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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및 사회적 격차 해결

중견·중소기업의 비즈니스에 힘을 더해주는 사람과 기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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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링크
기술 동향

차세대 기술 전문가 교육

지능적 기술의 비용 하락

디지털 리터러시로 인한 위기 해결 

디지털 격차 해결

네트워크를 통해 위험에 처한 청년에게 

필수적인 생명줄 제공

협업 기술로 생명을 구하는 활동 지원 

위기의 시대에 보안의 중요성

전문가 관점

디지털 여정

디지털 및 사회적 
격차 해결

이번 SMB dynamo 호에 소개한 기술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향후 발간될 호에

제안하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여기로 문의하세요.

오늘날 사회적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가운데,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SMB dynamo 2호에서는 디지털 및 사회적 격차를 
메우기 위해 노력하는 중견·중소기업(SMB)과 열정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모두 시스코 소규모 
비즈니스 솔루션의 도움을 받아 커뮤니티 내에서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Life Learning Academy는 Cisco Meraki™ 기술을 활용하여 
Bay Area의 가장 취약한 십대 계층에게 밝은 미래를 
선사합니다. Second Harvest of Silicon Valley는 Cisco 
Umbrella®를 사용하여 사업을 보호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매월 음식을 제공합니다. San Francisco 
Suicide Prevention은 Cisco Webex®를 통해 자원봉사자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생명을 구합니다.

이번 SMB dynamo의 사례는 중견·중소기업이 어떻게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돕는지 소개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디지털 성숙도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IDC의 중견·중소기업 
디지털 성숙도 지수를 공통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러한 사례가 자기 기술 역량 평가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공익에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SMB dynamo 편집팀

https://www.sb-maturityassessment.com/
https://engage2demand.cisco.com/LP=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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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동향

12,000개의 제휴 아카데미 

650개의 제휴 기업

180개국에서 1,270만 명 지원

글로벌 규모의 기술 교육 확대

시스코 법인 영업부 부사장, Laura Quintana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교육을 위한 도구, 리소스, 기회에 대한 
접근성은 균등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이자 가장 오랜기간 운영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교육 프로그램인 Cisco Networking Academy는 
모두를 위한 공정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사는 곳, 생계 수단, 나이, 성별 및 
배경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교육 받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보람된 일을 할 기회를 얻으며, 사회에 기여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isco Networking Academy는 23년 동안 180개 이상의 
국가에서 1,270만 명 이상을 채용하여 전세계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isco Networking Academy는 약 12,000개의 제휴 
아카데미, 650개 이상의 제휴 기업과 협력하면서 기업, 
비영리 기관, 정부, 연구 기관 등이 힘을 합치면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알게해 주었습니다.

https://www.netac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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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Networking 
Academy 과정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기술은 
네트워킹의 실무 기술입니다. 
그 덕분에 저는 고용주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어필을 할 수 
있었습니다”

Marie Kamga
Cisco Networking Academy 졸업생

Cisco Networking Academy가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글로벌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kills for All

얼마 전 Cisco Networking Academy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 
미래를 만들기 위한 도약의 일환으로 Skills for All을 
시작했습니다. Skills for All은 무료 모바일 중심 프로그램으로, 
자기 주도식 강좌, 상호작용적 도구, 커리어 리소스 등의 선구적인 
게임형 적응식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인터넷 연결 환경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Skills for All에 
학습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isco Networking Academy 졸업생, Marie 
Kamga와 같은 학습자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Marie Kamga는 
자신이 수강하던 과정에서 배웠던 실용적 기술과 잠재적 
고용주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것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업계에서 장기적 커리어를 준비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분야의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Kamga는 “Cisco Networking Academy 과정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기술은 네트워킹의 실무 기술입니다. 그 덕분에 저는 
고용주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어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감자 지원

수감자들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다시 교정 시스템으로 
재수감될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감자는 그렇지 않은 수감자보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43% 더 낮았고, 출소 후 일자리를 찾을 
확률은 13%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Cisco Networking Academy는 전세계에 무료로 
수감자를 위한 수업을 제공합니다. 기본 IT 기술에서 고급 사이버 
보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좌를 통해 수감자는 실무 기술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사회로의 복귀에 중요한 자신감도 얻습니다.

기술 동향

https://skillsforall.com/
https://news-blogs.cisco.com/emear/2020/03/13/for-prison-inmates-tech-skills-promise-a-new-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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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내 주변에 있는

Cisco Networking Academy를 
찾아보세요.

“내가 꿈꾸던 커리어를 통해 
내가 갈망하던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기분인지

모릅니다.”

Gemma Alcock
창업자 겸 CEO, 
Skybound Rescuer

기술 동향

이 교육 과정은 Luigi Celeste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는 폭력적이고 습관적으로 학대를 일삶던 아버지를

자기 자신, 어머니,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죽이고 이탈리아

교도소에서 9년 형을 받았습니다. Celeste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Cisco Networking Academy 과정에

등록하였고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Cisco Certi�ed Network
Associate(CCNA) 인증을 받은 수감자가 되었으며 이후 세계

최초로 CCNA Security 인증을 받은 수감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기업과 협력하는 독립적인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자 네트워크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시스코 이탈리아 지사의 정부 기관 담당 이사, Francesco 
Benvenuto는 “이탈리아의 재범률은 평균 70%에 달합니다. 
하지만 Cisco Networking Academy 출신의 재범률은 0%
입니다. 어려운 Cisco 인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수업을 들은 
후에는 다른 정직한 일자리를 얻기로 결정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Women Rock-IT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STEM) 과목에 등을 돌리는 여학생이 
늘어나자 Cisco Networking Academy는 2014년에 Women 
Rock-IT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라이브 
인터랙티브 TV 방송을 통해 성공적인 여성 롤모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술 중심 커리어의 핵심인 STEM 기술을 배웁니다.

이제 7년째에 들어서는 Women Rock-IT는 72개 라이브 방송을 
제작하고 영감을 주는 강연자 129명을 출연시켰으며, 180만명이 
넘는 청년들과 소통했습니다. Women Rock-IT 프로그램 이후 
757,000명의 여성이 기술 과정에 등록했으며, 그중 일부는 
Skybound Rescuer의 창업자이자 CEO가 된 Gemma Alcock
처럼 큰 성과의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Alcock은 “우리 회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드론을 사용하는 것을 
전문으로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이기에, 생각지 못 했던 커리어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바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꿈꾸던 커리어를 통해 
내가 갈망하던 것들을 성취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기분인지 모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https://www.netacad.com/portal/netacad_academy_search?academy_type=ca
https://www.cisco.com/c/m/en_sg/partners/women-rock-i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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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mm 치수의 발

온라인 고객 100,000명 이상

연 매출 150만 달러

접근용이·가용성의 중요성

지능적 기술을 활용한 중견·중소기업의 거대한 도약

Adrian Coulter는 어린 나이에 접근용이성의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특이할 정도로 발이 컸던 그는 13살 무렵에는 이미 
치수가 맞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의 발은 점점 커져서 
최종적으로는 300mm가 넘게 되었고 신을 수 있는 신발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Coulter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신발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사치품이에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치수가 큰 신발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저 구할 수가 없을 
뿐이죠.

미니애폴리스 토박이인 Adrian Coulter는 “저에게 맞는 치수의 
신발을 파는 매장은 우리 지역에 하나뿐이었고, 그곳은 우리 
할아버지가 신발을 사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십대 때는 
할아버지와 같은 매장에서 쇼핑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Coulter는 연간 매출이 150만 달러에 달하는 전문 신발 
리테일러인 XL Feet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회사가 성공한 
것은 자신과 같은 중견·중소기업의 오너도 매우 쉽고 경제적인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급 기술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Coulter는 “저는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주로 기술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다수의 직원들과 함께 
이룬것 같은 결과가 사실은 대부분 0과 1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이 모든 힘든 일을 대신 해주었죠.”

Coulter는 XL Feet을 설립하기 전, 유명한 셀룰러 기업 두곳의 
휴대전화를 판매했었습니다. 그는 이 두 기업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운영 비용을 낮추고, 새로운 고객에게 도달하여,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Coulter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독립했을 때 대부분 이 두곳에서 
사용하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기업을 경험하였던 것은 우리 회사를 
성공시키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지능적 기술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간단했으며, 많은 중견·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게 
놀라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XL Feet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과정에서 Coulter는 더욱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IT 서비스 파트너 Procellis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Cisco Meraki™ 솔루션을 활용하여 운영 효율을 높이고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Coulter는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술 동향

https://www.procellis.com/
https://xlfe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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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Adrian Coulter    
소유주 및 창업자, XL Feet

기술 동향

오늘날 XL Feet은 온라인 고객 10만명 이상의 구매 패턴과 
선호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멀티 터치 마케팅 캠페인을 
자동화했고, 배송 변수를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회사 재고의 종류와 수량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합니다.

Coulter는 “우리는 언제나처럼 규모가 크고 자금이 풍부한 
기업과 똑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경쟁할 수 있죠.”라고 했습니다.

XL Feet는 기술을 사용한 덕분에 검색 엔진에서 순위가 서서히 
높아졌고 Coulter보다 10여 년 전에 전문 신발 사업에 
뛰어들었던 여러 경쟁자를 물리쳤습니다.

Coulter는 “흑인 사업가이자 중견·중소기업의 사장인 제게는 
성장에 도움이 되고 지적 자본을 제어하며 보호해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중추인 기술 없이는 우리가 하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견·중소기업의 디지털 성숙도에 대한 
맞춤형 보고서를 받아보세요.

IDC 평가 (9문항, 5분 소요)에 
참여해보세요.  참여하기 > 

https://www.cisco.com/c/ko_kr/solutions/small-business/digitalmatur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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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무궁무진한 

인력풀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d Christmas
창업자 겸 대표, Sology 

 1 https://nces.ed.gov/pubs2018/20181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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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리터러시: 
인식, 이해, 행동에 대한 촉구
리터러시는 오래전부터 특권층과 소외 계층을 가르는 경계였고, 
개인의 미래에 대한 잠재력을 말해주는 지표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기술은 이와 유사하거나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매우 
현실적인 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스코 파트너 
Sology Solutions의 창업자이자 대표인 Ed Christmas는 문제에 
대한 의식을 대중화하고 다른 사람들로하여금 함께 문제에 
맞서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디지털 격차가 커지기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팬데믹이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원격 근무, 원격 학습, 온라인 
서비스 등에 적응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었지만,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수백만 명의 사람은 뒤처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자 
도구가 되었고, 우리가 정보를 얻고, 연결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중요한 기능이 없다면 우리를 위한 기회의 
영역은 훨씬 작습니다. 미국 교육부에 따르면, 디지털 이해력이 

없는 성인은 경제 활동 참여율이 낮고 디지털 이해력이 있는 
사람보다 숙련 수준이 낮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1

Christmas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중견·
중소기업 소유주, Christmas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무궁무진한 인력풀을 확보하는 것입니다.저는 
의식적인 자본주의를 믿습니다. 공익을 위한 일은 사업에도 
좋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고 뒤처진 커뮤니티를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https://sologysolutio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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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중요성

문제의 해결은 디지털 격차의 기로에 접점해 있는 모두의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술의 혜택을 받는 이들은 디지털 
격차가 발생시키는 위기를 깨닫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사람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과 그 
가능성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소외당한 커뮤니티의 많은 청년이 비전과 희망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들은 주변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진 
롤모델이 아니라, 빈곤과 범죄를 목격합니다. 영업이나 고객 
서비스 같은 일이 존재하는 줄도 모른다면 어떻게 이런 일자리를 
꿈꿀 수 있을까요? 요즘과 같은 시대에 기본 컴퓨터 기술 없이 
어떻게 이런 일자리에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Christmas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알지 못한다면 꿈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Christmas는 도심의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무료 방과후 
개발 프로그램인 All Stars Project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영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모든 규모의 
다양한 기업들 또한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기를 장려합니다.

그는 “사회 환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원들이 속해있는 
가족과 그 아이들이 기업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놀라울 
정도로 대단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https://allstars.org/


12

전문가 관점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직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디지털 미래로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뒤처진 
소수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Christmas는 “우리는 모든 계층의 사람을 단결시키고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눠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면 의식, 이해, 공감으로 이어지고 
이들이 변화를 위한 촉매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관계, 도구 및 교육

Christmas는 변화가 두 가지 수준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 사이에서 디지털 격차의 양쪽을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관계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Christmas는 학계, 커뮤니티, 공공 기업 및 민간 기업 내의 
이해관계자들이 연합을 형성하는 비영리 기관인 Digibridge의 
창립 멤버입니다. 이 연합은 서로 협력하여 소외된 커뮤니티에 
광대역 인터넷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해소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hristmas는 “공민 파트너십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기술을 빈곤한 커뮤니티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커뮤니티 내에서 장기적인 삶의 질 개선과 
경제적 자생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것이 첫 단계라면 
현대적 도구와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Christmas는 “인터넷 연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기적 목표는 
소외된 커뮤니티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개선하고, 인력 개발을 
확장하고, 기업가 정신과 상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비영리 기관, 학계, 
지역 정부 기관, 민간 부문에서 모두 함께 노력해서 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Christmas는 “정치와 관료주의로 인해 모든 것의 속도가 
늦춰지면서 변화가 지연됩니다. 특히,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수준에서요. 기업은 훨씬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이며, 지방 
자치기관, 학교, 비영리 기관과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이 이 길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Christmas는 “금전적인 투자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커뮤니티에 활기가 돌게하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화합시켜야 합니다. 긴밀함은 엄청난 힘이니까요. 
처음에는 디지털 격차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범사회적인 변화의 근간을 다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계층의 사람을 

단결시키고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열린 대화를 나눠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d Christmas
창립자 및 대표,
Sology Solutions

시스코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Ed Christmas의 

회사인 Sology Solutions가 어떻게 
커뮤니티 내에서 

연결되지 않은 소외 계층을 연결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https://digibridge.us/
https://www.cisco.com/c/en/us/about/csr.html
https://sologysolutions.com/community-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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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격차 좁히기:
경험에서 피어난 사회적 미션
Ivory Robinson은 디지털 격차로 인해 소외된 계층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크랙 유행병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뉴욕에서   혜택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불행한 미래에 직면했습니다.

Robinson은 “점프 슛을 쏘거나 4초 만에 40야드를 뛸 만한 
초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인 저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폭력배 활동, 약물 거래, 살인을 비롯한 모든 
범죄 활동에 가담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재학하던 고등학교에 있던 몇대 
안되는 컴퓨터도 인터넷 연결은 한대도 안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Robinson은 “저는 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가는 
것만으로도 마약과 범죄의 위험이 있는 뉴욕에서 가장 극심한 
우범지대 두 곳을 지나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교에 가는 
것보다 빠지는 게 훨씬 쉬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obinson은 졸업반에서 뒤에서 세번째 등수로 겨우 
졸업했습니다. 동료 중 절반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20년 이상이 지났지만 상황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고 오늘날 모교의 졸업 비율은 60% 미만입니다. 
버팔로의 많은 지역이 여전히 빈곤에 시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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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바닥에서 시작해서 공군이 되어 수석을 하게 된 것은 갑자기 똑똑해져서가 아니라, 

적절한 도구와 교육, 이를 적용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Robinson은 디지털 격차에 대해 더욱 깊이 의식하고, 격차를 
좁히기 위한 인프라와 리소스를 더 많이 투자한다면 미국 
사회에서 비일비재한 이러한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결성이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회적, 직업적으로 개인의 
세상을 확장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정보, 기회와 연결되지 않으면 고립되기 마련입니다. 이는 정신 
건강 문제, 약물 남용, 그 외에 소외된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다른 
문제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 경험, 노하우 획득

Ivory Robinson은 디지털 격차 중 소외된 계층에서 성장한 이후 
미국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항공관제 전문가로서 처음으로 
지능적 기술을 접했고, 게다가 사용 방법을 배우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공군 육성 수업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바닥에서 시작해서 공군 수석까지 올라온 건 
갑자기 똑똑해져서가 아니라, 적절한 도구와 교육, 이를 적용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감, 경험, 노하우로 무장한 그는 군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왔고, 설립된 지 5년 만에 2,500만 달러의 순 매출을 
달성한 IT 서비스 기업을 형성했습니다.

Robinson은 디지털 격차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버팔로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기술이 뒤처져 
있어서, Robinson은 여전히 매일 같이 이 문제에 맞서고 
있습니다.

Robinson은 “버팔로에서 숙련된 기술 전문가를 찾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팀을 꾸려서 프로젝트를 납품하는 게 힘겨울 
정도입니다.”라고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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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을 잘못하거나, 파트너끼리 서로 책임을 전가 하거나, 결국 
복잡한 계약이 소송까지 이어져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COVID-19 팬데믹이 온 후, 회사에서 
긴장감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의 비극도 
발생했습니다. Robinson의 아버지는 COVID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고 그 후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초기 치매를 진단받아, 나라 반대편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Robinson은 버팔로 동부 출신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는 
드물게 IT 산업의 기업 운영자로 급부상했다가 불과 몇 년 전에 
세웠던 회사를 자기 손으로 해산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개인적 삶과 직업적 삶을 추스르는 동안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단지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당연히 여기는 정보와 도구에 액세스할 수 없다는 이유로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왜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다리

Robinson은 디지털 격차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COVID-19 팬데믹 초기에 Tesla Model X에 Cisco Meraki™ 
모바일 핫스팟을 설치하고 주말에는 소외된 커뮤니티를 
방문했습니다.

Robinson은  “매주 토요일 주변 지역이나 주차장에서 4~5
시간을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격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COVID-19 증상, 봉쇄, 
마스크 등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매일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 정보를 얻지 못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많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격차가 생사를 가르는 문제가 되자, 
Robinson은 소외된 커뮤니티에서 기술과 혁신에 대한 의식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누구는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게 되면 불평등이 강화됩니다. 인터넷은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게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깊이 스며들어서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방식으로 건강, 경제, 
교육, 통신 및 상거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디지털 격차에 직면하면 여러 가지 수준에서 다양한 일을 해내야 
하지만, 그 모든 일은 의식, 수용, 이해를 고취하는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Robinson은 “의식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언가를 
온라인에 게시했을 때,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공감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몇 세대에 걸친 
사람들이 뒤에 남겨져 있습니다. 다행히 기술은 제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흐름을 되돌릴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스코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고, Ivory Robinson의 회사 
HarpData Connections가 어떻게 

지능적 기술로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는지 알아보세요.

https://www.cisco.com/c/en/us/about/csr.html
https://harpdata.com/
https://www.wkbw.com/news/coronavirus/free-wifi-hot-spot-in-buffalo?fbclid=IwAR308aLQHKadouHrGYXnb-TKRGxCdh-JKPfPB-fI5vYU6n-DjAW8DLGfmMI
https://www.wkbw.com/news/coronavirus/free-wifi-hot-spot-in-buffalo?fbclid=IwAR308aLQHKadouHrGYXnb-TKRGxCdh-JKPfPB-fI5vYU6n-DjAW8DLGfm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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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Meraki 네트워크, 취약한 십대를 위한 필수적 생명줄 제공

위험에 빠진 청소년들과의 연결 

Life Learning Academy(LLA)는 Bay Area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십대를 위한 ‘구명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의 학생 대부분이 트라우마, 빈곤, 주거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존의 학교 환경에서는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LLA 정책 및 평가 이사인 Cassandra Blazer는 “우리는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더 나은 미래를 구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부분 학생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찾아와서 대학을 
꿈꾸며 떠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영리 기관 Delancey Street Foundation에서 지원하는 
샌프란시스코 공립학교인 LLA는 매년 약 60명의 학생을 
받습니다. 매년 15~20명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도록 돕는 
엄격한 아카데미 과정을 제공하면서도 “대가족” 같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학생들은 교직원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들은 
정서적 개발, 책임감, 판단력에 초점을 맞춘 그룹 세션에 
참여합니다. 요리 아카데미, 유기농 농작물 재배 교육 프로그램 
등, 응용 학습을 통해 미래에 성공하기 위한 직업 및 사회적 
기술을 연마합니다.

신속한 원격 교육 지원

LLA는 2019년에 집 없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학생에게 
풀타임 숙소를 제공하는 기숙사를 연 뒤로 이미 긴밀히 연결되어 
있던 커뮤니티와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이 학교의 IT 서비스 
파트너인 Your Technology Support는 Cisco Meraki™ 
네트워크와 LLA의 메인 캠퍼스에 연결되는 노트북을 기숙사에 
제공했습니다.

COVID-19 팬데믹이 2020년 봄, 캘리포니아까지 확산된 후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컴퓨터의 액세스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Blazer는 “몇몇 학생이 기숙사에 머물렀지만 자택 격리 명령이 
내려졌을 때 대부분은 보호자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원격으로 학생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했죠”라고 말했습니다.

LLA 직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학문, 인력 개발, 사회 
및 정서적 학습을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결합한 원격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 수업의 강사는 가족이 
식사할 수 있는 재료를 포장해 보내고,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노트북에서 영상을 보고 자신이 만든 
요리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디지털 여정

https://lifelearningacademysf.org/
https://www.yourtechnologysup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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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sandra Blazer 박사, 정책 및 평가 이사, 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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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90% 이상이 온라인상에서 
무언가를 작업했습니다. 
학생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놀라울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용하며, 학점을 취득하고, 
평소에는 먹기 어려운 음식을 식탁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LLA는 수업, 교사 상담, 그룹 카운셀링 세션을 원격으로 
전환했습니다. Your Technology Support는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핫스팟과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받은 노트북으로 어디에서나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 노트북은 Cisco Meraki Systems 
Manager로 원격 관리되므로, 기술 문제를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원활하게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Blazer는 “학생의 90% 이상이 온라인상에서 무언가를 
작업했습니다. 학생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놀라울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필수적인 생명줄 관리

팬데믹으로 인해 중요한 지원 시스템이 중단되고 몇몇 학생이 
LLA라는 구명선에서 내려야 했지만, 이 노트북 컴퓨터는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행복과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지원하는 사람들과 다시 연결해 
주어 학생이 어디에 있든 가상 교육 리소스와 대면 협업, 전담 
지원을 제공하는 생명줄이 되어줍니다.

Blazer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미션과 커뮤니티가 
지니는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이 가능한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노트북이 더 많이 필요할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료로 데모와 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Cisco Meraki 클라우드 네트워킹을 

경험해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https://engage2demand.cisco.com/LP=2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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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구하는 협업 기술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지원을 하는 온라인 자원 봉사 커뮤니티

우울, 고립, 불안은 모두 무력감과 자해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일수록 COVID-19 팬데믹과 그 이후의 자택 격리 
조치 과정에서 더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San Francisco Suicide Prevention(SFSP)은 
자살 위험이 높은 통화 접수가 30% 이상 급증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로컬 상담 콜센터인 SFSP
에서는 통화량이 늘어난 것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SFSP 프로그램 이사, Van Hedwall은 “혼란스럽고 압도적인 
감정에 휩싸였던 시기에 우리가 제공하는 전화 상담은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시작되자 자원봉사자 수가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SFSP 콜센터에서 볼 수 있었던 공동체 의식, 동지애, 
유대관계 및 지원 의식 등은 언제나 자원봉사자들이 큰 도움을 
주었던 덕분에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COVID-19 
프로토콜로 인해 현장에서 모이기 어렵게 되자, SFSP는 새로운 
방식으로 재빨리 자원봉사자를 다시 구성하여 늘어난 통화량을 
처리하고, 계속해서 생명을 구해야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강화

어느날 시스코 직원과 SFSP 자원봉사자가 Cisco Webex®를 
해결안으로 제안하였고 불과 4일 만에 센터를 위한 완전한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솔루션을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80명이 Webex Calling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안전한 
비공개 연결을 통해 자신의 집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스코 파트너 Masergy는 Cisco Webex Contact Center에서 
지능적 통화 라우팅을 구성하도록 지원했습니다. SFSP는 Cisco 
Webex Teams와 Cisco Webex Meetings를 결합하여 가상 
환경에서 자원봉사자 커뮤니티를 다시 형성하도록 도왔습니다.

Hedwall은 “저희는 웹 미팅, 웹 통화, 웹 메시지를 한 곳에서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마치 콜센터에 함께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수한 생명을 구명

SFSP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플랫폼의 도움을 받아 약 
300통의 통화를 처리하고 매일 무수히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전화실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Hedwall은 Cisco 
Webex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술은 미래를 꿈꾸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언제나 해왔던, 샌프란시스코에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www.masergy.com/
https://www.sfsuicid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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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대비한 보안의 중요성

늘어나는 식량 수요에 따라 사업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Second Harvest

기술 혁신의 국제적 발원지인 실리콘 밸리는 부와 번영의 
지역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타 클라라와 산 
마테오 카운티에 거주하는 4명 중 1명이 기아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푸드 뱅크 중 하나인 Second Harvest of 
Silicon Valley는 식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310개의 비영리 
파트너로 구성된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커뮤니티에 식료품을 
제공합니다. Second Harvest의 미션은 COVID-19 팬데믹이 
실리콘 밸리에 상륙해 사실상 모든 것이 멈추었을 때 더욱 
중요하고, 또 어려워졌습니다.

Second Harvest의 이사인 Elizabeth Whamond는 “이 지역은 
이미 불평등이 너무나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이 급증했을 때 상황이 훨씬 심각해졌고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4월에 Second Harvest는 50만 명 이상에게 음식을 
제공했는데, 팬데믹 이전보다 85%가 늘어난 셈입니다. 이 
수요를 맞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 전체에 자택 격리 명령이 
내려지고 기관 직원의 절반이 갑자기 재택 근무를 시작하면서 
자원봉사자가 감소하자, 완전히 새로운 식품 배급 모델을 
구상해야했습니다.

Whamond는 “저희는 즉시 모든 것을 바꿔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받을 음식을 골라서 선택하는 농산물 직거래 
시장 스타일 방식 대신, 미리 음식을 포장해서 트렁크에 넣어 
접촉을 줄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혼란 속에서의 보안 강화

다행히 Second Harvest는 늘어난 수요만큼 쏟아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전적 기부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U.S. 
National Guard는 식품을 포장하고 물류 처리를 도와줄 
인력으로 예비군을 100명 이상 보냈습니다. IT 서비스 파트너 
DataEndure는 Second Harvest가 직원 100여 명을 원격 
근무로 전환하도록 도왔습니다.

Whamond는 “저희는 대면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기관이어서 이런 방식은 처음이었습니다. DataEndure가 좋은 
파트너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들은 원격 근무로의 전환을 
도왔고, 방화벽과 도메인 컨트롤러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였으며, 
연중무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저희를 보호해주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isco Umbrella®를 기반으로 한 DataEndure의 서비스형 보안 
운영 센터(SOCaaS)는 위협을 미리 탐지하여 식별, 보고하기 
때문에 Second Harvest는 팬데믹 초기의 혼란 속에서도 음식 
배급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DataEndure 최고 매출 책임자, Vince Zappula는 “보안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는 더욱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해커는 혼란과 무질서를 기회로 삼으며 비영리 
기관이 특히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2월과 3월에 
피싱 공격이 600% 급증했죠”라고 말했습니다.

https://www.shfb.org/
https://www.shfb.org/
https://www.dataendure.com/


21

Elizabeth Whamond
IT 이사, Second Harvest

© 2021 Cisco and/or its a�liates. All rights reserved.

디지털 여정
사용자의 위치가 어디든 

완벽히 보호하세요!

Cisco Umbrella를 14일간 무료로 

체험하려면 여기를 확인하세요.
빠른 확장

Second Harvest는 기술 인프라를 강화하고 직원 절반이 재택 
근무를 하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자 식품 배급을 
늘리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창고 3개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공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Whamond는 “시스코 부동산팀이 4번째 창고를 찾아서 
인수하는 작업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 시스코 전술 
운영팀에게 연락했더니 그 다음날에 바로 장비를 완벽히 
준비하고 온라인에서 가동시켰습니다. 지원 자체와 그 속도가 
놀라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구호 기관을 돕는 “TacOps” 팀은 이 창고에 
사용할 시스코 휴대폰과 Cisco Meraki™ 네트워크를 구매하여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대응 덕분에 새로운 시설이 문을 
열었고, 몇 주 또는 몇 개월이 걸리던 음식 배급을 불과 며칠만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Whamond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커뮤니티 전체가 
나서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얼마나 서로 
연계되어 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로부터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econd Harvest에 기부하고 싶다면 shfb.org를 방문하세요.

“시스코 부동산팀이 4번째 

창고를 찾아 인수하는 

작업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 시스코 전술 

운영팀에게 연락했더니 그 

다음날에 바로 장비를 

완벽히 준비하고 온라인에서 

가동시켰습니다.

지원 자체와 그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https://engage2demand.cisco.com/LP=20148
https://www.shfb.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