 IP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할 수 있게 
합니다.

• 광대역 인터넷 연결을 통해 고성능, 다기능 VoIP 서비스 제공

• 아날로그 전화 또는 팩스에 사용 가능한 표준 전화기 포트 1개, 
휴대폰과 유선에서 걸려온 시내 통화를 VoIP 서비스 공급자 또는  
그 반대로 라우팅하는 데 쓰이는 PSTN 연결 포트 1개

• 경제적인 다중 회선 온프레미스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DECT 베이스 
스테이션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Cisco SPA302D Multi-Line DECT Handset

Cisco SPA302D Multi-Line DECT Handset은 Cisco SPA232D Multi-Line 
DECT ATA에서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 두 제품을 함께 
사용하면 VoIP 서비스에서 무선 온프레미스 모빌리티 솔루션의 편의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SPA302D는 다중 회선을 지원하는 무선 전화기가 
필요한 기업 환경에 적합합니다. 또한 자체 SIP 계정으로 구성하여 모바일 
직원을 위해 매우 혁신적인 VoIP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무선 핸드셋의 편리함과 함께 우수한 품질과 다양한 기능을 갖춘 기업용 
VoIP 통화를 지원합니다.

• 고해상도 컬러 디스플레이, 핸즈프리 스피커폰, 4-way 메뉴 탐색 
버튼이 제공됩니다.

• DECT 기술 덕분에 뛰어난 전력 효율성과 함께 우수한 성능 및 서비스 
범위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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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ATA 및 음성 게이트웨이

Cisco에서는 탁월한 가치를 제공하는 동급 최고의 제품으로 중소기업 고객이 IP 텔레포니의 장점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isco 중소기업용 음성 게이트웨이 및 ATA를 선택한 고객은 아날로그 및 DECT 
전화기와 팩스를 IP 텔레포니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VoIP 서비스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품 주요 기능

Cisco SPA112 2-Port Phone Adapter

이제 고객은 음질, 전화기 또는 팩스 기능을 포기하지 않고 인터넷 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SPA112 2-Port Phone Adapter는 기존 아날로 
그 전화기를 업그레이드하지 않고도 우수한 품질의 VoIP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설치 및 사용이 간단한 SPA112는 IP 네트워크에서 작동하여 
아날로그 전화와 팩스 기계를 VoIP 서비스 공급업체에 연결합니다.

컴팩트한 디자인의 Cisco SPA112는 국제 음성 및 데이터 표준과 호환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모든 기능을 갖춘 호스트 또는 오픈 소스의 IP PBX 
환경을 포함하여 가정, 홈 오피스 및 중소 기업용 VoIP 서비스 제품과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급 음성 QoS 기능 및 음성 SIP 스택 이용

• 음성과 데이터의 동시 사용을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팩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 2개의 표준 전화 포트 포함하며 각각 독립된 전화 번호가 있으며 
아날로그 팩스 또는 전화기에 사용

Cisco SPA122 ATA with Router

Cisco SPA122 ATA with Router로 기존 아날로그 전화기, 컨퍼런스 
스피커폰, 팩스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경제성과 안정성을 자랑하는 이 솔루션으로 손쉽게 IP 음성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디자인의 Cisco SPA122는 
국제 음성 및 데이터 표준과 호환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모든 기능을 갖춘 
IP Centrex 환경을 포함하여 가정, 홈 오피스 및 중소 기업용 VoIP 서비스 
제품과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이 간단한 이 솔루션은 직원들을 
연결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시켜 주는 고급 기능을 매우 안전한 Cisco 
네트워크에서 제공합니다.

• 광대역 인터넷 연결을 통해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고품질 VoIP 서비스 
지원

• 고급 음성 QoS 기능 및 음성 SIP 스택 이용

• 음성과 데이터를 동시 사용하여 안정적인 팩스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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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주요 기능

Cisco SPA8000 8-Port IP Telephony Gateway

Cisco 중소기업 음성 게이트웨이 및 ATA 제품군에 속한 SPA8000 8-Port 
IP Telephony Gateway는 8개의 아날로그 전화기와 IP 기반 데이터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으며 광대역 인터넷 연결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확장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가구 주택 환경 또는 콜 센터와 같은 
비즈니스 환경에 안성맞춤인 SPA8000은 음성 트래픽과 팩스를 IP 전송이 
가능한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합니다.

• 아날로그 전화기를 IP 기반 데이터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8개의 
RJ-11 FXS 포트

• 대체 연결 옵션을 제공하는 단일 멀티포트 RJ-21 50핀 커넥터

• 라우터 또는 멀티레이어 스위치에 연결할 수 있는 10/100 Base-T RJ-
45 이더넷 인터페이스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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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품을 위한 서비스

Cisco 서비스 상품으로 고객이 중소기업용 제품에서 최고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지원하십시오.

Cisco Small Business Support Service
Cisco SBS(Small Business Support Service)로 네트워크 가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직원의 생산성과 고객의 경험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SBS는 
디바이스 레벨의 서비스 계약으로서 Cisco 중소기업 제품에 기술 지원을 
확장하고 업그레이드합니다. 이 디바이스 레벨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 
전화 지원이 3년으로 연장되고 익영업일 제품 선 교체가 추가됩니다. 
또한 Cisco 전화 지원은 기존의 주 5일, 8시간에서 휴일 없이 24시간 이용 
가능해집니다.

안심하고 3년간 Cisco 중소기업 제품 사용 및 지원

• 제한 없이 전화 또는 온라인 채팅 방식으로 Cisco 공인 엔지니어가 
지원하며 영어 서비스는 24시간, 다른 언어는 업무 시간 내에 이용 가능

• 서비스 가능 지역에 익영업일 하드웨어 교체

• 크고 작은 소프트웨어 릴리스

• 온라인으로 서비스 요청

국가별로 이용 가능한 중소기업 서비스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최근 CRN Magazine은 Cisco를 2년 연속 중소기업 네트워킹 분야의 “채널 
챔피언(Channel Champion)”으로 선정했으며, 지원 만족도에서도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go/sbs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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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Cisco는 여러분이 고객과 함께 일하면서 개별적인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고객이 올바른 기술 솔루션을 선택하도록 돕는 데 가장 알맞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를 받는 조언자로서 여러분은 고객의 
선택, 구축, 관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핵심 업무에 주력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Cisco는 그 과정의 각 단계에서 여러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견기업을 
위한 Cisco 제품 및 서비스은 저희가 제공하는 혜택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Cisco에서는 파트너가 고객의 요구 사항에 대처하고 고객을 위해 더 나은 
변화를 일으키고 성공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세일즈 툴, 
마케팅, 글로벌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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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파트너를 위한 리소스

유연한 금융 상품 옵션

거래를 성사를 용이하게 하고 고객의 총소유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Cisco Capital 금융 상품 솔루션이 있습니다.

중견기업 솔루션 웹 사이트

중견기업 시장에서 파트너의 수익을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될 리소스를 
만나보십시오. Midsize Business Solutions Product and Solutions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최신 리소스를 활용하여 중견기업 고객을 상대로 더 
많은 수요를 발굴하고 더 많은 거래를 성사시키십시오..

Small Business Solutions 웹 사이트

Cisco에서는 완벽한 중소기업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제품 중 상당수는 중견기업 고객에게도 적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mall Business Website를 참조하십시오.

개별 제품 정보 및 데이터시트

Midsize Business Solutions Product and Solutions 웹 사이트에서는 
모든 Cisco 제품의 상세한 기술 설명과 주문 정보를 볼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원하는 제품을 찾아 데이터시트를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프로모션, 할인 혜택

Cisco에서는 다양한 중견기업 파트너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파트너의 
솔루션 확장, 신규 판매 증진, 수익성 향상을 지원합니다.

Cisco의 인센티브 및 프로모션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회와 수익원을 
발굴하십시오.

Partner Plus 
중견기업과의 거래를 더 빨리 성사시킬 수 있도록 Partner Plus에서 제공하 
는 모든 리소스를 활용하십시오.

GMP(Global Marketing Programs) 캠페인

Cisco에서는 파트너가 중견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적용할 다양한 GMP 
디맨드 제너레이션 캠페인을 개발했습니다. 각 Cisco GMP 캠페인은 
중견기업 시장에서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풍부한 마케팅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가격 프로모션, 자금 및 금융 할인 혜택, Cisco 스마트 솔루션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 실행 지원, 지역별 앵커 
프로그램, Partner Demand Center 프로그램 등 캠페인 실행도 지원합니다. 
이 리소스는 모두 파트너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PMC(Partner Marketing Central)에서 Cisco GMP 캠페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PMC에서는 다음을 지원하도록 공동 브랜드 마케팅 자료와 
엔드 투 엔드 캠페인을 제공합니다. 

• 즉시 사용 가능한 맞춤형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웹 배너 및 페이지, 
초대장 템플릿 제공

• 행사 기획 및 홍보, 등록 및 결과 관리

• 파트너의 캠페인 기획과 진행을 도울 벤더 물색

• Cisco 로고 및 사진 이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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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isco.com/web/ordering/ciscocapital/index.html
http://www.cisco.com/web/midsize/partners.html
http://www.cisco.com/cisco/web/solutions/small_business/index.html
http://www.cisco.com/web/midsize/products_solutions.html
http://www.cisco.com/web/midsize/sales_marketing.html
http://www.cisco.com/go/incentives
http://www.cisco.com/go/partnerplus
https://www.ciscopartnermarketing.com/
https://www.ciscopartnermarketing.com/


서비스 판매

여러분의 Cisco 포트폴리오를 스마트 서비스 기능 및 솔루션으로 
보완하십시오. 

교육

여러분의 기술 지식을 Cisco 전문화 과정 및 인증으로 강화하십시오.

Disti Compass에서 Cisco 총판사가 제공하는 교육을 찾아보십시오. Apple 
App Store 및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 정보

Cisco 중견기업 솔루션을 위한 경쟁 제품 비교 및 포지셔닝 정보를 얻으십 
시오.

사례 연구

Cisco의 성공 사례를 중견기업 고객에게 소개하고 Cisco 솔루션의 가능성을 
알려주십시오. 

Cisco Case Studies 웹 사이트에서 회사 규모별로 검색하여 중견기업 사례 
연구를 찾아보십시오.

Cisco 서비스를 선택한 고객들이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 
려면 Services Customer Case Studies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Cisco의 Services Partner Case Studies 웹 사이트에서는 파트너의 관점에 
서 작성된 서비스 사례 연구를 제공합니다.

Cisco Customer Conversations Guide 
Cisco CCG(Customer Conversations Guide)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세일즈를 시작하려는 파트너에게 유익한 자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에서든 신규 및 기존 중견기업 고객을 검색, 연락하고 
세일즈 활동에 착수할 수도록 지원하는 편리한 모바일 앱입니다. 

신규 고객의 경우 비즈니스 문제 이해를 돕고 최상의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세부적인 Cisco 솔루션에 대한 조언, 반대 의견 
대응 방법, 효과적으로 경쟁사를 물리치기 위한 전략도 제시합니다. 또한 
CCG에서 최신 프로모션 및 인센티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 앱을 사용하여 고객과 미팅을 
예약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프레젠테이션을 다운로드하십시오. 

CCG는 Apple App Store와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혁신

Cisco 클라우드 서비스 리셀러를 위한 비즈니스 혁신 플레이북(Business 
Transformation Playbook for Cisco Cloud Services Resellers)에서는 Cisco 
클라우드 서비스 리셀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 Cisco 
클라우드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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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isco.com/web/partners/services/index.html
http://www.cisco.com/web/midsize/training_specialzation.html
https://itunes.apple.com/us/app/cisco-disti-compass/id565287913?mt=8
https://play.google.com/store/search?q=cisco+disti+compass&c=apps
http://www.cisco.com/go/competitive
http://www.cisco.com/web/about/success-stories/index.html
http://www.cisco.com/web/services/it-case-studies/index.html
http://www.cisco.com/web/partners/services/case-studies/index.html
https://itunes.apple.com/us/app/cisco-customer-conversations/id668163023?mt=8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cisco.ccg
http://www.cisco.com/web/partners/downloads/partner/WWChannels/download/cisco_business_transformation_playbook.pdf
http://www.cisco.com/web/partners/downloads/partner/WWChannels/download/cisco_business_transformation_playboo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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