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다!
Cisco DNA를 위한 신규 Secure Access
프로모션
Cisco® DNA(Digital Network Architecture) 및 Secure Access 프로모션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Secure
Access

• 최적화된 맞춤형 모바일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
•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보안 및 규제준수 강화
• 자동화를 통해 네트워크 간소화

스위칭 및 무선

Cisco DNA Secure Access 프로모션
최대 33% 더 큰 가치1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매니지드형

Cisco ONE Foundation for Access에는 이제 Cisco
StealthWatch® 1년 라이선스 및 CMX(Connected Mobile
Experiences) Beacon Center 1년 라이선스가 무료로
포함됩니다.

3년 이상의 Cisco Meraki®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 시
1년 무료 사용권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

모든 Cisco Meraki 제품 라이선스에 해당됩니다 .

Cisco Catalyst® 3850 및 3650 Series 스위치 , Cisco 5520 및 8540 WLAN
컨트롤러 , Cisco Aironet™ 1800, 2800, 3800 액세스 포인트에서 지원 .

네트워크 자동화

DNA Services 활성화

무이자 파이낸싱

해당 SKU를 리스트 가격으로 $600,000
이상 구매 시 $23,995 상당의 Cisco
APIC-EM Appliance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2. 해당 프로모션은 재고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해당 SKU를 리스트 가격으로 $300,000
이상 주문 시 사전에 정해진 DNA
솔루션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Cisco
Partner Services 바우처 수상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선 3년에 걸쳐 구매 비용의 90%를
지불합니다. 그런 후, 파이낸싱 서비스
기간 종료 시점에 장비를 반환하거나
남은 10%의 구매 비용을 지불해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Cisco DNA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네트워크는 디지털 비즈니스의 중요 기반입니다. 그러므로 네트워크를 비즈니스 목표에 부합하게 활용하는 기업은 2배 이상의 매출
신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3. Cisco DNA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들이 디지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청사진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및 IT 부서가 더욱 신속히 혁신을 추진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com/go/dna 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Cisco AM에게 이번 프로모션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해당 프로모션은 제한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용 약관은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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