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견기업은 효율성 향상과 
보안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및 
SaaS 기술로 전환하는 추세

IDG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고 
보안도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및 SaaS(Software as a Service) 
투자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중견기업의 비즈니스 목표는 계속 조정됩니다.

운영 효율성 향상

44%
2021년의 주요 비즈니스 목표

수익성 제고

40%

사이버 보안 강화

35%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걸림돌

새로운 당면 과제

설문 참가자들은 비즈니스 목표 실현을 방해하는
장애물 1위가 기술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일로화된 레거시 
시스템에 의해 
가로막힌 기업의 비율

49% 중견기업의 70%는 
IT 직원 수가 24명 
이하70%리소스 부족도

문제를 심화하는 요인

!

주요 기술 투자 분야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중견기업의 IT 리더들은 클라우드 및
SaaS에 대한 투자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기술 투자 분야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SaaS

43%
하드웨어

37%46%

클라우드 투자를 위한 계획

95%의 기업은 향후 12개월간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 구축 모델을 활용할 예정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51%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33%57%

2020년에 중견기업의 
클라우드 사용률은

증가

56%
56%의 기업에서 운영 개선을 위해 
소프트웨어 투자를 늘릴 계획

48%
응답자의 48%는 번들형 SaaS 솔루션(예: 보안이 
기본으로 내장된 클라우드 협업 툴) 구매를 선호

55%
응답자의 55%가 25%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SaaS로 구축할 예정

결론

중견기업은 클라우드와 SaaS를 이용하여
효율성 및 수익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SaaS 투자 계획을 추진하는 목적

데이터 보안 강화

51%

생산성 증대

49%

애플리케이션 성능/신뢰성 향상

38%

비용 절감

35%

중견기업을 위한 시스코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거나 무료
평가판을 다운로드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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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G 설문조사 정보

이 설문조사는 다음 조건에 맞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IT 구매 결정에 관여하는 경영진
• 중견기업(직원 수 100~999명) 직원
• 민간 부문 종사자

응답자 650명의 소재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주 지역 350명(미국 200명, 캐나다 50명, 브라질 50명, 멕시코 50명)
• EMEAR 150명(영국 50명, 독일 50명, 프랑스 50명)
• APJ 150명(오스트레일리아 50명, 인도 50명, 일본 50명)

95%

IDG/시스코의 2020년 중견기업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

전 세계 기업들이 우선순위 조정과 전략 
개편에 나선 지금, 중견기업에는 새로운 
과제가 닥쳤습니다.

68%로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midsize/midsize-business-promotions-and-free-trials.html?ccid=cc002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