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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보고서
비즈니스 탄력성 특별판: 기업의 업무 중단 상황에 대비한 민첩성과 탄력성 개선의 
중요도를 높이고 있는 5가지 트렌드를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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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직원은 물론 회사 차원에서도 코로나 대유행과 같은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업의 운영이 중단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전체 직원이 원격 업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개시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신규 공급업체/지역으로 전략적 공급망을 이전한 

기업도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모든 국가, 지역, 조직이 

기존과는 다른 업무 방식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업무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실 이런 상황을 이미 경험해 본 기업도 

많습니다. 전체 조직 중 70%는 지난 5년 동안 심각한 위기를 

한 번 이상 경험했으며, 95%는 앞으로도 이러한 위기가 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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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wC: 2019년 글로벌 위기 상황 파악 설문”

7  
10곳 중

지난 5년 동안 심각한 위기를 한 
번 이상 경험한 조직

개요 - 비즈니스 탄력성
소개: 비즈니스 연속성과 탄력성의 관계

오늘날에는 사이버 공격, 규제상의 명령, 사회 불안 등의 인적 

원인으로 인해 기업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갈수록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산불, 홍수 및 기타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운영 중단 사태 역시 전 세계에서 정기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생 가능한 운영 중단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IT는 언제나 준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사후 대응에 집중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비즈니스 탄력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IT 분야의 민첩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즈니스 연속성 보장을 위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1 PwC, “PwC 글로벌 위기 상황 파악 설문(2019년)”

https://www.pwc.com/gx/en/forensics/global-crisis-survey/pdf/pwc-global-crisis-survey-2019.pdf
https://www.pwc.com/gx/en/forensics/global-crisis-survey/pdf/pwc-global-crisis-survey-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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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즈니스 연속성과 탄력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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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연속성: 기업이 운영 중단 이후에도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전 정의된 적절한 레벨만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능력 *

비즈니스 탄력성: 조직이 변화하는 환경을 수용하고 

기존 방식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 

**

* 국제 표준화 기구, “보안 및 탄력성 관련 용어”, ISO 22300-2018

** 국제 표준화 기구, “보안 및 탄력성 - 조직 탄력성 - 원칙 및 속성”, ISO 22316-2017

비즈니스 연속성과 비즈니스 탄력성 비교

https://www.iso.org/obp/ui/#iso:std:iso:22300:ed-2:v1:en
https://www.iso.org/obp/ui#iso:std:iso:22316:ed-1:v1: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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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동적으로 변화하는 동시에 분산되고 있는 수많은 사용자 및 디바이스를 연결/보호/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시에, 조직의 탄력성 개선 과정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네트워크 탄력성을 보장함으로써 네트워크 연결 상태와 업타임을 유지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은 고급 

네트워크 플랫폼을 활용하여 탄력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신규 운영 모델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동시에 IT 프로세스와 통합도 가능하며, 직원/핵심 활동/고객/브랜드를 보호하는 네트워크 플랫폼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적절하게 네트워크가 준비되어야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가지 네트워킹 트렌드
네트워크: 비즈니스 탄력성 보장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는 5가지 트렌드

오늘날에는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망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조직의 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Source: BCI, “The Future of Business Continuity and Resilience”

59.8% 

현재 비즈니스 연속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다수 전문가(전체의 59.8%)는 
코로나로 인한 현 상황에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IT 탄력성을 선택했습니다.

네트워크 탄력성: 장애와 문제가 발생하여 특정 통신 

네트워크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준비된 시설을 

활용해 적절한 레벨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유지 

보수하는 능력*

비즈니스 탄력성 네트워킹: 조직이 예상 여부에 

관계없이 운영 중단 시 효율적이며 빠르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네트워킹 

네트워크 탄력성과 비즈니스 탄력성 네트워킹 비교

* 국제전기통신연합, “네트워크 탄력성과 복구 능력 개선을 위한 요구 사항”

https://www.thebci.org/uploads/assets/80883ebb-57ae-428b-bd7cdf2b5c29939f/BCI-007e-The-Future-of-Business-Continuity-and-ResilienceSpreadsweb.pdf
https://www.itu.int/en/ITU-T/focusgroups/drnrr/Documents/fg-drnrr-tech-rep-2014-6-NRR-requireme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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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인력, 업무 공간, 워크로드 및 운영 과정 지원을 위한 민첩성과 복원력 확보
이 보고서에서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기업의 IT 탄력성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5가지 트렌드를 중점적으로 소개합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조직의 4가지 핵심 요소인 작업 인력, 업무 공간, 워크로드 및 IT 운영 개선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림 2. 작업 인력, 업무 공간, 워크로드 및 운영 탄력성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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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IT 팀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원들이 어디서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각 작업자의 IT 성능, 비용 및 보안 최적화

• 재택 근무 시에도 엔터프라이즈급 IT 운영 및 거버넌스(Governance) 방식 확대 적용

하지만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원격 작업자 보안, 그리고 최종 사용자의 행동은 대다수 

IT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우려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격 작업자 지원을 위해 IT 팀에서 해결해야 하는 4가지 주요 문제:

65% 52% 43% 35%

보안
(65%)

최종 사용자 행동
(52%)

애플리케이션 성능
(43%)

IT 운영
(35%)2

작업 인력 - 안전한 원격 근무 보장
트렌드 1: 작업 인력 - 원격 근무환경에서 보안 기능 확대 적용

코로나로 인해 업무 방식이 대폭 바뀌면서, 이처럼 더욱 유동적인 새로운 업무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는 

조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처: Freeform Dynamics, “최신 방식 업무 공간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Cisco 후원 보고서, 2020년 7월)

4.7

실제로 코로나 대유행 이후 재택 근무 직원의 
수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평균 4.7배나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조직의 IT 
팀이 급격히 늘어난 지원 요청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2020년 Cisco 비즈니스 복원력 네트워킹 관련 설문”

https://www-author.cisco.com/c/dam/en/us/solutions/collateral/collaboration/fow-flash-survey.pdf
https://www-author.cisco.com/c/dam/en/us/solutions/collateral/collaboration/fow-flash-survey.pdf
https://www-author.cisco.com/c/dam/en/us/solutions/collateral/enterprise-networks/digital-network-architecture/bus-res-nw-surve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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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디바이스와 가정용 연결을 사용해 기업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원격 작업자는 사이버 보안 공격에 

특히 취약합니다. 대다수 작업자는 VPN을 우회하여 퍼블릭 클라우드의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연결하는데, 퍼블릭 

클라우드는 여전히 가장 방어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3

네트워크 관련 고려 사항: 재택 근무 모델을 대규모로 지원하려는 IT 팀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거나 모든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 VPN을 확장하여 원격 작업자 보호: 이전과 마찬가지로, 엔터프라이즈급 제어 및 보호 기능을 원격 작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기업 VPN입니다.

• MFA(다단계 인증)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보호: 조직 환경을 보호하려면 MFA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MFA에서는 

사용자의 네트워크 연결 또는 중요한 애플리케이션/데이터 액세스를 허용하기 전에 각 사용자의 ID를 확인합니다.

• 멀티클라우드 액세스 보호를 위해 보안 액세스 서비스 에지(SASE) 구축: 클라우드 기반 보안 기능과 SASE를 활용하면 관련 

연결/사용자 디바이스/클라우드 환경에 관계없이 인터넷 기반 위협으로부터 조직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VPN, MFA, SASE를 사용해 원격 작업 인력 보호

원격 근무환경 연결성 및 보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3 Cisco Umbrella, “2019년 사이버 보안 관련 트렌드”

https://www-author.cisco.com/c/ko_kr/products/security/vpn-endpoint-security-clients/what-is-vpn.html
https://www-author.cisco.com/c/en/us/products/security/what-is-multi-factor-authentication.html
https://www-author.cisco.com/c/ko_kr/products/security/what-is-sase-secure-access-service-edge.html
https://www-author.cisco.com/c/m/en_us/business-resiliency/secure-remote-workforce.html
https://learn-umbrella.cisco.com/ebooks/2019-cybersecurity-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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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공간 - 신뢰할 수 있는 보안 환경 구축
트렌드 2 - 기존의 업무 환경으로 안전한 복귀 보장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많지만, 코로나 이후 업무 공간과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화상 회의, 위치 기반 

Wi-Fi 등의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는 기업이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거리 두기 모니터링, 직원 간의 거리 보고, 

업무 공간 자동화 확대, 인간의 생산성과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로봇 도입 등의 다양한 서비스와 보호 조치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도 많습니다.

62% 38% 36% 32% 30%

네트워킹 팀이 직원들의 안전한 업무 공간 복귀를 준비하는 방식

62%: 조직 
전반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화상 

회의 기능 
구축

38%: 안전한 
작업 상태 유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식 구현

36%: 원격 
NetOps 및 헬프 
데스크 집중 운영

32%: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직원간의 거리 
보고 기능 구축

30%: 열감지 
카메라, 고급 공기 
정화기, 비접촉식 
엘리베이터 조종 
기능 등의 새로운 
업무 공간 안전 

조치 마련

출처: “2020년 Cisco 비즈니스 복원력 네트워킹 관련 설문”

https://www-author.cisco.com/c/dam/en/us/solutions/collateral/enterprise-networks/digital-network-architecture/bus-res-nw-surve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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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관련 고려 사항: 작업자들이 사무실로 안전하게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최신의 고성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 네트워크 스트레스 테스트: 대다수 조직의 경우 재택 근무로의 전환으로 인해 네트워크가 장기간 정지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유/무선 서비스가 이전처럼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ID 기반 보안 액세스 자동화: 조직에서는 온프레미스, 집, 공용 네트워크 등 연결하는 위치에 관계없이 사용자 및 디바이스 

온보딩과 서비스 액세스를 일관성 있게 관리/보호/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위치 기반 분석 기능을 통해 직원과 고객의 안전 수준 개선: 기존 Wi-Fi 네트워크에서 업무 공간 모니터링, 알림 및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직원/파트너/게스트/고객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안전한 업무 공간 환경 구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author.cisco.com/c/ko_kr/solutions/enterprise-networks/enable-business-continuity-using-your-network.html#~remote-workforce-network-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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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로드 – 멀티클라우드
트렌드 3: 워크로드 - 멀티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여 탄력성 개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많은 기업의 IT 관리자들이 비즈니스 탄력성 개선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용을 줄이고 더욱 유연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동시에 심각한 장애 발생 및 관련 위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멀티클라우드 모델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퍼블릭 클라우드에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 데이터를 분산 배치하는 것입니다.

IDC, “코로나 영향 설문(5차)”(2020년)

21% 

“실제로 전체 조직 중 21%는 코로나로 
인한 CapEx 문제 해결을 위해 퍼블릭 
클라우드로 워크로드를 추가 이전하고 
있습니다. ”

네트워크 관련 고려 사항: 사용자와 DevOps 팀에게 일관된 환경을 제공하려는 조직은 클라우드/보안/IT 운영 우선순위에 적합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사전 예방적 멀티클라우드 네트워킹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멀티클라우드 네트워킹 전략의 3대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로드: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다양한 개별 클라우드 및 기타 컴퓨팅 환경 전반에서 정책/보안/워크로드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운영 모델을 도입합니다.

• 액세스: 캠퍼스/브랜치/집/외부 등 어디서나 기업 네트워크와 퍼블릭 네트워크 전반에서 사용자 및 디바이스용 보안 

멀티클라우드(SaaS 포함)를 일관되게 제공할 수 있는 SD-WAN 및 SASE 방식을 도입합니다.

• 보안: 여러 클라우드 및 기타 컴퓨팅 환경에 분산되어 있는 사용자/디바이스/애플리케이션 관련 위험을 줄입니다.

https://www-author.cisco.com/c/dam/global/en_sg/assets/pdfs/IDC-COVID-19-Impact-Survey-Highlights.pdf
https://www-author.cisco.com/c/en/us/solutions/cloud/what-is-cloud-networking.html
https://www-author.cisco.com/c/ko_kr/solutions/cloud/what-is-cloud-computing.html
https://www-author.cisco.com/c/en/us/products/software/what-is-software-as-a-service-saas.html
https://www-author.cisco.com/c/ko_kr/solutions/enterprise-networks/sd-wan/what-is-sd-wan.html
https://www-author.cisco.com/c/ko_kr/products/security/what-is-sase-secure-access-service-edg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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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멀티클라우드 네트워크: 워크로드, 액세스 및 보안

효율적이며 안전한 멀티클라우드 네트워킹 전략 수립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author.cisco.com/c/ko_kr/solutions/cloud/multicloud-solut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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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자동화
트렌드 4: 운영 - 더욱 빠른 복구가 가능하도록 운영 과정 자동화

오늘날의 NetOps 팀은 여러 위치에 분산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원격 작업자의 급증뿐 아니라 기타 다양한 문제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클라이언트 수와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패턴의 변동이 대단히 심해졌습니다. 또한 e-러닝, 화상 회의, 가상 이벤트, 

원격 진료, 프로세스 자동화, 기타 네트워크 사용 서비스 등의 새로운 사용 사례도 다수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전체 네트워크 전문가 중 절반 가량은 운영 중단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실적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구 사항 중 하나로 네트워크 자동화를 꼽았습니다.

출처: Cisco 2020년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보고서

네트워크 관련 고려 사항: NetOps 팀은 단계별 방식을 진행하여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갈수록 늘어나는 운영 

중단 상황과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반복 관리 작업 자동화 - 네트워크 프로비저닝, 구성, 이미지 관리 등의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면 관리 부담을 줄이고 각 실무 

분야의 규정 준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액세스/온보딩/세분화 과정 자동화 - 여러 위치에 분산된 사용자와 사물 그룹을 보호하고 사이버 보안 공격 확산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 내의 네트워크 정책 적용 과정 자동화 - 앱과 데이터를 보호하며 워크로드 처리 방식을 따르는 

애플리케이션 중심 세분화를 활용합니다.

• 데이터 센터뿐 아니라 클라우드에서도 정책 적용 자동화 - 온프레미스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전반에서 일관성 있는 

애플리케이션 정책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운영 모델을 도입합니다.

• 종단 간 멀티도메인 정책 기반 세분화 과정 자동화 - 사용자와 사물이 워크로드에 액세스할 때 적용할 일관성 있는 종단 간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 모델을 확립합니다.

2020년 Cisco 비즈니스 복원력 네트워킹 관련 설문

50% 

“전체 기업 중 50%는 현재 운영 
중단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 
자동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www-author.cisco.com/c/m/ko_kr/solutions/enterprise-networks/networking-report.html?ccid=cc001244&oid=rpten018612
https://www-author.cisco.com/c/dam/en/us/solutions/collateral/enterprise-networks/digital-network-architecture/bus-res-nw-surve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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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2020년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보고서

35% 

“2022년에는 전체 기업 중 35%가 모든 
실무 분야에서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2019년의 4%에서 
대폭 증가할 전망).”

그림 5. 자동화 기능과 인사이트를 사용자뿐 아니라 워크로드에도 활용하여 어디서나 업무 처리 지원

여러 네트워크 도메인에 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법 알아보기

https://www-author.cisco.com/c/m/ko_kr/solutions/enterprise-networks/networking-report.html?ccid=cc001244&oid=rpten018612
https://www-author.cisco.com/c/en/us/solutions/intent-based-multidomain-integr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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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AI 지원
트랜드 5: 운영 - AI 제공 네트워크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더욱 스마트한 인사이트 확보

매우 복잡한 대규모 최신 방식 네트워크, 그리고 여러 개별 모니터링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이벤트와 문제를 관리하기란 

대단히 힘들며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운영이 중단된 상황에서는 적절한 관리가 더욱 어렵습니다.

* 600개 이상의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분석 결과. 벤트에는 온보딩 장애/시간, 무선 장치 처리량, DHCP 응답 시간/장애 등이 있습니다. AI 지원 동적 베이스라인 

설정 기능 사용 시의 이벤트 수 감소 이점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NetOps 팀은 고급 분석 기능을 활용해 스마트한 치료 결정을 제때 내려야 합니다.

AI 지원 분석 기능 및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NetOps 팀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관리 가능 문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전 세계 700개 이상의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분석 결과

출처: Cisco 텔레메트리: Cisco DNA Center(2020년)

4400
“4,400건: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 
매월 발생하는 무선 관련 이벤트의 
평균 수 *”

출출: Cisco 출출출출출: Cisco DNA Center(2020출)

2.6  
만 건의

“Cisco DNA Center 내의 애플리케이션인 
Cisco AI Network Analytics는 전 세계 
화경에서 매월 260만 건의 “이벤트”를 
해결하여 15,080건의 조치 가능 “문제”로 
전환합니다. 즉, 이벤트 수가 무려 99.4%나 
감소하는 것입니다. *”

https://www-author.cisco.com/c/ko_kr/products/cloud-systems-management/dna-cente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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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벤트가 감소하면 팀이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 해결에 주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네트워크 트랜잭션 중 대부분은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외부에서 시작되거나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NetOps 팀은 업무 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퍼블릭 네트워크도 

파악/분석해야 합니다. 최근의 코로나 대유행과 같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림 6. 코로나 대유행 이후의 클라우드 및 인터넷 서비스 중단 증가 추세

Cisco ThousandEyes, “인터넷 성능 보고서: 코로나로 인한 영향 편”(2020년)

61%

“Cisco ThousandEyes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2~3월에만 ISP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네트워크 중단 비율은 61% 
높아졌으며 클라우드 공급자 네트워크의 
서비스 중단 비율도 44%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https://marketo-web.thousandeyes.com/rs/thousandeyes/images/ThousandEyes-Internet-Performance-2020-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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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관련 고려 사항: NetOps 팀은 급증하는 이벤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AI 지원 네트워크 분석 및 성능 보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더욱 정확한 탐지: 개별 네트워크 도메인 내에서는 물론 여러 도메인 전반에 걸쳐 자동화된 문제 및 이상 탐지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더욱 빠른 교정: 이벤트의 상관관계를 설정하여 문제와 이상 현상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근본 원인을 탐지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된 정책 관리: 디바이스/애플리케이션/트렌드를 파악한 다음 권장 정책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성능 저하 가능성 감소: 패턴과 트렌드를 식별한 후 상황에 맞는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사전 예방/시정/재발 방지 조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피어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관리자가 전 세계/업계/지역 벤치마크와 자사 네트워크 성능을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인텔리전스와 분석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인사이트를 사용해 네트워크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십시오.

Data Center Network Insights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data-center-analytics/network-insights-data-cente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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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론: 고급 네트워크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탄력성 개선

기업 및 네트워크 운영 중단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이벤트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네트워크 전략을 

수립해 비즈니스 탄력성 전략을 추진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주요 이벤트에 대응하는 데 가장 필요한 새로운 네트워크 기능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AI 지원 인사이트와 자동화 기능을 활용하면 어떤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 요소의 탄력성 개선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민첩성, 보안, 인텔리전스, 속도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작업 인력: 업무 처리 위치에 관계없이 엔터프라이즈급 보안과 성능 및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기능을 제공하여 작업자 지원

• 업무 공간: Wi-Fi 지원 모니터링, 알림,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직원들이 회사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워크로드: 멀티클라우드 탄력성 모델을 원활하게 도입하는 동시에 워크로드 위치(퍼블릭 클라우드/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관계없이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 보호

• 운영: 종단 간 네트워크 정책 적용 및 세분화 과정을 자동화하고 관리 작업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네트워크 확인 기능을 개선하고 

알림을 줄이면서 더욱 빠른 교육 지원

코로나 이후 “뉴 노멀”이 된 현 상황에서는 향후의 업무 방식을 지원하도록 유연하게 조정 가능한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탄력성 전략 추진을 계획 중이라면 해당 전략에서 네트워크를 핵심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탄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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