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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네트워크와
더 완벽해진 협업 환경
내가 선택하는 장소가 곧 사무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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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인사이트 및 시장 동향

바로 지금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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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근무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됨에 따라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 도입이 빨라지고, 인사 정책과 기업 

문화의 변화에 대한 이슈가 수면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업무 환경이 장소에 구분 없이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원과 기업 모두의 기대치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변화한 직원들의 요구와 기대치에 걸맞도록 인재 전쟁과 혁신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업무 환경과 방식에 

대한 규범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CIO의 70%가 팬데믹 이전보다 생산성을 위한 업무 환경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다고 답변

  (디지털 민첩성  가속화 조사(CIO 데이터) — Cisco, 2021)

· 직원의 77%가 유연한 업무 스타일을 수용하고 있음(하이브리드 근무를 위한 솔루션: Webex Suite Deck)

· 전체 회의의 98%에 1명 이상은 원격으로 참가

  (Cisco Global Workforce Survey: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의 등장 보고서, 2020년 10월)

· 직원의 96%가 지능적인 업무 공간 기술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하이브리드 업무 공간 수용 eBOOK북)

· 86%: 쉽고 빠르게 애플리케이션 액세스와 탁월한 협업 환경으로 분산된 근무 인력 지원

· 89%: 사용자 기기, 네트워크,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안, 제어, 거버넌스 관리

글로벌 IT 리더가 생각하는필요 사항(디지털 민첩성 가속화 2021, Cisco):



시스코 하이브리드 업무 솔루션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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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하이브리드 업무 솔루션의 활용 사례
실제 고객의 환경에 따라 적용 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5



활용 사례로 알아보는 시스코 하이브리드 업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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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원의 재택 근무 경험 개선

컨택 센터의 원격 에이전트 및 감독자에게 필요한 기능 확장, 
보안 강화 및 최적화

전세계 어디에서도 원하는 디바이스를 통해 완벽한 테스크,
잡 및 애플리케이션 제공

오피스 내 미팅 및 허들 공간의 하이브리드 업무 경험 최적화

기본 활용 사례

개인

회의



기본 활용 사례

보안 액세스
유연한 네트워크 액세스 모델을 통한 원활한 직원 경험 제공

요구사항

어디서나 안전하고 일관된 업무 경험 제공

시스코 솔루션

• 사용자 및 디바이스에 네트워크에 대한 유연한 ID 기반 액세스(하드웨어, 소프트웨어, BYOD)
•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는 원활한 액세스 경험

• 원격 엔드포인트용 중앙 집중식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 기능

• Cisco Software-Defined Access(세그멘테이션, 자동화, 어슈어런스 사용)
• ISE를 통해 보안 정책의 일관성 유지

• 고객 관리형, MSP, S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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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활용 사례

안전한 협업
원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연결

요구사항

• 원활한 비디오 기반 협업 및 통합 AI를 통한 포용적인 팀 참여 및 생산성

• 업무와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면서 팀과 워크플로를 더욱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유연하고 안전한 협업 툴

시스코 솔루션

• 데스크탑(PC, Mac, VDI) 및 모바일에서 연결 및 개인화할 수 있는 단일 앱

• Webex(Calling, Meetings, Messaging)
• 내장형 보안, 사내 정책 준수, 다단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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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활용 사례

가시성 향상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 편의성을 통한 다운타임의 최소화

요구사항

분산된 애플리케이션, 보안, 네트워크, 사용자, 서비스 성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하여 사용자 경험 최적화 지원

시스코 솔루션

• 분산된 인력으로 인한 가시성에 대한 당면 과제를 총체적으로 해결

• 장비에서부터 케이블까지 퍼포먼스 관리

• 실시간 분석 및 임계값 알림 링크로 사전에 가능한 문제 감지, 예방적 해결을 위한 문제 해결 툴에 간편하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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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활용 사례

임원진/전문가 홈 오피스
전문적인 기능 요구 사항을 가진 직원의 재택 근무 경험 개선

요구사항

• 워크플로 가속화 및 내부 직원과 고객의 경험 향상

• 비디오를 통해 직원에게 간편하고 안전한 액세스를 제공하여 활동 또는 트랜잭션 간소화

• 위치에 상관없이 트랜잭션, 보수, 문제 해결, 기타 고급 활용 사례를 지원할 전문가 파악 및 연결

시스코 솔루션

• 시스코 비디오 협업 및 메시징

• 구체적인 활용 사례에 최적화된 유연한 액세스

• 솔루션 및 파트너(RealWear, ServiceNow)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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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활용 사례

개인 오피스 공간
하이브리드 업무를 위한 더욱 효과적인 핫데스킹(hot-desking), 호텔링, 개인 워크스테이션 지원

요구사항

• 워크스테이션, 핫데스킹(hot-desking)/호텔링, 개인 사무 공간의 하이브리드 인력을 위해 더욱 효과적인 협업

경험과 심층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툴

• 변화하는 하이브리드 사용 패턴, 안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응하기 위한 가시성 및 관리 옵션

시스코 솔루션

• Webex 디바이스(Webex Desk Hub, Webex Camera, Webex Desk Series) 비디오를 통해 모든 개인 업무

환경 Wayfinding, 예약, 보안 로그인, 비대면 참여, 캘린더 및 가상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액세스 지원

• IT 및 WPR을 위한 업무 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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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활용 사례

공유 공간
안전하고 지능적인 공간의 활용을 통해 건물 및 공유 공간내 직원들을 연결

요구사항

• 유연하게 수용건물/회의실의 인원을 관리하여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는 업무 환경 조성

• 더욱 효율적인 개방형 협업 공간

• 빌딩 접근을 위한 안전 옵션 및 공용 공간의 수용 인원 모니터링

시스코 솔루션

• DNA Spaces, Webex 디바이스, Meraki, Catalyst AP
• 근접성, 실시간 위치 데이터, 환경 데이터, 밀도/수용 인원 모니터링

• 방문객용 퍼블릭 Wi-Fi에 대한 안전한 접속 및 사용자 개인 정보의 완전한 관리

• 디지털 사이니지 – 정보 제공과 알림을 위한 정적, 동적, 자동 실시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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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활용 사례

협업 및 회의 공간
오피스 내 회의 및 허들 공간에 대해 하이브리드 업무 경험 최적화

요구사항

• 사무실 내 사용자 및 원격 사용자에 대해 경험을 최적화하는 더욱 효율적인 오피스 환경 구축

• 비디오/협업 지원 미팅 룸, 예정된 미팅 및 임시 미팅을 위한 점프 스페이스

시스코 솔루션

• Webex 디바이스(Room Series, Desktop Series, Board Series, Room Navigator)
• 지능형 예약, 비대면 참여 및 제어, 음성 명령, 실내 제어, 알림

• 화면을 사용하지 않을 때 디지털 사이니지 활용

• 업무 환경 애널리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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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활용 사례

컨택 센터
원격 에이전트가 더욱 의미 있는 고객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

요구사항

컨택 센터 원격 에이전트 및 감독자 기능의 안전한 확장 및 최적화

시스코 솔루션

• 클라우드 컨택 센터 및 VPN을 사용하지 않는 액세스를 통해 어디서든 업무 확장

• 분산된 위치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에이전트 관리

• 가상 에이전트 지원: AI 셀프 서비스 및 챗봇을 통해 에이전트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복잡한 고객 문의에 집중하도록

지원

• 보안 규제 준수 및 감독 관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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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활용 사례

하이브리드 운영 방식
위치에 상관없이 운영을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

요구사항

운영 도메인에 대해 정책 기반의 안전한 원격 연결성 제공

시스코 솔루션

• 운영 장비/프로세스 보안 원격 액세스를 위한 Cisco IoT 및 Industrial Security 솔루션

• ISE를 통해 보안 정책의 일관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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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활용 사례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에 대한 안전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탁월한 사용자 경험 제공

요구사항

세계 어디서나 원하는 디바이스를 통해 완벽한 데스크탑 및 애플리케이션 경험을 제공하면서 데이터 센터에서 IP를

안전하게 보호

시스코 솔루션

• 사용자의 작업 중단 없이 새로운 데스크탑과 앱을 신속하게 구축 및 확장

• 엔드 유저 데스크탑 및 데이터의 탁월한 제어 및 보안 유지

• 협업 지원 VDI 데스크탑 사용자 경험으로 통화, 미팅, 메시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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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활용 사례

산업용 자산 및 시설 모니터링
장비 및 위치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여 효율성 및 직원 안전 향상

요구사항

실내 및 실외 산업용 자산 및 시설(즉, 온도, 습도, 자산 트래킹, 진동, 인그레스/이그레스, 누수, 진동, 수용 인원, 냉장

상태, 조명 등)을 모니터링하여 매뉴얼 작업 및 직원 이동성 감소

시스코 솔루션

• Cisco Industrial Asset Vision – 바로 사용 가능한 통합 올인원 솔루션

• Cisco IP65 및 IP67 등급 센서, 게이트웨이, 클라우드 기반 관리 대시보드

• 설명이 불가한 상태 변경에 대한 알림 트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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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활용 사례

지속 가능한 시설
에너지 효율성을 실현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

요구사항

건물 운영 관리, 통합, 지원,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 및 환경 영향을 줄이고 향상된 경험 지원

시스코 솔루션

• UPOE/UPOE+ 스위치를 통한 CD 마이크로그리드 지원

• POE 디바이스 에코시스템 파트너

• 디바이스를 통해 빌딩 운영 및 새로운 경험에 관련한 환경 모니터링 및 인사이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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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의 스마트한 기술로 만든 맞춤형 IT 플랫폼으로
누구보다 앞선 미래형 사무실을 경험하세요!

오피스 투어 신청하기 >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시스코 하이브리드 업무 솔루션 자세히 보기

중견·중소기업용 시스코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데모 및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솔루션 데모 및 상담 문의 >

https://www.ciscofeedback.vovici.com/se/2C85931E0E033180
https://engage2demand.cisco.com/LP=8059
https://www.cisco.com/c/ko_kr/solutions/small-business/solutions/small-business-hybrid-work.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