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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SMB dynamo 3호에서는 디지털 혁신의 역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사이버 보안, 사무실 공간의 
변화, 새로운 기술 도입의 필요성 등 하이브리드 근무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봅니다. 또한, 가상회의 배경화면에 대한 
두 가지 관점과

일상에서 Webex를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한 팁도 
제공합니다.

지난 몇년 사이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에서 바라보는 
'출퇴근'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번 dynamo에서 
제공하는 인사이트가 하이브리드 근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미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협업 공간으로 혁신하는 사무실

하이브리드 근무를 위한 필수 보안 강화 전략

하이브리드 근무를 간편하게 만드는 5가지 Webex 기능 

가상 회의 배경의 효과 

IT 기술 투자를 위한 파이낸싱 옵션

기술 동향

전문가 관점

디지털 여정

하이브리드 업무환경에 기반한 뉴 노멀 시대에 적응하기

Q&A: 하이브리드 업무환경을 위한

기술 및 프로세스 최적화 방안

리테일 기업들이 급변하는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 대한 이해

그 어떤 기업도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중견·중소기업이 뛰어난 적응력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새로운 프로세스와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중견·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도입한 프로세스 중 팬데믹 
이후에도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원격 근무가 그것입니다. 일명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구조와 솔루션을 구축하는 기업이 점점 
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이브리드 근무란 기존의 물리적 사무실 환경과 원격 근무 
환경을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의 
만족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업무  방식입니다.

실제로 하이브리드 형태로 근무하는 직원이 어디에 있든 
근무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업무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SMB dynamo 편집팀

스토리 링크

이번 SMB dynamo 편에서 소개한 기술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다음 편에 소개하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여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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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뉴 노멀을 향한 새로운 솔루션
중견·중소기업은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위한 기술을 적용하여 비즈니스 회복성 및 유연성을 높여 

비즈니스의 성공을 이루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력들이 갑작스럽게 강제 재택근무를 
하게 된 지 거의 2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사무실로의 
복귀를 추진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겨난 이후 
회사로 복귀하는 직원들 조차 팬데믹 이전만큼 자주, 또는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하지 않는 문화가 조성 되었습니다.

중견·중소기업(SMB) 중심의 시장 조사 기업인 Techaisle의 
창업자이자 수석 글로벌 분석 전문가인 Anurag Agrawal은 
"일을 하는 방식과 장소에 혁명이 일어난 셈입니다. 이는 중견·
중소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모두 영향을 미쳤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견·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시대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Techaisle의 조사에 따르면, 중견·중소기업 직원의 약 40%가 
팬데믹 이전에도 이미 원격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견·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훨씬 민첩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광범위한 봉쇄 속에서도 최신 기술과 모범 사례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격변의 시대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중견·중소기업에게 자금 융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걱정거리입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직원을 채용하고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견·중소기업도 

하이브리드 근무라는 새롭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영역에 
적응하는 중입니다.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

다른 여러 경제적 트렌드와 함께, 팬데믹은 이미 시작되고 있던 
하이브리드 업무 방식의 도입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많은 
기업, 특히 중견·중소기업은 이미 사무실 근무와 원격 근무를 
함께 지원하기 시작했고 어떤 직원은 두가지 방식의 근무 형태를 
정기적으로 바꿔가며 업무를 보기도 했습니다.

팬데믹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여 결론적으로 많은 원격 
근무로 인한 잠재적인 이점을 증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 새로운 과제가 
생겼습니다:보다 본격적인 기술과 프로세스를 통해 직원이 
어디에서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grawal은 하이브리드 업무 방식이 디지털 혁신의 영역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문서와 서류 기반의 
프로세스에서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하거나, 
리테일 환경에서 단순한 출입 경보 장치를 다기능 IP 카메라로 
업데이트 하는 상황에서도, Agrawal은 기술이야말로 중견·
중소기업의 적응력과 회복성을 키우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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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awal은 "중견·중소기업에게 디지털 혁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중소기업의 40%가 전체적인 혁신에 
집중하고 있고 25~30%가 산발적이거나 표적화된 혁신에 
집중하며, 아무것도 안 하는 곳은15% 미만에 불과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영을 디지털화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하지만 그 촉매가 
바뀌었습니다.

Agrawal은 "본래비즈니스의 성장과 고객과의 관계가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반면 오늘날은 직원, 고객, 파트너 사이의 운영 
효율과 연결성이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견·중소기업에서 비즈니스 운영을 단순화하고, 
회사 자산을 보호하며, 사람, 프로세스, 기술의 일관성을 개선할 
수 있는 현대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더욱 여실히 느꼈습니다.

북미 전역에 수많은 중견·중소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Stratus Information Systems의 영업 이사, Jason Lacey는 
"모든 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Cisco Meraki 솔루션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매우 안전하고 
배포와 관리가 아주 간편해서 중견·중소기업에는 이상적입니다.

Meraki는 한번 구성하고 나면 코어 네트워크가 추가 작업 없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Lacey는 이런 종류의 기초적인 네트워크는 원격 액세스, 데이터 
및 엔드포인트 보안, 지능형 협업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직원은 사무실, 리테일 환경, 카페, 집을 비롯한 어디서나 
일관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 받아야 합니다. 보안을 저해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에 매끄러운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안 따라잡기

많은 중견·중소기업이 팬데믹 초기에 원격 근무로 전환하고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Lacey는 "소규모 기업은 다단계 인증, 엔드포인트 보안 등의 
중요한 영역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많은 곳에서 
데이터와 기기가 해킹을 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보안 
침해에서 회복하는 비용은 미리 적절한 시스템과 보호 조치를 
배포하는 비용에 비해 10배 이상이 들어갑니다."라고 말합니다.

 미국 동부 등지에서 다양한 규모의 기업을 지원하는 IT  서비스 
기업이자 오랜 시스코의 파트너인 Aspire의 매니지드 서비스 
사업부 부사장 Dough Stevens는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많은 중견·중소기업이 그동안 놓친 것을 따라잡으며 내부 정리에 
들어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spire의 어떤 중견·중소기업 고객사는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시작했을 때 예상치 못하게 DNS 보호를 비롯한 IT 시스템의 
가시성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Cisco Umbrella와 Cisco 
Secure Endpoint를 빠르게 배포한 덕분에 비즈니스 운영이 
정상화되었고 원치 않는 보안 침해를 예방했습니다.

Steven은 "불과 이틀 만에 손쉽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완전한 네트워크 가시성, 원격 모니터링, 다단계 인증, 정책 적용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능은 대부분 중견·중소기업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구현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이것을 갖추지 않아서 
발생하는 잠재적 대가는 엄청납니다."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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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협업 방식 속에서의 균형

오늘날 기업은 보다 다양해진 직원들의 근무 위치 및 형태 등의 
환경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과 동일한 협업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절실해졌습니다.

Agrawal은 "거의 모든 대기업이 고급 협업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견·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기술의 도입 속도가 
매우 드린 상황입니다. 협업 솔루션은 영상 통화 기능으로 
서로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grawal은 이메일을 주고 받는 대신, Webex를 사용해 
다이나믹한 실시간 협업을 지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Lacey는 Stratus가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모든 지역에 기술 
전문가를 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Cisco Webex는 우리 
비즈니스에 필수입니다. Webex는 컨퍼런스 회의 외에도 안전한 
메시지와 전화를 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Webex는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마치 우리가 같은 사무실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가상 공간에서는 동료간의 유대감과 동지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원격 및 하이브리드 근무는 고립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정신 건강과 직원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과 가정 생활의 경계가 흐릿해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 세계에 직원과 고객을 두고 있는 소규모 컨설팅 기업, Maika 
Global의 창립자 Madison Yeack는 "저는 물리적 세계와 가상 
세계 사이에서  혼란을 겪곤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순간에 집중할 수가 없을 정도죠. 마치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고 
전화 통화 중인 사람들과는 실제 함께하고 있지 않은 듯한 
기분이 듭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커리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일상 생활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Lacey는 직원의 전체적인 웰빙에 
투자하는 것은 조직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Lacey는 "어떤 규모의 회사든 직원들의 정신 및 신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리소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클럽 회원권이든, 온라인 요가 수업이든, 심지어 명상 앱처럼 
간단한 것이라도 진정으로 직원을 배려하고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직원이 사랑하지 않는 회사는 고객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브리드 여정을 위한 지원

중견·중소기업의 10%만이 전담 IT 직원이 있고 이미 대부분의 
시간을 기존 시스템 운영에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계의 
디지털화 도입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프로세스 최적화 등은 
생각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Yeack는 "저는 소규모 기업의 사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IT 전문가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고객이 사용하는 솔루션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플랫폼만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새로운 솔루션의 도입은 매우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되곤 하죠."

Agrawal은 중견·중소기업이 자동화와 오케스트레이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중견·중소기업이 
클라우드로 옮겨가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체감합니다.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어떤 솔루션을 
도입해야하며,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해야 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는 중견·중소기업이 과도한 규모의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십중팔구는 모든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이 되는 것으로 끝난다고 말합니다.

Agrawal은 "광고에 휩쓸리지 말고 입소문만 요란한 트렌드를 
쫓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사에 가장 잘 맞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찾아야합니다. 적절한 
솔루션으로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지역 서비스 업체에 도움과 
조언을 요청하십시오."라고 권합니다.

Stevens는 "단순히 기술에 대한 문의를 넘어 중견·중소기업은 
구매하기 전에 데모를 체험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솔루션의 
구성, 기능 ,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해 직원을 교육하는 데에도 
도움이 필요하죠. 도입 시점부터 실제 활용하는 과정에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Lacey는 "하이브리드 업무 방식은 기업이 반드시 대비해야할 
모두의 미래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의 대부분의 미팅은 가상 
참석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은 원격 및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계속해서 진화하는 업무 방식을 지원하는 
기술을 갖추고 보완해 나가는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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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하이브리드 업무를 위한 
기반
중견·중소기업 전문가 Anurag Agrawal이 이야기하는 조직에 필요한 기술과 프로세스

팬데믹이 시작된 지 약 2년이 지나자 대부분의 중견·
중소기업에서는 새로운 업무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의 개념은 직원이 사무실, 집, 이외 기타 
다양한 장소적 요소에 구애 받지 않고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게 하이브리드 
업무 방식의 도입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분석 전문 기업 
Techaisle의 베테랑 중견·중소기업 전문가, Anurag Agrawal
에게 중견·중소기업이 하이브리드 업무 방식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SMB dynamo: 하이브리드 근무의 정의는 
다양합니다. Techaisle은 하이브리드 근무가 이전의 
근무 환경 모델과 어떻게 다르다고 보고있나요?

Anurag Agrawal: Techaisle에서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유연 
근무 제도로 정의합니다. 직원은 당면한 업무와 자신의 일정에 
가장 알맞은 지역과 역할에 따라 사무실이나 외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근무는 원격 근무 모델의 즉각적이고 
제약이 없는 특성을 활용하여 인간 대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프로젝트나 근무 환경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SMB dynamo: 원격 및 사무실 근무의 장점을 모두 
도입하려는 중견·중소기업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나요?

Agrawal: 뒤늦게 반응하는 전략이 아니라, 미리 계획적인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을 겪는 
동안 중견·중소기업은 긴급 상황에서 운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모바일과 원격 IT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솔루션은 지금의 요구 사항과는 

일부만 부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브리드 근무를 
성공시키려면 직원의 근무 패턴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 두가지를 결합하면 중견·중소기업에서 생각하는 원격 근무에 
대한 우려 사항(예: 직원 생산성, 열정적인 기업 문화 유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MB dynamo: 중견·중소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 전략은 무엇인가요?

Agrawal: 중견·중소기업 역시 전반적인 기술의 현대화와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견·중소기업의 IT 및 비즈니스 리더가 역량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에 따른 주요 영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근무에서 중요한 기술 영역은 통합 업무 
공간 및 협업, 보안, 강력한 네트워크,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역량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중견·
중소기업은 생산성 뿐만 아니라 직원의 만족도 및 인재의 고용 
및 유지율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Techaisle의 최신 인사이트를 백서 

"하이브리드 근무:뉴 노멀을 위한 

SMB 기반 구축"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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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일 산업은 상상조차 못했던 팬데믹이 갑자기 벌어졌을 때 
이미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유례없이 다양한 선택권과 
편의를 제공하는 거대한 전자상거래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와중에, COVID-19 팬데믹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봉쇄가 
이어지면서 수많은 중견·중소 리테일 기업들이 더욱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여전히 회복에 애쓰고 있는 기업들도 아직 
많습니다.

그러는 동안 인력 부족, 공급망 불안, 나날이 흐려지는 매장과 
온라인 운영 간의 경계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시스코 글로벌 리테일 전략 전문가, Bill Farnsworth는 "리테일 
업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변화의 속도는 가속화되기만 
합니다. 하이브리드 근무의 현실에 적응하는 여느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리테일 기업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 두가지를 결합해 
매끄러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리테일의 진화 및 디지털 가속화

기술 동향

SMB dynamo: 통합 업무 공간을 언급하셨는데, 
중견·중소기업에서는 어떤 구성 요소를 준비해야 
하나요?

Agrawal: 통합 업무 공간이란 예전부터 존재하던 역할 기반 
액세스 및 보안이 확장된 개념으로 여겨지지만 여기엔 새로운 
요소도 결합됩니다. 생산성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역할에 기반한 애플리케이션 탐색, 개인화, 모든 기기에서 보다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액세스, 비밀번호 관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프로세스적인 요구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에 생성된 팀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새로운 계정을 자동으로 
온보딩 하게 하는 등 새로이 필요하게된 프로세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IT 관리 컨트롤, 회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단계 인증, 사용자와 기기 유형에 따른 기술 사용 분석과 
같은 기술적 요구 사항도 지원해야 합니다.

SMB dynamo: 하이브리드 근무는 앞으로도 
지속될까요?

Agrawal: 물론입니다. 팬데믹은 중견·중소기업이 디지털 혁신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게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시적 
비전을 실현하려면 하이브리드 근무를 지원하는 협업, 보안, 
네트워킹 및 다양한 기술과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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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채널 경험 제공

소비자가 다양한 접점을 통해 브랜드와 소통하는 옴니채널 
환경은 예전에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규모가 큰 
브랜드에서만 제공하는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 규모를 막론하고 
모든 리테일 기업에서 당연히 도입해야 할 필수 환경이 
되었습니다.

시스코 글로벌 산업 부문 마케팅 관리자, Scott Lantis는 
"고객은 선택권을 원합니다. 기업과 개인적이고, 대화형 
상호작용을 원합니다. 또한, 익숙하고 매일 사용하는 채널에서 
매끄럽게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규모 리테일 기업이 옴니채널 환경을 매끄럽게 
제공하기란 어렵습니다.

Lantis는 "물리적 환경에서 급격히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리테일 기업들은 실시간 디지털 통신 채널로 빠르게 옮겨가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매장에서 
수령(BOPIS)하는, 커브사이드 픽업과 같은 리테일 이니셔티브가 
팬데믹 중에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리테일 기업은 이메일과 앱 
기반 상호작용에서 벗어나 새로운 메시지 채널과 위치 기반 
트리거로 옮겨가 환경을 발전시켜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리테일 기업에서는 기술, 프로세스, 통신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온라인 채널과 POS 시스템을 백엔드 
파이낸스, ERP, CRM 애플리케이션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Farnsworth는 "옴니채널 구매 방식은 소비자에게는 
간편하지만, 리테일 기업에게는 주문 처리와 반품이 복잡합니다. 
온라인은 매장과 별도의 자체적인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커브사이드 픽업처럼 간단해 보이는 주문 처리 방식도 디지털 
시스템, 매장 운영, 고객과의 소통이 긴밀히 통합되지 않으면 
혼란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arnsworth는 "고객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주차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거나 적절한 안내의 부재 등으로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바일 기기, 매장 내 카메라, 로보트의 활용

Farnsworth와 Lantis는 모두 기술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통일시키고,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것이 소비자의 원활한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핵심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기본적인 

네트워크 시스템과 이를 통합하는 네트워크 기술 외에도 모바일 

기술, 매장 내 카메라, 심지어 로보트를 활용하는 리테일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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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친구나 가족과 소통하는 것과 같이 기업과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고객이 이미 사용 중인 디지털 
메시지 채널에 참여해야 합니다."

Lantis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리테일 기업이 먼저 고객과의 
소통에 나서야 합니다. 주문에 문제가 있으면, 고객이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취하기 전에 미리 연락해야 합니다."

도난 방지에 사용하던 영상 시스템도 고객 환경을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리테일 기업은 시설 내 카메라를 
사용하여 고객이 커브사이드 픽업 위치에 도착하면 알림을 
제공하고, 방문객의 매장 점유율 컨트롤을 위해 모니터링하며, 
업무 공간 운영 상황을 트래킹합니다.

Farnsworth는 "매장 주인이 매일, 매순간 나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영상은 궁금한 질문에 답을 얻는 데 도움이 되죠. 
제시간에 문을 열고 닫았는가? 안전 규정을 따르고 있는가? 
영업시간이 아닐 때 누군가 주차장을 배회하는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도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로보트와 
같은 자동화 기술을 사용하면 고객과의 소통과 지원에 도움이 
됩니다.

Lantis는 "소규모 리테일 기업의 직원들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온라인 문의, 전화 통화, 매장 운영 사이에서 
저글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치게 되죠. "라고 
말했습니다. "리테일 매장의 주인은 간단하고 반복적인 문의를 
처리하고 직원은 매장 고객을 돕는 데 집중할 수 있는 FAQ 
로보트 등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원 지원

기술은 고객 커뮤니케이션과 상거래 외에도 직원을 지원하고 
내부 운영의 효율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Farnsworth는 "인력 부족 현상에서 보았듯이, 이제 직원 확보와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임금만이 아닙니다. 리테일 기업은 
직원 경험을 고객 경험과 똑같이 대우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직원은 일할 때도 집에서와 똑같은 기기와 앱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Farnsworth에 따르면, 많은 소규모 리테일 기업에서는 아직도 
직원에게 종이에 근무 시간을 기입하게 하고, 음성 메일로 
병가를 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앱이나 심지어 문자와 같은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Farnsworth는 "각 리테일 기업마다 사용하는 기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이 마찰을 더하지 않고 줄이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되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회복하고 프로세스적 
마찰을 제거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낸 소규모 리테일 기업들은 
지금의 경쟁 환경에서 우뚝 서서 미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야외 Wi-Fi 제공
커브사이브 픽업에

자세히 알아보기: Meraki 액세스 포인트

협업팀 지원
고객 및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자세히 알아보기: Webex Suite

리테일 비즈니스의 운영을 향상시키는 
4가지 방법

영상 채팅 제공

고객 지원 및 구매 후 

설문조사를 위해 SMS, 이메일, 

휴대폰 외에도 옴니채널 기능에 

자세히 알아보기: Webex Experience Management

모든 레벨에서의 
데이터 보안

매장 내 기기, 엔드포인트, POS,
전자상거래 플랫폼,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자세히 알아보기: Cisco Umbrella 및 
Cloud Mailbox Defense

기술 동향
보다 원활한 고객 경험을 위한 

리테일 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확인해보세요:

리테일을 위한 시스코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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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raki.cisco.com/ko/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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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여정



미래의 사무실
Flagler, 업무 공간을 새로운 협업 공간으로 혁신하다

디지털 여정

글로벌 팬데믹에서 배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 한곳에 모여 있지 
않아도 직원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기업도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물리적 사무 공간의 효과, 비용, 역할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례없이 많은 사람이 적어도 어쩌다 한 번씩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많은 기업에서 업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기업에서 일상적 운영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플로리다주 보카 라톤에 독특한 업무 환경을 갖춘 Flagler 
Technologies는 몇 가지 통찰력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인프라,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코 
프리미어 공인 파트너인 Flagrler의 영업 부사장, Ken Wagner
는 "우리는 한 번도 전통적인 사무실 공간을 운영해본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공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글로벌 팬데믹이 발생해 원격 근무로 전면 전환되기 
이전인 2018년에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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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agler.io/
https://www.flagler.io/


Paulette는 "사람들은 여전히 함께 모이고 싶어 하고 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쉽게 이동하고 분산되어 있는 
데다 고립되기도 하는 경우에는요. 우리는 파트너, 고객, 
직원에게 협업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고 
사람들의 뇌리에 가장 먼저 상기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을 법한 대화도 끌어올 수 
있죠."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여정

작고 좁은 방, 특정 개인에게 배정된 워크스테이션 대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대형 컨퍼런스룸과 다른 공동 구역으로 
구성됩니다.

Wagner는 "우리 사무실은 직원의 일상 업무를 지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파트너 및 고객과 직접 만나서 상호작용하고 회의를 
열고, 협업하는 데 활용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트너와 고객은 언제든 방문해서 물리적 공간과 구비된 
Webex Room Kits, Webex Room Phones 및 Meraki guest 
Wi-F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Flagler의 서비스 사업부 부사장, Elvin Paulette는 "우리 
직원들은 책상에 묶여 있지 않고 고객들도 대체로 
마찬가지"라며, 자신들은 Cisco Meraki, Webex, Security 
기술을 사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OEM 사업부는 얼마 전부터 
사무실을 폐쇄하고 회사의 상면공간의  규모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조짐을 읽고 다르게 행동하기로 했죠."

물리적 공간도 여전히 상당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Wagner와 Pauletter는 이런 공간 또한 그 구성과 
사용 용도 및 방법이 지속해서 변화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Flagler의 본사는 사무실이라기보다는 협업과 회의 
공간에 가깝습니다.

Flagler의 소규모 비즈니스 가이드: 

원격 근무 직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기업을 위한

시스코 비즈니스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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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관점



하이브리드 근무를 위한 필수 보안 강화 전략

30년 가까이 기술 전문가로 활동하고 15년을 시스코 보안 
전문가로 지낸 Mike Storm은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그래서 
해커와 멀웨어가 소규모 비즈니스에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이자 인기 팟캐스트 Unhackable 
with Mike Storm과 시리즈 영상물  Cisco IT Security 
Makeover의 진행자이기도한 Mike Storm은 "중견·중소기업은 
제게 매우 친근하고 애정어린 존재입니다. 하지만 중견·
중소기업의 80%가 보안 취약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6개월 내에 
폐업한다는 통계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소규모 기업에게도 데이터의 가치는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매우 
소중합니다. Storm에 따르면, 차이가 한 가지 있다면 소규모 
기업은 보안 문제에 매우 취약할 뿐이라고 합니다.

"중견·중소기업 데이터의 보안 수준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견·중소기업의 관리자는 어디가 취약점인지 
모르는 반면 공격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커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일으켜 성급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하게 하는 수법을 씁니다. COVID-19 팬데믹 초반 몇 개월 동안 
이런 수법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이 원격 
근무로 전환하고 사업을 겨우겨우 유지하던 시기에는 보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고 공격자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FBI에 따르면, 팬데믹이 일어나고 처음 6개월 

내에 사이버 공격은 400%나 증가했습니다. 매일 신고되는 

사건이 4,000건이 늘어났으며 랜섬웨어 공격 등의 일부 수법은 

800%가 증가했습니다.1

요즘에도 이런 위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일부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사무실 밖에서 근무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모델을 

도입하는 중견·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부터는 더욱 그렇습니다. 

Storm은 아직까지 보안  환경을 다시 확인하고 강화하지 않은 

중견·중소기업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라고 말합니다. Storm은 

소규모 기업 대표와 이해관계자에게 4가지 조언을 제안합니다.

1. ID 보호에 집중

Storm은 “인증정보는 왕국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공격자가 한 
번 문을 따고 들어오면 어디에나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복잡한 
비밀번호를 만들어 자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단계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때 중요한 점으로 2차 인증정보로 휴대폰 
전화 번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커가 
휴대전화에 액세스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통신사나 최소한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SMS 메시지를 통해 
해커에게 정보가 흘러들어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다른 기기의 인증 앱이나 
생체 보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관점

15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ecurity/unhackable-with-mike-storm.html?carousel=about-unhack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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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top-cyber-security-experts-report-4-000-cyber-attacks-a-day-since-covid-19-pandemic-301110157.html


 마지막으로 Storm은 보안이 시급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경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기업의 대표와 직원들이 
새로운 사고방식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시간이 지남에따라 변화가 
생길 테니까요." Storm은 하루아침에 철통같은 사이버 보안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접근하기 쉬운 솔루션부터 
한 번에 한가지씩 구현하기를 권장합니다. 

2. 인적 오류의 최소화

Storm은 "사람으로 인한 요소가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최고의 
보안 시스템이라도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금세 해킹될 수 
있으므로 모든 직원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게임 형식 등의 교육 방법을 활용해서 치밀한 해커의 공격에 
대한 인지를 강화하고 대응 방법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통해 빈틈을 찾아내고, 새로이 발견된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원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3. 클라우드를 통한 데이터 관리와 보안

Storm은 "Cisco Umbrella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 보안 
솔루션은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보호하는 게이트와 통합 
액세스 정책을 제공합니다. 노트북과 다른 물리적 엔드포인트 
대신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면 일반적인 공격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브리드 
근무가 더욱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사용자가 회사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았을 때도 보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관리형 서비스 활용

Storm은 "중견·중소기업은 직원과 예산이 부족하고 보안을 
위한 기술이 부족하므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형 보안 서비스는 생각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도입이 쉽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스코는 이러한 서비스 
공급업체와 연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Mike Storm, Cybersecurity Distinguished Engineer

시스코 소규모 비즈니스 보안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팟캐스트 

Unhackable with Mike Storm 듣기

영상 시리즈 

Cisco IT Security Makeover 시청하기

전문가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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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근무를 간편하게 만드는 
5가지 Webex 기능
중견·중소기업은 자신이 가진 모든 리소스를 최대로 활용해서 
높은 성과를 얻곤 합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견·
중소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도구의 사용 방식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코 디지털 및 중견·중소기업 전략 파트너 사업부 부사장 겸 
대표인 D.P. Venkatesh는 "서로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만큼의 리소스가 없는 중견·
중소기업은 Webex와 같은 도구로 비즈니스의 운영을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Venkatesh는 중견·중소기업이 Webex의 기능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Webex를 
사용하여 팀원들의 하이브리드 근무를 개선할 수 있는  5가지 
방안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실시간 번역 및 회의록 기능 활성화 
Venkatesh는 "메모를 하는 대신 회의 자체에 집중하세요. 
화자에 레이블을 표시하는 기능과 회의 후에 메모와 회의록을 
편집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팀원들의 발언을 빠르게 요약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녹화된 회의도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므로 
중요한 논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속해서 개선되는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영어에서 100여 가지 언어로 실시간 
제공되기 때문에, 비영어권 화자와 청각 장애가 있는 참가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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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katesh에 따르면, Webex가 전화 통화와 콜센터에까지 
다양한 기능을 확장하고 있고 100여 개의 앱과 통합되므로 
자신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맞춤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Venkatesh는 "미래의 일은 어떤 형태일지 모릅니다. 다만,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이라는 점만은 확실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브리드 근무가 진화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와 그 사용 방식도 진화할 것입니다. 

보고뿐만 아니라 온보딩의 일부까지도 간단히 이메일이나 채팅 
등 팀원들이 참여 중인 채널에 직접 영상을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더욱 절약하고 싶다면 영상을 다소 
빠른 속도로 재생하고 필요한 정보까지 바로 건너뛰면 됩니다.

5. 주변 소음 제거

"음소거"를 누르는 대신 그 옆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메뉴를 
엽니다. 모든 주변 소음을 제거하거나 필요에 따라 화자의 
음성에 맞게 음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Venkatesh는 
이것이야말로 Webex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기능이라고 
말합니다. 주변 소음이 흔히 발생하는 환경이라면, 오디오 
설정에서 모든 통화와 미팅에 대해 소음 제거 기능을 기본값으로 
설정해둘 수도 있습니다.

2. "OK Webex" 음성 명령을 통해 회의에 필요한 회의 작업  
       자동화

Webex Assistant는 AI 기반 음성 디지털 도우미로, Venkatesh
의 표현에 따르면 "깍두기 팀원"입니다. 이 도우미를 계정에서 
활성화하면 왼쪽 아래 회의 창에 나타납니다. Webex에게 
메모를 하게 하거나 태스크 항목을 만들라고 명령하면 회의 창 
사이드 패널의 "하이라이트" 부분에 자동 저장됩니다. (자막의 
일부를 직접 하이라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3.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창의력 발휘

Venkatesh는 이제 모든 팀원이 같은 물리적 공간에  앉아 
일하는 시절은 지나갔고, 각자의 공간에서 다소 산만해 지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다수가 다양한 장소에서 참여하는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참가자들의 집중을 유도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Webex에서 제공하는 Slido를 사용하면 다양한 설문을 만들고, 
실시간 Q&A를 통해 참가자들과의 상호작용 및  유대감 형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 전후에 Slido 설문을 열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4. 초청장 대신 비디오 메시지 전송하기

때로 가장 생산적인 회의는 회의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Vidcast를 사용하면 캡처 이미지를 삽입하거나, 짧은 동영상을 
간편하게 제작하여 팀원 혹은 고객과 공유한 다음, 타임라인에서 
공감과 댓글을 이용해 콘텐츠에 대한 피드백을 빠르게 취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은 전체회의, 일일 현황 

모든 규모의 기업과 팀에게 

클라우드에서 영상 통화, 회의, 

메시지를 제공하는 방법 

알아보기: Webex

전문가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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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큐레이션 사례

글: Jonny Noble, 시스코 클라우드 보안 기술 마케팅 관리자

개인 큐레이션 사례

글: Jonny Noble, 시스코 클라우드 보안 기술 마케팅 관리자

두 가지 관점: 가상 회의 배경의 효과
영상 통화시 사용하는 배경화면은 전문가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저는 팬데믹 와중에 이사를 했습니다. 한동안은 
Webex 회의시 평범한 벽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말에 창고를 
청소하다가 오래된 앨범들이 가득한 상자를 
발견했고, 제 뒤에 있는 벽에 장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앨범들은 Pink Floyd, Queen, Led Zeppelin, Yes, Steely Dan 등, 제가 자라면서 들었던 
음악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밴드도 있고, 창의력이 발휘된 아트워크가 커버로된 앨범들도 다수 
있습니다. 회의시에 카메라에 잡히는 앨범은 10여개이지만, 실제 벽에는 20개 정도가 더 장식되어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주죠!

저는 기술만이 아니라 음악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전시된 앨범들 Webex 통화를 할때 상대와의 
어색함을 깨는 데 좋습니다. 가상 회의는 때로 인간미가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앨범 아트를 
보여주면서 일하지 않을 때의 제 모습을 자연스럽게 공유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켜고 다른 사람의 삶을 작은 창을 통해 바라보는 가상 회의를 좋아합니다. 모델 
하우스처럼 꾸며서 완벽히 정리된 배경보다는 약간 어질러진 것이 좋습니다. 이제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을 보여주세요. 제 앨범은 회의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더해주고 대화의 소재가 됩니다. 

우리 영업팀은 갑작스럽게 원격 근무로 
전환되자 Webex 통화에서 가상 배경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과 파트너 앞에서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근무가 아주 익숙해지자 이 
도구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고민합니다. 가상 배경은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큰 화면 앞에서 실감 나는 데모를 펼치고 있거나 어깨 너머에 이미지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 덱을 배경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이 슬라이드를 넘기는 
것보다 대화하기가 좋고 흥미롭습니다.

우리도 즐겁습니다. 다소 복잡한 상황이라면 아이리시 펍을 배경으로 바꾸고 "대화하는 동안 
맥주라도 한잔 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곁에 사람을 두고 말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얼굴을 보면서 하던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로고가 들어간 좋은 품질의 배경을 
만드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라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상 배경은 자신이 일하는 곳을 숨기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를 구축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전문가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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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 도입을 위한 파이낸싱 옵션

전문가 관점

기술은 경쟁에서의 우위와 동시에 비즈니스 회복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IDC 설문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초기 단계에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내부 운영을 혁신함으로써 고객, 
파트너, 직원의 참여를 높인 "디지털 성숙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전반적인 피해를 적게 입었습니다. 디지털 경험이 없는 회사의 
29.0%가 수익이 10% 이상 하락했지만, 디지털 성숙도가 높은 
기업은 그 비율이 19.9%에 불과했습니다.

시스코 고객에게 혁신적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코의 
자회사, 시스코 캐피털의 글로벌 파트너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Sean O'Lear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견·중소기업은 자신의 
요구 사항에 맞고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분할 
요금제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예산이 한정된 중견·중소기업은 유용한 기술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현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투자 기회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DC에서 2020년 10월에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0% 이상이 IT 
예산이 혁신적 투자의 장벽이라고 답했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투자 자금 융통 문제는 여러 중견·중소기업들이 
비일비재하게 겪는 일입니다.

자금 부족으로 인해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등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가령 팬데믹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정난이 금세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은 모든 기업들에 영향을 미쳤지만, 전반적으로 중견·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본 이유는 즉시 조달될 수 있는 예비 
자금이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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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에 맞는 파이낸싱

옷과 마찬가지로, 기술 확보에 적절한 서비스를 찾으려면 
맞춤화가 필요합니다. EMEA 지역 시스코 캐피털 상거래 책임자, 
Rafael Chacon은 "중견·중소기업에는 일률적인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각 고객의 상황을 파악하고을 보고, 
창의성을 발휘해 고객이 원하는 시스코 솔루션을 구매하기에 
적절한 결제 옵션을 찾아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적 낭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는 Cisco 
Refresh가 있습니다. 중견·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보증성과 지원 
옵션은 동일하면서도 새 제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완전히 인증된 
재제조 장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근무를 위한 새로운 IT 투자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중견·중소기업에서는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 조성에 IT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 적절한 
기술에 투자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새로이 
부각시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중견·중소기업에게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현금과 지원을 제공했던 시스코 캐피털은 비즈니스 
소유주가 기술 투자를 위한 분할할부 요금제 옵션을 활용하고 
싶다면 4가지 특성을 고려할 것을 권합니다.

1. 유연성: 기업의 요구 사항은 급속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술의 우선순위가 변했을 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파이낸싱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자금 융통: 결제 요금제는 선불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제거하여 다른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사용할 
자금을 융통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3. 단순성: 중견·중소기업은 이미 충분히 관리할 사항이 많기 
떄문에 결제 요금제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액세스와 
조정이 간단하며, 숨겨진 비용이 없어야 합니다.

4. 종합성: IT 직원이 적거나 아예 없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한 번에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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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관점

Chacon은 "어떤 중견·중소기업은 시스코가 접근하기 어렵고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은행과 같은 대형 기관이 
아닙니다. 행정적 절차가 많지 않고 언제든 솔루션을 찾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리소스가 한정된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유연한 결제 및 주기 
관리 옵션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다면 당면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시스코 캐피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소규모 기업을 위한 파이낸싱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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