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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넘치는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트렌드, 여정 및 관점

전체 미국 기업의 99.9%가"중견·중소기업"로

간주됩니다.1 이들은 부족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원대한 포부와 스마트함, 끈기, 그리고 기술로 메우고

있습니다.

중견·중소기업 리더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스코가

자신들을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했다는 사실에 종종

놀라곤 합니다. 게다가 시스코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 및 관리가 쉬우며, 중견·중소기업와 일상적으로

협업하는 파트너들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에코시스템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스코는 가장 중요한 경제 엔진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가, 혁신가 및 전문가를 위해 이 간행물을

제작했으며, 이는 입소문을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술 동향, 디지털 여정 및 전문가 관점이 담겨 있는 이

간행물은 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아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는 여러분 같이 열정 넘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 번째 호에서는 현대사에서 가장 파격적인 사건 중

하나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중견·중소기업이

어떻게 부상하고 있는지를 집중 조명합니다.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디지털 성숙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사례들은 중견·중소기업의 독창성과

끈기 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 여정에서 중견·중소기업의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IDC의 "중견·중소기업 디지털 성숙도

지수"를 공통 프레임워크로 삼아 여기 나온 사례들이

여러분이 미래에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데 필요한

관점과 지침을 제공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dynamo 다음 호에서 확인하고 싶은 특정 동향이나

기술이 있거나, dynamo 다음 호에서 자신의 사례를

공유하고 싶은 경우에는 dynamo@cisco.com으로

문의하십시오.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Denise Lee

Cisco Small Business 

부사장

1 2020년 중소기업 현황, 미국 중소기업청 지원국(Office of Advo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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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동향, 여정,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

자세히 보기

2020 Asia 

Pacific SMB 

Digital Maturity 

Study 

(cisco.com)

mailto:dynamo@cisco.com
https://cdn.advocacy.sba.gov/wp-content/uploads/2020/06/04144224/2020-Small-Business-Economic-Profile-US.pdf
https://www.cisco.com/c/dam/global/ko_kr/solutions/small-business/pdf/ebookciscosmbdigitalmaturityi5-with-marke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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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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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동향

긴 터널의 끝에서 도움을 얻으며 빛을 찾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사이버 공격이 400% 증가하면서 클라우드

기반 보안의 필요성 입증

중견·중소기업의 72%가 기술

채택을 가속화

디지털여정

예산, 인력 또는 시간을 들이지 않고 IT 모델

개선

온라인 판매로의 전환이 비즈니스 붐을 야기

새로운 네트워크에서 드론 스타트업이 크게 부상

B2B 서비스가 적정 규모로 분할

전문가관점

과거의 혼란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준비

대면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 퍼스트 모델로

전환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엔터프라이즈급 기술
시스코는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 지원, 고객 및

직원과의 협업 개선, 사이버 범죄로부터 비즈니스 보호

등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스코가 개발한 솔루션들은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 및

관리가 쉬우며, 중견·중소기업와 일상적으로 협업하는

파트너들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에코시스템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com에서

확인하십시오.

네트워킹 협업 보안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small-business.html


기술 동향



위기 탈출:  터널 끝에서 빛을 찾다

지구촌이 치명적인 공중보건 위기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지만, 그 여파가 수 십 년은 아니더라도 최소 몇 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트너

에코시스템의 강점과 중견·중소기업의 탄력성이 앞날을

비춰주는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스코의 중견·중소기업 담당 부사장인 Denise Lee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중견·중소기업입니다.  시스코는 중견·중소기업 고객들이

현실에 적응해 생존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모습으로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시스코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응 및

국가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억 2,500만 달러를

투입한 것 외에도, 중견·중소기업 커뮤니티가 이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먼저, 재택 근무에 필요한 다양한 리소스와 팁, 강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Cisco Webex®  및 Cisco 보안

솔루션을 라이선스 비용 없이

무료로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하고 안전하게

설계된 중견·중소기업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장했습니다.

사업재개와재정적어려움의극복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스코와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들의 에코시스템이 중견·중소기업이 이러한 유례

없는 위기를 극복해내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견·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파트너

에코시스템은 비즈니스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의 입지와 지원을 토대로 중견·중소기업이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Denise Lee는

말합니다.

캘리포니아에 3개의 사무소와 아이다호에 1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형 서비스 제공업체

ZAG Technical Services는 처음부터 고객의 원격

근무 전환을 지원했고, 현재는 사업 재개 전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비영리, 교육 및 의료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보노(pro bono)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습니다.

ZAG Technical Services의 설립자인 Greg

Gatzke는 "원격 근무가 상당히 보편화되었습니다. 

재택 근무를 하는 직원이 증가하면서 기업에게는

연결 기능, 협업, 보안, 주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기술 트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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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zagtech.com/


시스코의 오랜 파트너인 Your Technology Support는

많은 중견·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Your Technology Support 소유주인 Adrian Turri는

"우리는 대규모 프로젝트 대신 조정 및 효율성 개선에

집중하여 고객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서비스와 비용을

조정했고, Cisco Capital® 을 이용해 놀라운 자금력을

확보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이자를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했습니다."

방화벽너머까지사용자와데이터

보호

다단계 보안은 새로운 표준에 적응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에게

있어 중요한 또 하나의 요구사항입니다. 각 비즈니스 허브에 더

많은 스포크를 연결하여 엔드포인트 보호, ID 및 개인정보관리의

이점을 제공하는 보안 연결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느냐 시대에

뒤떨어지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사이버 범죄가 400% 증가했고, 해커들은 홈 네트워크와 사용자

디바이스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공격을 받은 중견·중소기업의

60%는 6개월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보안에 있어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Denise Lee는 말합니다.

"중견·중소기업은 사이버 범죄의 위험은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 취약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디지털 복원력을 전문으로 하는 시스코 파트너인 DataEndure의

CRO(Chief Revenue Officer)인 Vince Zappula는 말합니다. 

“많은 중견·중소기업이 스스로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추지 있지 못합니다. 하루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력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 능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포트폴리오의강점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급 기능을 그 어느 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연결성, 협업 및 보안에 중점을 둔

반면,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복잡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IT 리소스는 줄이고, 단순성은 높이며,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은 늘렸습니다.”라고 Denise Lee는 말합니다. 

“너무 복잡하면 취약점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견·중소기업은 네트워크, 보안 및 협업을 아우르는

완전히 통합된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제품군의 강점은 시스코의 성공 비법에 있습니다.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Greg Gatzke는 말합니다. “Cisco Meraki™ 방화벽, Cisco SD-

WAN, Cisco VPN, Cisco Umbrella® , Cisco AMP 등은

중견·중소기업 시장에 출시된 엔터프라이즈급 기술들입니다. 

이들은 사용이 쉽고, 가격이 저렴하며, 몇 년이 아닌 몇 개월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적응을통한성공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스코와 파트너는 중견·중소기업이 터널 끝에서 빛을

찾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극한의 압력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라고 Adrian 

Turri는 말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재평가해서 정말 중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골라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더욱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Greg Gatzke는 "기업의 적응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큰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입니다.

"팬데믹에서 벗어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지겠지만,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라고 Denise Lee는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파트너와 함께

중견·중소기업이 변화에 적응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견·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파트너
에코시스템은 비즈니스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의 입지와 지원을
토대로 중견·중소기업이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Denise Lee

Cisco Small Business 부사장

회사의 디지털 성숙도에 대한

맞춤형 보고서를 받아보십시오.

여기에서 5분만 시간을 내

9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IDC 

평가를 받아보세요.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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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rtechnologysupport.com/
https://www.dataendure.com/
https://www.sb-maturityassessment.com/


사이버 공격의 물결 속에서 그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

솔루션과 컨설턴트
해커, 사기꾼, 스캠 공격자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사건은 항상 불법 행위를

저지를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은

데이터 유출 및 사이버 보안 사고의 맹습을

촉발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의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400% 증가했으며, 매일 4000건 이상의 사건이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랜섬웨어 공격과 같은 특정 전술은

800%나 증가했습니다.1

안타깝게도 중견·중소기업은 공통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중견·중소기업이 포괄적인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리소스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공격을 식별 및 완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방화벽과 기본적인 보안 솔루션이

구축되어 있어도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를 보호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클라우드에 호스팅된

애플리케이션과 방화벽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데이터 보호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DIY(Do-It-Yourself) 접근 방식은 중견·중소기업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지만, MSS(Managed Security

Service)에는 감당할 수 없을만큼 엄청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수 많은 기업들이 현금 흐름에 압박을 받고

있는 시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많은 중견·중소기업이 이런 이유에서 사전 컨설팅

및 구현 지원이 포함된 클라우드 기반의 자체

관리형 보안인 혼합 옵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1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top-cyber-security-experts-report-4-000-cyber-attacks-a-day-since-covid-19-pandemic-3011101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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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공통의
표적이 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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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인력이 한 두 명 밖에 없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사이버 보안을 전담하는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완벽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이 없습니다."라고 Port53 

Technologies의 설립자이자 CEO인 Omar Zarabi는

말합니다. 이 회사는 중견·중소기업이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Cisco Umbrella® 같은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은 배포

및 관리가 쉽습니다. 코딩이나 보안 전문 지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올바른 솔루션을 구축하도록 지원한

다음에는 고객에게 주도권을 넘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인해

촉발된레거시 IT의노출과

현대화검증

Omar Zarabi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IT 인프라를 현대화한 회사와 레거시 시스템에

계속 의존하고 있는 회사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광범위한 고객과 수직 시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적응 능력은 디지털 혁신의

단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Cisco Umbrella, Cisco AMP for Endpoints, Cisco 

Meraki™, Cisco Email Security, Duo Security, Cisco 

Cloudlock 같은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들은 며칠 만에 원격 근무로 전환하고 방화벽

너머까지 보안 기능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레거시 시스템에 보안 소프트웨어와 파일 서버를 두고

있는 기업들은 원격 근무로의 전환에 몇 주가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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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이나 기업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프라 현대화와 클라우드 활용,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조정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였습니다."라고 Omar

Zarabi는 말합니다.

엔터프라이즈급 보안을 원하면서도 DIY와 MSS 접근

방식의 중간 지점을 찾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위해

Omar Zarabi는 시스코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보안

포트폴리오의 무료 평가판을 사용해 볼 것을 권합니다.

그는 구현, 통합 및 교육 지원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스코는 이러한 평가판을 통해 기업이 플랫폼에

익숙해지고 자신의 환경에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보도록

돕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Cisco Capital® 이

현금 흐름 상황에 맞춰 선행 투자를 최소화하는 등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는 비용 및 위험 부담 없이 최신 보안 솔루션을

평가하고, 중견·중소기업을 보호하면서 현재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광범위한 고객과
다양한 산업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Omar Zarabi Port53 

Technologies의 설립자 겸
CEO

오늘부터 어디서 근무하든지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여기에서 Cisco Umbrella의

14일 무료 평가판을

다운로드하세요.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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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점검 및
새로운 목표 설정
IDC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중견·중소기업의 무려

72%가 최신 기술의 채택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합니다1.

또한 내부 운영을 혁신하고, 비즈니스를 보호하며

고객, 파트너 및 직원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DC의 중견·중소기업 연구 책임자인 Shari Lava는 "IDC 

연구에 따르면 중견·중소기업의 50% 이상이 2020년에

수익 감소를 경험한 반면, 디지털 성숙도가 높은

중견·중소기업들은 동급 기업에 비해 수익 손실이

적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중견·중소기업의 10% 이상이 디지털 성숙도가 낮은 동급

기업에 비해 수익 성장까지 도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업마다 기술 채택 단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IDC는 "중견·중소기업 디지털 성숙도 지수"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이 지수는 조직의 현재 역량을 평가하고

비즈니스 요구와 IT 요구를 동기화하는 목표를 설정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을 제공합니다.

8

1 IDC 2020년 중견·중소기업 디지털 성숙도 연구

회사의 디지털 성숙도에 대한

맞춤형 보고서를 받아보십시오.

여기에서 5분만 시간을 내

9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IDC 

평가를 받아보세요.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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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도 직원도 시간도 없지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IT 모델 및 비용
구조를 개선한 Cheetah
John Hodson이 IT 책임자로 새로 부임하고 석 달도 채 안

되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이 지역의

도매 식품 공급업체 Cheetah에 IT 책임자로 새로 부임한

John Hodson은 미국 서부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직원을 해고하고 회사의 관리형 IT 

서비스를 철회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외식 산업은 기본적으로 셧다운에 들어갔고,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던 우리 사업은 단 며칠만에 극도로 위축된

상태가 되었습니다."라고 John Hodson은 말합니다.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고위 경영진이 새로운

B2C 및 비영리 개념을 공식화함에 따라 John 

Hodson은

직원도, 예산도, MSP(Managed Services Provider)의

도움도 없이 Cheetah의 IT 모델과 비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Cheetah는 더 이상 외부

회사의 보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John Hodson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보호하지 못하면 모든 게 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과제 이외에도

맬웨어나 랜섬웨어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라고 John Hodson은 회상합니다.

그는 중견·중소기업이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엔터프라이즈급의 자체 관리형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ort53 Technologies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Port53은 Cheetah가 IT 운영을

단순화하고 사용자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Cisco 

Umbrella®  및 Cisco SecureX™를 제안했습니다. 현금

흐름이 문제라는 점에서 Port53은

Cheetah에게 중견·중소기업에 맞춤화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Cisco Capital® 을

추천했습니다.

“예산은 없었지만 원하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Port53의 Joshua와 시스코 팀은 놀라울 정도의

파트너십을 보였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창의적인

방법으로 의미 있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라고 John Hodson은 말합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보호하지
못하면 모든 게 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John Hodson

Cheetah IT 책임자

디지털 여정
< >

©  
Orif
10

디지털
성숙도
3단계

https://www.gocheetah.com/
https://port53.com/about-us/


하나로 통합되고 플레이북을 사용해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면서 단일 창을 통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heetah가 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점입니다. MSP를 철회하고 SaaS 기반의 자체 관리형 IT 모델을

채택한 덕분에 Cheetah는

월 2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 나은 기술과 보호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직원을 재정비하고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다."라고 John Hodson은 말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설치가
쉬웠습니다."

John Hodson

Cheetah IT 책임자

IT 운영비용을

월 2만달러대폭절감

Cisco Capital의 자금 지원과 Port53의 지침 덕분에 John

Hodson은 수 백 명의 사용자를 계속 지원하면서도 스스로

솔루션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Cisco Umbrella가 반나절만에 설치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설치가 쉬웠습니다. 제품을 차질

없이 배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Cisco Umbrella는

배포 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아웃소싱했을 때보다 Cheetah의 IT 리소스에 대한 가시성과

통제력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솔루션 스택에는

대체적으로 손을 댈 것이 없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중견·중소기업에게 맞춤화된 엔터프라이즈급 기술이기 때문에

간소한 형태였지만, 규모가 작거나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데스크나 시스템 관리자 팀이 없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중견·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다행히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모든 것을 보고 관리할 수 있어서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John Hodson은 말합니다.

또한 Cisco Umbrella, Cisco SecureX 및 Cisco AMP for

Endpoints를 조합해 사용한 덕분에 보안 취약성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John Hodson은 회사의 고객 대면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기반

워크로드, 창고 시설, 배송 차량 및 분산된 인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보안에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보안이 아주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보안 솔루션이

오늘부터 어디서 근무하든지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여기에서 Cisco Umbrella의

14일 무료 평가판을

다운로드하세요.

디지털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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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해결책: 비즈니스 붐을
일으키고 있는 온라인 판매 전략
Louise Schonberg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밴쿠버에

살고 있지만, 스웨덴의 유산 및 문화와 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2015년

밴쿠버의 고풍스러운 예일타운 지역에 작은 사탕

가게인 Karameller를 열면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추억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Karameller는 스웨덴어로 '눈깔 사탕'을 의미합니다."라고

Louise Schonberg는 설명합니다.

이 가게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스웨덴 국외 거주자들을

위한 문화 및 공동체 모임 장소가 되었는데, 

스칸디나비아에서 수입한 고급 사탕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한 이 가게는 lördagsgodis 같은 유서 깊은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요일 사탕"이라는 의미로, 

용돈을 받은 아이들이 매주 사탕 가게로 순례를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치면서 밴쿠버의 모든

소매점과 마찬가지로 Karameller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사탕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손실은 매우

커보였습니다. Louise Schonberg는 중요한 수입원을

잃었고, 밴쿠버에 살고 있는 스웨덴 국외 거주자들은

중요한 문화적 접점을 잃었습니다.

행복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던 소중한 공간이 지역

사회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면서 위안이나 기쁨을

주는 작은 행복의 소중함이 더 커졌습니다."라고

Louise Schonberg는 말합니다.

그녀는 사업의 쇠락과 고객의 침체를 두고 보지 않고

빠르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Instagram에 Karameller의

폐쇄가 임박했음을 알리자

재고가 남은 사탕을 하나라도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물 밀듯 몰려들었고, 그녀는 온라인 판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원래 웹사이트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잘해야 한 달에

몇 건 정도 주문을 받는 정도였죠."라고 Louise 

Schonberg는 말합니다. 

디지털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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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기술과 올바른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구축한

덕분에 이 상점은 온라인에서 다시 부활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에게 하는 것처럼 직원과 손님을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Cisco Meraki™ 보안 어플라이언스, Wi-Fi, Cisco Meraki

Smart Camera 및 Cisco Umbrella® 를 사용해 Karameller의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와 매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라고 IT 

서비스 업체인 Ook Enterprises의 CEO이자 Louise

Schonberg의 남편인 Luis Giraldo는 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쳤을 때 손쉽게 온라인 판매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재구성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름길을

택했다면 가게는 궁지에 빠졌을 것입니다."

몇몇 Instagram 인플루언서와 #shoplocal 운동의 도움으로

Karameller는 383 건의 온라인 주문을 받으면서 2020년 4월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주문 건수가 매장 내 구매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Louise

Schonberg는 픽업 서비스, 손 편지, 개인 배달 등을 통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밴쿠버의 스웨덴 커뮤니티에 다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사탕이 전하는 작은

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사탕이 전하는 작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Louise Schonberg Karameller 주인

클라우드의 단숨함과

엔터프라이즈급 하드웨어의 성능을

모두 원하시나요?

Cisco Meraki 전문가를 통한 1:1 

데모 및 상담을 통해 직접 체험해

보고 결정하세요!

신청하기>> Cisco | 중소기업

고객이라면 36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사진 제공: Ema P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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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날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에 맞서 비즈니스를 확장한 드론

스타트업
Matternet은 오랜 세월 드론 배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왔지만, 2020년 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치면서 신속한 비대면 배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스타트업인 Matternet은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비즈니스와 인프라를 단기간

내에 확장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 기술인

Matternet 스테이션을 완벽하게 연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즉, 드론용 공항, 사물함 시스템, 배송물을

보내고 받기 위한 대화형 키오스크가 필요했습니다.

Matternet의 엔지니어링 부사장인 Paolo Resmini는 “우리

스테이션은 네트워크의 엔드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연결성, 사용 편의성, 보안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스테이션

내부에 들어갈 올바른 인프라를 찾아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Stratus Information Systems의 도움으로 Matternet은

Cisco Meraki™ 솔루션의 전체 스택을 배포하여

인프라와 비즈니스를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Matternet은 회사의 새로운 사무

환경을 연결하고 보호하는 것 외에도

Meraki 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드론의 비동기식 양방향 기능과 증가하고 있는 스테이션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론은 자율 주행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습니다."라고 Paolo Resmini는 말합니다.

새로운 네트워크 인프라의 구축은 Matternet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는 데 있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보건 시스템에 소속된 병원과 랩

시설들은 Matternet의 드론을 이용해 서로 혈액 샘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자 및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는 물론이고 노스캐롤라이나의 Wake Forest Baptist

Medical Center에서 근무하는 일선 의료 종사자들에게 시간이

촉박한 주사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VS Pharmacy 및

UPS와 협력하여 위험에 처한 플로리다의 지역 사회에 중요한

처방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여정에서 Matternet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Paolo Resmini는 클라우드에서 관리되고 손쉽게

확장이 가능한 Meraki 인프라가 회사의 지속적인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규모가 확장되면서 우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졌습니다."라고 Paolo Resmini는 말합니다.

디지털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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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문 통과:
Major Tom의 서비스 혁신
"혼돈 속에서 명료함을 찾는 것"이 Major Tom의 기본

철학이자 접근 방식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밴쿠버에

본사를 둔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인 Major Tom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고객과

비즈니스 파트너를 이끄는 등대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Major Tom의 CEO인 Lyn Bryan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업무 방식과 운영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Major Tom은 이를 기회로 삼아 지금까지

회피해 온 장벽들을 극복하고 있으며, 고객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현재의 필요와 한계를 수용하도록 오랜 세월 사용해온

프로세스와 서비스 모델을 조정했다고 그녀는 설명합니다. 

위험과 투자, 개인적 상호 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규모의 전략 주도식 프로그램을 보다

신속하고 전술적인 활동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비즈니스 계약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실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라고 Lyn Bryan은 말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려면 상당 수준의 재창조와 창의성이

필요하지만, David Bowie의 노래 이름을 딴 이 에이전시에게

있어 이는 제2의 천성과 같습니다. 대담하고 변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Major Tom은 최근 새로운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점인 Tin Can을

확장했습니다.

"우리는 2019년에 고객과 신입 직원에게 브랜드 에이전시임을

과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장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강타하면서 이것이 적정 규모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라고 Lyn Bryan은

말합니다.

150 ~ 3000 달러의 가격대로 제공되는 새로운 서비스에는 SEO 

상태 확인, 청중 페르소나 개발, SSL 인증서 수정, 20시간 디지털

마케팅 스프린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Major Tom은

Ook Enterprises 같은 오랜 파트너가 제공하는 보완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Tin Can 메뉴를 확장했습니다.

디지털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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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회사들이 허둥대며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추천 솔루션과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다른 마켓플레이스들이 있지만, 누구와

협력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얻고 있는지를 항상 알 수는

없습니다."라고 Lyn Bryan은 말합니다. 

Cisco Meraki™, Cisco Umbrella®  및 Cisco 협업 도구를 사용해

중견·중소기업 고객을 지원하는 관리형 IT 서비스 제공업체인

Ook Enterprises는 특별히 Tin Can을 위해 두 개의 통합

솔루션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유연한 기술 컨설팅이 특정 이니셔티브와 프로젝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또한

29개 항목의 포괄적 IT 평가 및 보고서가 기업이 취약점을

파악하고 모호성을 제거하여 운영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Ook Enterprises의 CEO Luis Giraldo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회사는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Major Tom이 100% 재택 근무로 전환하도록

지원했고, 현재는 Major Tom의 사용자, 디바이스 및 데이터를

Cisco Umbrella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기꺼이

변화에 뛰어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혁신성과 민첩성,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야할 방향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디지털화에 극심한 압박은 변화를 주저하던 기업에게 있어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Lyn Bryan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비즈니스 측면에서든 개인적 측면에서든 우리

모두가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에 더 견고하게 연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디지털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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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과 통찰력: 과거를 통한 교훈과
미래를 위한 대비
Sandesh Mutha는 이 모든 것을 내다봤습니다. 시스코의 오랜

프리미어 파트너인 SSP의 소유주이자 대표인 Sandesh Mutha는

1980년대에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데스크톱 솔루션을 전문으로 했고

2000년대에는 관리형 서비스로 전환했으며, 현재는 네트워크 및

사이버 보안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 전반에 걸쳐, 조직 내부적으로, 그리고 기술 자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다섯 번째로 경험하게 된 파격적인

사건입니다."라고 Sandesh Mutha는 말합니다. 그는 변화무쌍한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에게 귀중한 관점과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보건 위기 및 경제 위기 이전에도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두 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사태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대공황을 촉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SSP의 비즈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질문에 Sandesh Mutha는 주저 없이

"최악은 바로 9/11 사태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고객의

절반을 잃었고 93일 동안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 전 회사를 인수한 Sandesh Mutha에게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이러한 역경은 그가 현재와 미래에 있을 혼란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0년 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당시

SSP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에서 정전이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SSP는

이미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와 코로케이션 데이터 센터로

배치해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2년 전에 가상 데스크톱도

배포해뒀기 때문에 엔지니어와 컨설턴트가 편안하게 재택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업무를 널리 분산시켜둔 상태였기 때문에

자택 대피 명령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라고

Sandesh Mutha는 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면서

고객들에게 원격 데스크톱, 연결 및 보안에 있어 많은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이점이 되었습니다.

Cisco Meraki™ 및 Cisco Webex® 를 포함해 솔루션들을

미리 배포해둔 것이 원격 업무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였습니다. SSP는

많은 고객들이 놓칠 뻔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기회는 운과 준비가 모두 따랐을 때 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힘들었지만,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뛰어난

회복력을 보였습니다."라고 Sandesh Mutha는 말합니다.

전문가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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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혼란에대비

Mutha는 40년 간 쌓은 경험과 관점을 토대로

중견·중소기업이 다음에 발생할 사태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찰력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로 눈을 돌려 직원들이 괜찮은지

확인하십시오. 정신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밖으로 눈을 돌려 대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피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도움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 고객, 

파트너를 먼저 생각하면

매출과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또한 중견·중소기업들은 점차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요구와 규범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응해야 합니다.

"지금 통용되는 것이 내일이면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Sandesh Mutha는 말합니다. “우리는 몇 주 만에 지금까지

사용해 온 업무 모델과 표준이 뒤집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통용되는 것이
내일이면 바뀔 수
있습니다."

Sandesh Mutha

SSP 소유주 겸 대표

간단한 3단계만 거치면 무료 Webex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00명이

참가할 수 있는 미팅, HD 비디오, 화면

공유 및 개인 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무료로 사용해 보세요.

시작하기>>Webex 무료 사용 | 최고의

비디오 컨퍼런스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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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는 계속 되어야 한다: 새로운 디지털
현실에서 Webex의 역할
Guest Column

Stefan Spies CEO, Profil360

제 경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연극과 오페라 분야에서

15년 동안 감독으로, 10년 동안 연기 코치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과

비언어적 의사 소통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코칭하고

훈련시켜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대면으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칭 세션, 세미나 및 기조 연설을 제공하기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쩌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적

측면에서 비즈니스를 육성하는 데 큰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디지털혁신수용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저는 일부 사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교육 세션이나 기조 연설을 위한 대면

접촉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대면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 퍼스트 모델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 곧 명백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전문가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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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Webex는 고객이 클릭 한 번으로 매우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나 로그인 없이도 고객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전술과마인드의변화

세상이 서서히 정상화되고 있지만, 제 비즈니스의 경우

이전의 형태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참가자를 화면에 표시해서 대규모 클라이언트 세션을

진행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 중에 있으며,

브레이크아웃 세션에서 개선된 기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현재 저는 Webex의 도움을 받아 세미나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참가자는 장소와 시간에 관계

없이 소개 비디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대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심화 과정으로 Webex를 통해 개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약 20분 분량의 짧은 비디오 세션을 녹화하는

방법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 세션은 온라인

과정이나 사전 녹화된 웨비나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짧은 비디오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면 처음 듣는 분을

코칭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고객들은 디지털 워크샵으로의 전환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서 워크샵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에 마음을 열면서 새로운

Webex 사용자를 제가 경험한 디지털화의 여정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바쁘고 업무가 집중된 비즈니스 리더에게

있어

가치와 편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위기의드라마

모든 위기마다 비즈니스 리더는 당황하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해결책을 제시하며 대응할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대부분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는 산업과 경제 전반에서 수익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은 위기를 겪으면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즉, 시련에 오히려 단단해지는

"깨지지 않는" 조직이 되어 위기가 지나간 이후에 더 많은

이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 경우, Webex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수용하고

비즈니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덕분에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재고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시스코는 제 비즈니스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이들 덕분에 코로나19로

인한 비즈니스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명확한 구조와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계속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은 올라갔고 쇼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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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로 최고 경영진을 대상으로 코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화상 회의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저는 많은 고객들이 Cisco Webex® 에

익숙해 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지 시스코

파트너가 시스템을 임대해줘서 시험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었고, 마침내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Webex를 통해 온라인 협업 플랫폼을 처음 사용해 본

저로서는 서둘러 배워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세션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대부분

동일한 형식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저에게는 매우 흥미롭고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Webex 덕분에 끊임 없이 진화하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발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한계를

뛰어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생산적이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장소를 이동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이고 교육에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은 Webex 기반의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어디서든 저와의 코칭 세션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 내용이 즉시 확인되면서

청구서가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이 자료는 원래 Upshot에 게재된 기사를 짧게 편집한 것입니다.

Webex는 고객이 클릭 한 번으로 매우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나 로그인 없이도
고객과 연결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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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3단계만 거치면 무료 Webex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00명이

참가할 수 있는 미팅, HD 비디오, 화면

공유 및 개인 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무료로 사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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