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 부문에서는 IoT, 엣지 컴퓨팅, 모빌리티, 사용자 기기 등으로, 애플리케이션 부문

에서는 클라우드, SaaS, SD-WAN 등으로 인해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처럼 역동적인 

환경 속에서 고객은 이 두가지 영역을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대해 고민하는데, 

그 결과 자동화 기술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클라우드 도입,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활용은 일상이 되었으며 오늘날 모든 기업은 

디지털 비즈니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비즈니스들은 접근성, 안전성, 민첩성, 

끊김없는 연결이 보장되는 경험을 요구합니다. 

이에 시스코는 각각 진화 중인 기술들을 통합해 가치를 제공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중점을 두며, 

이런 기술을 가능한 단순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통합 아키텍처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의미합니다. 일부 파트너들은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를 

판매하기 시작한 후 상위 1% 파트너들을 Chairman’s Club에 소속될 수 있었는데 이는 

멀티도메인 아키텍처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증명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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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객은 단순 자동화를 애널리틱스와 결합해 IBN(Intent Based Networking)을 구현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실제 두 가지 기술을 갖춘 고객은 매우 드뭅니다. 또한 IBN을 도입하고 

싶지만 오직 4%만이 관련된 준비를 갖췄으며, 35%는 2년 안에 그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고객의 최대 관심사: 자동화 애널리틱스 및 IBN(Intent-based Networking)



늘어난 클라우드 소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가장 각광받는 분야는 SD-WAN입니다. 

시스코 설문에 따르면 2022년까지 IP WAN 트래픽이 5.3엑사바이트로 또 2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확인되며, 그 여파에 따라 실제로 시스코 고객의 95%가 2년 안에 SD-WAN을 도입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시스코는 전략적으로 SD-WAN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모든 형태의 클라우드 및 

도메인에서 안전한 연결을 자동화해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실제 파트너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미 포츈 100대 기업 중 70%가 시스코 SD-WAN을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시스코 SD-WAN을 직접 Azure의 가상 WAN 서비스에 통합한다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SD-WAN을 Office 365와 보다 밀접히 통합해 더욱 뛰어난 성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늘어나는 IP WAN 트래픽으로 인한 SD-WAN 수요의 증가

시스코는 이미 2년 반 전 IBN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으며, 디지털 인프라를 재구성하고, 정책 

기반 자동화, 애널리틱스 및 어슈어런스, AI 및 머신러닝, 멀티 도메인 솔루션을 소개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각 기술에 해당되는 솔루션을 꾸준히 출시하고 

시장의 변화 발맞춰 파트너가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할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포트폴리오 판매가 보다 수월하도록 구매 프로그램도 새롭게 재구성했는데, 

새로운 Cisco DNA Enterprise Agreement(EA)는 더 많은 기술을 구입할수록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하고, 구축 시간을 절약하고, 무료 DNA 어플라이언스 또는 솔루션 스타터와 같은 새로운 

파트너 수익 모델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스코 IBN 기술

이는 많은 기업들이 IBN 구현을 위한 디자인, 구축, 컨설팅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스코와 파트너에게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중 고객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애널리틱스인데, 시스코는 그 동안 관련 투자를 단행하며 거대한 센서로 변화 네트워크의 

애널리틱스를 통해 보안, 비즈니스 및 IT 인사이트를 얻는 것에 집중해왔습니다.

일례로 보안 부문에서 시스코는 2년 전 암호화된 상태로 플로우/트래픽을 분석해 그 안에 

악성코드가 있는지 여부를 감지하는 ETA 솔루션을 출시했습니다. 그 결과 시스코 고객은 

기존에 숨어 있거나 특정 시간에만 활동해 탐지가 어려웠던 악성코드까지 매우 빠르게 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ETA는 단순 분석을 넘어서서 Talos와 결합되어 추후 조치를 

위한 경고를 울리기도 하는데, 한 고객은 기존에는 1,700개의 알림을 받았으나 Talos를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를 관련성이 높은 2개의 중요 액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기존 고객 환경은 수십 또는 백여개의 벤더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오늘날 고객의 

클라우드의 규모와 확장성에 맞는 보다 통합된 벤더/솔루션 환경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20개 미만의 벤더 솔루션을 보유한 고객 수는 2018년의 21%에서 2019년 14%로 

줄어들었습니다. 단순성, 도입 시간 단축, 더 낮은 운영 비용 때문에 순수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찾는 고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스코는 이미 수년 전부터 클라우드로의 여정에 참여하고 가장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왔습니다. 시스코는 ZeroTrust, 클라우드 엣지, 애플리케이션, SD-WAN까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가장 광범위하게 갖추고 있으며, 해당 솔루션들은 대대적인 규모에도 적용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새로운 솔루션 스타터는 각 엔터프라이즈 동의서 당 7,500만 달러 상당의 고객 혜택을 제공하며, 

새로운 수명주기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파트너가 채택한 각 DNA Center 내 기술 세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최대 2,5000 달러까지 지원합니다. 

2가지 머라키 신제품 출시 소식을 전합니다. 

첫째는 머라키 대시보드의 단순한 기능을 바탕으로 구축된 전기능 모바일 게이트웨이인 Meraki 

MG21을 발표합니다. 해당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면 모든 ISR, 머라키 어플라이언스 등을 차세대 

무선 라우터로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높은 가용성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2년 이상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과 머라키 부서의 협업 끝에 Meraki MS390 스위치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머라키 대시보드의 단순함에 더해 시스코 스위치의 강력한 하드웨어 

기능을 탑재한 머라키 최강의 스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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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에서 시스코의 노력은 여러모로 결실을 맺고 있는데, 최근 포레스터 리서치에서 

시스코를 Zero Trust Wave 분야의 리더로 선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시스코는 관련 프레임워크의 

주요 구성 요소인 Duo는 매달 5억 개의 인증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시스코는 이 모든 

기능들을 통합 제공해 무수히 많은 데이터 속에서 위협을 찾아내며, Talos를 통해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객이 원하는 단순성 제공을 위해 지난 해 Cisco Defense Orchestrator를 출시, 

시스코가 플랫폼 전체는 물론 AWS와 같은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공통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출시된 Cisco Threat Response는 고객 생태계 내에서 위협을 검색해 기업 IT 환경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도와왔으며, 이 플랫폼 일일 사용자만 7,000명에 달합니다. 

클라우드 엣지는 50억 규모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데, 파트너의 관련 비즈니스 

기회 포착이 쉽도록 시스코의 클라우드 엣지를 위한 플랫폼은 Umbrella위에 구축되어 DNS 

보안,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브로커, 선택적인 웹 프록시를 포함합니다.

올해 초에는 Cisco Umbrella에 Secure Web Gateway와 클라우드 기반 방화벽이 추가되어 

보다 종합적이며 안전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능은 무료 

체험이 가능하거나 머라키의 추가 기능의 일부로 실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스코는 Zero Trust 기술로 단순히 Duo의 멀티팩터 인증만이 아니라 ISE로 업무 환경을 

보호하고, Tetration으로 워크로드를 보호하는 등 진정한 Zero Trust 아키텍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년 이내 애플리케이션 수가 50% 가량 증가할 것이며, 현존하는 앱 중 50%는 2년 안에 새로 

변경되거나 없어지거나 클라우드로 이동해갈 것입니다. 이같은 애플리케이션 관련 변화는 

고객들을 멀티클라우드 환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시스코 고객의 88%가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셰도우 IT를 제외하고는 평균 16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정도로 클라우드는 IT 단순화와는 거리가 먼 기술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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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스코는 이런 복잡한 작업을 간편화하고 다양한 클라우드를 하나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일관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 관리, 보안 및 

네트워킹을 두루 포함하는 가장 종합적인 멀티클라우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스코 포트폴리오는 포괄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것 외에 AppDynamics, Tetration, Secure 

SD-WAN 기술을 통한 자사만의 독특한 강점을 지니며, 독자적인 멀티클라우드 기술을 위한 

세일즈 플레이와 애플리케이션 경험 관리와 관련된 세일즈 플레이를 함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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