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Cisco Impact 행사에서 발표했던 여러 목표 중 첫번째는 시장의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스코는 단순 성장보다는 수익의  큰 부분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런 소프트웨어 수익의 2/3가 

구독형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성공에 중요 역할을 할 핵심 전략 3가지 중 첫째는 어카운트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판매하는 것인데, 단순히 하드웨어 구입 시 소프트웨어를 함께 

소개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AppDynamics,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전략적 가치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객 환경에 라이프사이클 서비스를 더해 고객의 투자 비용의 실질적인 가치를 

누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아키텍처 위주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스코는 12개 쿼더런트 중 10개 

분야에서 리더 쿼더런트에 포함되는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결과 

중심의 멀티 도메인, 크로스 아키텍처 비즈니스로 이끌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스코는 많은 고객 사례를 개발해 온 것에 더해 이를 실제 영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세일즈 플레이를 개발했으며, 일차적으로 12개 세일즈 플레이를 이번 행사 이후 공개할 

것입니다. 

세부 전략

FY20 우선순위

성장을 위한 혁신
Gerri Elliott, EVP/Chief Sales & Marketing Officer



성장 마케팅(Growth Marketing) 조직은 무엇을 하고 왜 생겼나요?

‘성장 마케팅’ 조직은 시스코의 마케팅과 세일즈 활동을 완벽히 통합하고, 모든 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하나의 

통합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마케팅과 세일즈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지난 해 전 세계 세일즈 및 세그먼트 팀, 글로벌 

버추얼 세일즈 및 엔지니어링, 산업 솔루션 그룹, 마케팅 팀의 모든 부서가 함께 논의한 결과 세일즈와 마케팅이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기회를 만들어 나갈 성장 마케팅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성장 마케팅 조직을 통한 세계적으로 일관된 지원과 활동은 파트너가 시스코와 보조를 맞춰 나가는 작업을 더욱 

수월하게 해줄 것이며, 파트너가 영업 기회를 확장하고, 자사의 차별점을 강화하며 시스코 브랜드에 힘입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툴과 자원도 함께 제공할 것입니다. 

고객 어카운트 세분화

전 세계 고객 어카운트 역시 일관되게 구분할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시스코는 세일즈 변혁의 첫 단계로

프라이빗, 퍼블릭, SP 고객을 포함한 전 세계 어카운트를 기업 특징, 비즈니스 기회, 비즈니스 연혁 등을 고려한 

방식으로 두 개의 세그먼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tier를 정리했습니다. 

이러 변화의 장점은 첫째, 고객의 세그먼트/티어에 따라 진정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며, 

둘째, 성공 사례들을 세그먼트별로 보다 원활하게 공유해 같은 분야의 고객에게 동일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스코와 파트너의 보다 원활한 협력 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일즈 플레이로 가능해질 능동적인 비즈니스 대화

Gerri가 앞서 언급했듯이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를 위해 제공할 세일즈 플레이는 영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의 디지털 플레이북에 담은 자료로 고객과 능동적인 성과 중심의 대화를 하도록 도울것입니다.

세일즈 플레이는 아키텍처 기반의 성공 사례도 포함해 고객이 원하는 결과/성과 중심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Own Your Edge
Jim Walsh, SVP Growth Marketing

또한 시스코 파트너의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해 ‘성장 마케팅(Growth Marketing)’ 조직을 

발표했는데 신규 조직을 통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마케팅과 세일즈의 협력은 물론, 브랜드 

극대화, 고객 수요 창출과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최고 브랜드 중 15위를 차지한 시스코는 The Bridge to Possible 캠페인을 통해 

보다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시스코 파트너 중 하나인 e+가 시스코 플랫폼의 오픈 API를 활용해 협업적인 

워크플로우를 개발, 환자와 골수 기증자를 연결해주는 Be the match 프로그램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더 많이 생겨나길 기대합니다.

또한 마케팅 자원이 부족한 파트너에게는 Virtual Demand Center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미 마케팅 팀을 갖춘 파트너에게는 Joint Demand 

Generation 프로그램을 통해 가치 창출할 것입니다.

또 파트너들이 앞으로 시스코의 모든 마케팅 자원에 손쉽게 접근하도록 기존의 시스코 Learning, 

Funding, Central, Activate 마케팅 지원을 Marketing Velocity라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할 

것입니다.

파트너를 위한 수요 창출, 성장, 마케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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