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co Easy Pay
지금 귀 사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Easy Pay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으로 구매하십시오

시스코의 다양한 솔루션을 Easy Pay 를 활용하여
구매하시면 기술적 진부화를 회피하면서 미래의
최신 기술에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Easy Pay 상세 소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변화의 속도에 걸맞는 민첩한
대응력과 최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시스코는 우리의 고객들이 기술적으로 뒤쳐지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합니다. 시스코의 최신기술이 탑재된 제품을 손쉽게 도입하여 회사의
비즈니스에 가치를 더하고 조직의 당면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제안
합니다

지원하는 제품 목록

데이터센터(DC) 서버 제품군을
제외한 시스코 제품.

시스코의 Easy Pa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스코 고객은 초기 비용부담 없이
매월 일정한 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과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시스코의 최신 차세대 방화벽을 도입하여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보호
• 사내 네트워크를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를 수행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
• 새로운 데이터센터 시설을 구축하거나 현재의 시설을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참여 국가에 따라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용 승인을 전제로 합니다

© 2018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프로그램 유효기간
*2019년 7월 27일까지 유효

At a Glance
Cisco Easy Pay

Easy Pay

적용 예제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90%의
비용에 대하여 무이자 할부 지원*

$1,000,000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는 3년
무이자 할부 지원*

전체 구매가격*
- 70% 하드웨어 ($700,000)
- 30% 소프트웨어 ($300,000)

3년 경과 후 기존 하드웨어는 반납
후 신규제품으로 교체하거나,
나머지 10% 잔존가를 납입하고
소유 가능

전체 구매가격의 90%

*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전체 비용의 30% 미만인
경우, 3년간 90%의 비용을 무이자로 분할 납입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되며,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30%를
초과할 경우 일반 이율이 적용됩니다.

$900,000 ÷ 36 = $25,000

Lease and related products may be available through Cisco Capital (or
the Cisco Capital local in-country entity) or independent third parties
acceptable to Cisco Capital that are qualified to offer the lease and
related financing products in your applicable jurisdiction. Available to
qualified customers in select countries and subject to credit approval
and execution of standard documentation approved for this offer by
the applicable lessor. Rates are based on customer’s credit rating,
financing terms, offering types, location, equipment type and options.
Not all Cisco products are eligible. In addition, the pricing set out above
is exclusive of any applicable tax,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VAT, GST,
sales, use or personal property taxes (unless otherwise stated above)
which may be imposed upon the equipment or the transaction. Other
restrictions may apply. Cisco Capital reserves the right to change or
cancel this program at any time without notice.
© 2018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Cisco and the
Cisco logo ar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Cisco and/
or its affiliates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To view a list of Cisco
trademarks, go to this URL: www.cisco.com/go/trademarks. Thirdparty trademarks mentioned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The use of the word partner does not imply a partnership
relationship between Cisco and any other company. (111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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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

월 비용 (무이자)

$JTDP&BTZ1BZ

계약 종료시 선택

매월 청구액
$25,000
전체 상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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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가격의 90%
* 최소 거래가액은 $5만불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ciscocapital.com 를 방문하시거나 귀사의 고객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시
스코 제품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요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