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바로 기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안전하고 생산적인 원격 근무를 위한  
3가지 필수 사항

원격 근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올바른 원격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모두가 재택 근무를 하는 지금, 이제는 재택 근무의 일상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원격 근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올바른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원격 근무에는 원격 근무 특유의 보안 위험이 따릅니다. 원격 
근무자들은 관리하기 힘들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개인 
컴퓨터, 라우터, 모바일 기기에 의존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을 찾아보세요.

• 클라우드로 제공되는 유연한 보안

• 사용자,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의 ID를 확인하여 데이터를 
보호

• 이메일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

54% 98% $11k
의 기업이 원격 근무를 
영구적인 옵션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1

의 기업들이 회의 시 
최소 한 명의 원격 

근무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2

직원들이 반나절 원격 근무를 할 
경우 기업들이 연간 절감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3

의 IT 전문가들은 원격 근무자들이 더 많은 보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454%

대면 회의보다 뛰어난 원격 회의를 
구성하기

누구나 지긋지긋한 영상 회의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로그인 문제, 연결 
끊김, 오디오 문제, 깨지는 영상들. 또한 
미팅 후 회의록이나 슬라이드, 또는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없는 경험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팀 구성원들이 쉽게 
만나고, 함께 작업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가상 워크스페이스에서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게 하세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찾아보세요.

• 여러 디바이스에서 메시지와 파일을 안전하게 교환

• 손쉽게 워크스페이스에서 대화 및 문서를 검색

• 특정인에게 비공개 메시지를 보내고, 몇 초 내에 그룹 채팅을 시작

의 원격 근무자들이 생산성이 더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20%는 의사소통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밝혔습니다.577%

간편하게, 더욱더 간편하게

규모가 큰 IT 팀이 없는 회사라면 원격 근무자들을 안전하게 
인터넷망에 연결하는 것이 복잡할까 봐 걱정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IT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찾아보세요.

• 미팅, 통화, 보안을 통합

• 클라우드 기반으로 직접적인 현장 IT 인력 없이도 직원들이 
쉽게 구축 가능

• 간편하게 관리 가능 

• 필요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가격 옵션으로 경제적 유연성 
제공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50개가 넘는 사이버 보안 툴을 
사용합니다.6 

빠르게 시작하세요
Cisco Secure Remote Work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보안과 협업을 하나로 
결합하는 솔루션입니다. 영상 회의, 문자, 
파일 공유와 화이트보드 기능  에 추가로 
사용자, 디바이스, 데이터, 이메일 등을 
보호하는 보안 솔루션입니다.

Secure Remote Work는 대규모 IT팀 
없이도 쉽게 구입하고, 구축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Cisco가 여러 유연성 있는 
구매 옵션과 훌륭한 파트너 에코시스템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1 출처: “COVID-19 CFO Pulse Survey” by PwC
2 출처: “The Rise of the Hybrid Workplace” Survey by Dimensional Research
3 출처: https://globalworkplaceanalytics.com/telecommuting-statistics
4 출처: review42.com
5 출처: review42.com
6 출처: https://biztechmagazine.com/article/2019/03/rsa-2019-most-organizations-use-too-many-cybersecurity-tools

협업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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