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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here to help your business  

Cisco Capital은 Cisco®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금융회사로서 전세계 
Cisco® 의 고객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파이낸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isco Capital은 일반 금융회사와는 달리, 
Cisco® 솔루션을 도입하는 고객의 사업내용 
및 투자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유연하고 
경쟁력있는 파이낸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술 파이낸싱: Cisco Capital은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Cisco® 솔루션의 고객를 위한 파이낸싱 프로그램(End-
user Financing)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싱 대상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Cisco®의 전체 
솔루션이며, 개별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일부 타사 장비도 
협의를 전제로 파이낸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채널 파이낸싱: Cisco Capital은 전세계 140여개 국가의
Cisco® 채널파트너사에게 Cisco®에서 제공하는 
여신한도와는 별도의 추가 여신한도(Credit line) 및 결제 
조건연장(Extended Payment term)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Cisco® 인증 리퍼장비: Cisco® 인증 리퍼장비(Cisco 
Certified Refurbished Equipment)에 대한 품질관리, 마케팅 
및 판매를 담당하는 Cisco Capital 리마케팅 사업부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친환경적이며,  비용절감효과가 있는Cisco® 
인증 리퍼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Cisco ® 솔루션 도입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Cisco Capital을 통해 기술투자를 
관리하면,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총 소유비용(TCO)이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Now you can invest for the future with added confidence

Financing Business Innovation

Cisco Capital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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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리스
금융리스는 할부구매방식의 프로그램으로 고객은 리스의 
장점과 자산소유권의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으며, 계약시 
협의 된 금액으로 만기 시 장비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리스는 현금흐름 및 예산 관리를 위한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운용 리스
운용리스는 투자예산 또는 운용예산을 이용하여 기술 
노후화의 위험과 수명을 다한 장비처리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상 잔존가액을 사전에 공제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시, 장비를 반환하거나 
일부 혹은 전체 솔루션을 보다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Cisco Capital은 장비의 부외거래 처리하는 
추가적인 편의성과 더불어 최저의 경쟁력 잇는 비용을 
제공합니다.

세일 앤 리스백   
세일앤리스백 거래는 Cisco® 솔루션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기존 장비 및 잔존장부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Cisco Capital이 고객의 해당장비를 먼저 매입한 
후, 재리스하게 됩니다. 기술도입과정에서 고객은 사용중인 
자산을 장부에서 상각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서비스 파이낸싱 
서비스 파이낸싱을 통해 Cisco® 유지보수 비용 및 서비스 
솔루션을 하드웨어 파이낸싱과 통합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하나의 지불 일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 마이그레이션
Cisco Capital의 기술 마이그레이션 옵션을 통해 고객은 현재 
파이낸싱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기술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Cisco Capital Korea 안내
Cisco Capital Korea는 고객의 상황에 최적화된 파이낸싱 
프로그램을 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Cisco® 시스템즈 코리아의 
영업담당 또는 Cisco® 시스템즈 코리아의 채널 파트너의 
영업담당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ciscocapital.com

시스코 캐피탈 파이낸싱 프로그램 
일부국가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 경쟁력있는 파이낸싱 프로그램은 기술 도입 및 구축의 재무적인 측면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파이낸싱 서비스

신규 기술투자를 하게되는 경우, 필요한 최적의 솔루션 
선정과 효율적인 투자재원 조달의 2가지 고민에 
직면하게 됩니다.

Cisco Capital의 고객 맞춤형 파이낸싱을 통해 고객은 
필요한 Cisco® 솔루션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고, 예산 상황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싱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지니스 혜택

Cisco® 솔루션을 도입하게되면 생산성 향상, 효율성 
증가, 그리고 경쟁력 강화와 같은 전략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Cisco Capital 파이낸싱 프로그램을 
통해 Cisco® 솔루션을 도입하시면, 비용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불함으로써, 투자예산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진보된 기술도 주기적인 교체와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Cisco Capital은 파이낸싱 기간내에서 
별도의 투자예산 없이 업데이트 또는 장비를 
추가해야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고객은Cisco Capital을 통해 장비 관리 계획을 재무 
계획과 일원화시켜 투자수익율(ROI)를  최적화시키고, 
총소유비용(TCO)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축비용, 서비스 비용,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을 
파이낸싱 대상에 포함시켜 장기간에 거쳐 지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