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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危機)는 두 글자로 
된 한자어입니다.  

한 글자는 위험을, 다른 
하나는 기회를 뜻합니다.

―존 F. 케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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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지난 몇 달은 문자 그대로 역경의 
시간이었습니다.
4월 초까지 90여 개국에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긴급 
구제 기금을 요청했습니다.1 엄혹한 경제 위기에 처한 것은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움의 크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특히 
취약합니다.

현금 보유고와 자원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대기업보다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민첩성이 
더 뛰어납니다. 즉, 중소기업은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서 더 신속하게 
변화하고 더 빨리 복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임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이번 팬데믹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존 
비즈니스 방식의 효력이 다한 지금,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은 뼈를 깎는 
혁신에 나섰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혁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업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전 세계 고용의 50%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2 중소기업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대들보이며, 
중소기업이 강해져야 우리 모두가 더 강해집니다. 시스코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이 위기 극복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산업별 인사이트, 유용한 
리소스, 혁신 사례로 가득한 이 가이드를 활용하여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토대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위기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전무후무한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요?

이제 정상화를 향한 첫걸음을 뗄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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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재탄생

약한 사람은 중소기업에서 
버텨내지 못합니다. 엄청난 용기, 
인내심, 근성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곳이죠. 역경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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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의 중소기업 오너들은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앞으로 비즈니스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내다봅니다.3

이탈리아의 한 안경 제조 스타트업은 막대한 간접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3개월의 이동 제한 끝에 영업을 재개한 의류 매장이 
계절 재고를 처리하느라 고전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레스토랑 운영 
업체는 적자를 면하기 위해 수십 명의 직원을 일시 해고하고 매장 3곳 중  
2곳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귀사와 같은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일등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위기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금 유동성 부족, 수요 급감, 간접비 상승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와 동시에 유례없는 기회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번 위기가 진정된 
이후 귀사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군은

바로 기술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경기 침체는 대량 해고, 폐업, 재정 위기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경제 불황은 창의적인 기업가와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72%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기업은 대부분 기술을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2008년의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180만 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4 그리고 그와 동시에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났습니다. Warby 
Parker의 창업자들은 기술력을 무기 삼아 DTC(direct-to-consumer) 
유통 및 e-커머스 비즈니스를 발전시켰습니다. Netflix, Wipro, National 
Geographic 역시 같은 방식으로 출발한 기업으로, 경기 침체에서 
살아남고 경쟁에서 앞서 나간 끝에 마침내 성공적인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전 세계 수많은 국가와 시장에서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일부 신흥국에서는 
아직 팬데믹이 "확산"되는 추세지만, 이탈리아와 같이 조심스럽게 봉쇄를 
해제하기 시작한 국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현장에서 
바로 혁신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도 있고, 수요에 맞춰 
확장하고 대규모로 성장하고자 신기술을 도입하는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에 적응하고, 난관을 
헤쳐 나가며, 이번 위기에서 살아남는 것은 물론 위기 이후의 장기적인 
번영까지 책임져 줄 진정 효과적인 솔루션을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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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불지 않으면 
노를 저어라.
―라틴어 격언

적응과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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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앞에 놓인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앞으로 
몇 주에서 몇 개월 동안을 버티는 데 꼭 
필요한 무기는 다름 아닌 적응력입니다.
동료 및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다른 기업에서 효과를 거둔 솔루션을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신속한 적응과 단호한 행동으로 혼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및 재정 지원 확보와 더불어 발 빠르게 
기술 도입에 나선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온보딩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렸을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 도입에 비즈니스의 생존 
여부가 달려 있다고 판단한 응답자가 90%에 
달했습니다.6

90%

그러나 새로운 디지털 세계의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리소스를 전부 투자하여 
첨단 디지털 기술이라면 무엇이든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곳 중 
8곳 이상의
중소기업은 신기술 
활용이 회사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5

위대한 업적은 어려운 시기에 나오는 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온갖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생존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인건비, 임대료, 재고 비용을 충당할 
재원이 충분한 경우에만 필요한 툴과 기술의 온보딩에 착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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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혁신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

10,000% 이상
LinkedIn Learning의 Remote Working 
Foundations 온라인 교육 과정 수강이 지난 2월 
대비 3월에 10,000% 이상 증가했습니다.7

30%

75%
최근 Gartner 연구에 따르면 약 75%의 기업에서8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영구적인 원격 근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Global Workplace Analytics는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전 세계 노동 인구의 30%는9 적어도 
1주일에 며칠간 재택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원격 근무는 여전히 비즈니스 환경의 대세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뒷받침할 툴이 없으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지고 보안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안정한 
연결, 연결 실패, 통화 중 끊김 현상 등에 불만을 느낀 
일부 원격 근무자가 “규정을 무시할 위험”이 있습니다. 즉,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온갖 파일 공유 툴과 협업 툴을 대충 
가져다가 쓰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위한 디지털 툴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협업을 위한 툴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직원들은 업무 
시간의 80%를 회의, 전화 통화,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합니다.10 스마트 협업 툴과 같은 통합형 기술, 향상된 
컨퍼런싱 플랫폼, 더 안정적인 통화 리소스가 갖춰진다면 
팀 협업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각 직원이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게 됩니다.

더 포용성 있는 팀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기존 툴과 통합 
가능하여 도입하기가 더 쉬운 기술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전사적인 일관성과 편리한 액세스를 위해서는 클라우드에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컨텍스트 
정보를 제공하여 협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솔루션과 
안정성, 보안, 규정 준수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생산성을 
저해하는 마찰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합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미국 중소기업 98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NSBA(National Small Business Association)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 근무를 선택한 경영자와 
직원의 수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11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리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Second Harvest의 사례 
또한 그런 상황입니다.

80%

역량과 권한을 갖춘 원격 근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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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Second Harvest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리콘 밸리에 있는 Second Harvest의 직원 200여 명이 모두 
사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택 근무자가 50%를 넘어섰습니다. IT 책임자를 
비롯한 직원 대부분은 대면 접촉과 소통의 비중이 큰 업무 특성상 재택 근무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Second Harvest의 IT 팀은 원격 근무제로 전환하기 위해 
직원들을 위한 리소스를 충분히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트북을 배포하는 것은 물론 
방화벽과 VPN 라이선스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뒤로 Second Harvest는 보안 위협이 전년도에 비해 엄청나게 심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커뮤니티의 번영에 필요한 식품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사명에 집중하려면 
사이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솔루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길잡이가 되는 기술 eBook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원격 근무의 7가지 팁을 이 비디오에서 확인하세요.

https://video.cisco.com/video/6155137335001
https://www.cisco.com/c/dam/m/digital/elq-cmcglobal/OCA/Assets/SMB/TBJ-Help-your-small-business-stay-the-course-ebook.pdf?oid=ebkoth021844
https://www.cisco.com/c/en_id/solutions/small-business.html
https://video.cisco.com/video/615513733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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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팬데믹으로 소비자의 구매 방식이 크게 달라졌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온라인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12 
e-커머스 주문이 작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습니다.13 Shopify에 
따르면 오프라인 매장 판매의 94%를 온라인 판매로 대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14 탁월한 온라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사의 비즈니스에 적합한 e-커머스 플랫폼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고 여러 옵션을 평가해 보세요.

4명 중 1명 의 
소비자는 한 쇼핑몰에서 
6개월 이상 쇼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15

속도: 페이지 로드 시간이 1초에서 5초로 늘어나면 고객 
이탈률은 90% 증가합니다.16 경쟁업체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3초 안에 e-커머스 사이트가 로드되어야 
합니다.17

규정 준수: 카드 소지자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저장하는 
기업이라면 PCI 요건을 준수하는 e-커머스 사이트로 
만들어야 합니다. PCI 문제는 SaaS 또는 클라우드 기반의 
e-커머스 업체를 이용하면 해결됩니다.

공급망: 유통업체의 40% 이상이 코로나-19 때문에 
제품 공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며, 재고 부족을 예상한 
경우도 40%에 달합니다.18 e-커머스에 최적화되었고 최종 
단말 배송(Last-Mile/Last-Minute 배송)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선택해야 합니다.

AI 및 자동화: 재방문 고객에게 완벽한 경험을 제공하고, 
소비자를 분류하며, 고객의 생애 가치를 평가하여 더 
정밀한 개인 맞춤형 디지털 캠페인을 마련합니다.19

안정성: 다운타임은 매출과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멈추면 비즈니스도 멈춥니다. 
그로 인해 시간당 수백 달러, 수천 달러의 수입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99.99%의 업타임을 보장하는 플랫폼을 
선택해야 합니다.

안전한 e-커머스 플랫폼

https://www.fool.com/the-blueprint/ecommerce-platforms/


사례 연구

Karameller Candy Shop
Louise Schonberg는 지난 2015년 밴쿠버에서 Karameller라는 작은 과자점을 
열었습니다. 이 가게는 곧 이 지역 스웨덴인들이 즐겨 찾는 문화적 교류 공간이 
되었습니다.

e-커머스를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기는 했지만, Schonberg는 팬데믹이 일어나 가게를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될 때까지 온라인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 온라인 매장을 구축했던 팀에서는 Wi-Fi, 비디오, DNS 보안까지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툴 덕분에 그녀는 빠르게 온라인 판매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Karameller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에 월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평균 온라인 주문이 오프라인 매출의 3배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Schonberg는 거리 픽업 서비스, 직접 쓴 메모, 개별 배송 등을 통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밴쿠버의 스웨덴인 커뮤니티를 위해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밴쿠버에 위치한 Karameller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을 쇄신하고 폭넓은 
성장세를 이어 나가는 비결도 바로 
안전한 e-커머스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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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성장에 발맞춰 확장되는 네트워크를 마련해 두면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과 리던던시를 고려하여 
네트워크를 설계하면 예기치 않은 사태로부터 신속히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귀사 브랜드만의 특별한 정보와 기업 
평판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 문제를 이야기하면 회사 규모가 
너무 작아서 보안 위협의 표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사이버 범죄자들이 중소기업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20 2019년에는 중소기업의 78%가 사이버 공격을 
당했습니다.21 사이버 보안에는 만능 해결책이란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비즈니스 운영에 필수적인 시스템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유통업체라면 
PoS 시스템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또 이메일이 가장 중요한 기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인프라를 파악한 다음 명확한 계층 구조에 따라 
사이버 보안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면 됩니다.

다행히 시중의 모든 솔루션을 온보딩하지 않고도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중소기업 고유의 요구 사항을 파악한 다음 비용 
효과적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줄 기술 파트너를 선택한다면 더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New Castle Hotels & 
Resorts가 코로나-19 사태에 신속히 대응한 비결이었습니다.

75% 의  중소기업에는  IT 보안  문제를 
해결할 담당자가 없습니다.22

강력한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설정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small-business/resource-center/networking/how-to-set-up-a-networ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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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astle Hotels & Resorts
New Castle Hotels & Resorts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상 경력에 빛나는 고급 
호텔 20여 곳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일상적인 IT 업무와 보안 기능은 IT 
및 사이버 보안 담당 부사장인 Alan Zaccario가 혼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재해 대응 및 비즈니스 연속성 강화를 목표로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절실히 필요했던 업데이트를 아슬아슬하게 때맞춰 해냈다고 
Zaccario는 설명합니다. “팬데믹 발생이 확실해졌을 때 우리는 몇 시간 만에 
운영 환경을 홈 오피스 체제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시스코 보안을 
온보딩한 덕분에 원격 근무 모델로 안전하게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감염된 시스템을 며칠이 아닌 몇 시간 안에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보안 리소스
• 귀사의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될 5가지 사이버 보안 툴 체크리스트를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보안 리소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 Cisco 2020 Big Security in a Small Business World 보고서를 여기에서 다운로드하세요.

https://engage2demand.cisco.com/LP=19895?ccid=cc001540&oid=ifgsc020403
https://www.cisco.com/c/en_id/solutions/small-business/security.html
https://www.cisco.com/c/dam/en/us/products/collateral/security/2020-smb-cybersecurity-series-may-2020.pdf?CCID=cc000160&DTID=odicdc000140&OID=rptsc0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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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자원 활용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

―아프리카 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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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 및 자금 조달부터 마케팅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기회를 발굴하고 가치를 
제공하는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혁신에 나서야 한다면 이 위기를 홀로 견딜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공급망 전반의 파트너 및 벤더와의 
새로운 협업 가능성에 주목하고, 여기 소개된 조직들처럼 미국 및 캐나다 
전역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직을 찾아보세요.

재정 지원

중소기업이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 국면과 
그 이후에도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믿을 만한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야 
합니다. 귀사에 도움이 될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 Cisco Capital Small Business Financing

• 코로나-19 미국 및 캐나다 재정 지원 프로그램

• 코로나-19 중소기업 대출 및 보조금 프로그램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성 및 소수민족 경영인을 위한 재정 지원

• 주별 중소기업 재정 지원 프로그램

• 캐나다 중소기업 재정 지원

https://www.cisco.com/c/en/us/buy/payment-solutions/solutions/small-business.html
https://www.archerpoint.com/blog/Posts/covid-19-financial-assistance-resources-us-and-canadian-businesses-use-now
https://www.forbes.com/sites/advisor/2020/04/10/list-of-coronavirus-covid-19-small-business-loan-and-grant-programs/#53c0e2eecc4b
https://www.cnbc.com/2020/05/19/financial-resources-for-women-and-minority-business-owners-affected-by-covid-19.html
https://www.zenefits.com/workest/the-big-list-of-covid-19-financial-assistance-programs-for-small-businesses-by-state/
https://www.freshbooks.com/blog/covid-19-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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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지원 프로그램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 중소기업 경영인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점점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은행 등 주요 기관의 도움을 받아 비용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 미국 중소기업청

• NSBA(National Small Business Association)
• 캐나다: Women of Influence
• Canada Constant Contact

업계 관련 리소스

코로나-19가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를 꼽는다면, 대기업들이 
손잡고 중소기업을 위한 자원 마련과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활동 중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 Stand for Small: American Express의 주도로 40여 개 기업이 
연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주요 기업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리소스를 중앙 집중식 디지털 플랫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털입니다.

• Open We Stand: GoDaddy는 뜻을 같이하는 조직들과 협력하여 
사업장 폐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이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시스코 코로나-19 리소스: 시스코는 중소기업 커뮤니티의 효과적인 
운영과 안전한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 기술, 팁,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https://www.sba.gov/page/coronavirus-covid-19-small-business-guidance-loan-resources
https://nsba.biz/
https://www.womenofinfluence.ca/
https://blogs.constantcontact.com/canadian-business-services/
https://www.standforsmall.com/
https://www.openwestand.org/
https://www.cisco.com/c/m/en_us/covid19.html


Cisco Small Business Resource 
Center에서 귀사의 성장에 도움이 될 최신 

리소스 및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혁신을 실천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내기 위한 툴과 
기술, 그리고 중소기업인 귀사에 도움이 될 만한 
업계 리소스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본격적으로 
미래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성장 지향적이고 
탄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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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리소스

법적 제한 및 정부 지원에 관한 정보는 수시로 바뀌며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중소기업인 귀사에 미칠 영향과 
향후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이러한 법률 지원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NFIB Legal Center: NFIB(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는 미국 법정에서 중소기업을 대변하면서 미국 전역의 
중소기업 경영인을 위해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 Institute for Justice: IJ Clinic on Entrepreneurship에서는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무료 법률 지원, 보조,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열정적이고 창의적으로 기업 경영인을 대리할 차세대 
변호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LinkedIn 리소스

LinkedIn은 무료 온라인 교육 과정과 스트리밍 이벤트는 물론 
커리어 개발 및 자원 봉사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각종 리소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LinkedIn Learning
• LinkedIn Marketing Solutions 블로그

• LinkedIn Big Trends in Small Biz 뉴스레터

• LinkedIn for Small Business 페이지

• LinkedIn COVID-19 리소스 허브

지금 방문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small-business/resource-center.html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small-business/resource-center.html
https://www.nfib.com/foundations/legal-center/
https://ij.org/ij-clinic-on-entrepreneurship/information-for-local-businesses-covid-19-outbreak/
https://learning.linkedin.com/blog/linkedin-learning-resources/free-courses-to-help-small-businesses-navigate-the-challenges-of
https://business.linkedin.com/marketing-solutions/blog
https://www.linkedin.com/newsletters/big-trends-in-small-biz-6529049308724105216/
https://www.linkedin.com/showcase/linkedin-for-small-business/
https://about.linkedin.com/coronavirus-resource-hub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small-business/resource-cent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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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 
나아가는 힘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라.
―일본 격언



“디지털 혁신이 완성된 
세상의 잠재력이 여러 가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고 
긍정적인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23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보고서

귀사의 성공적인 출발을 도울 
무료 템플릿을 소개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의 
중소기업에서 장기적인 디지털 혁신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 대신 이들은 서둘러 원격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팀에 필요한 툴과 
기술을 급하게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은 아직 위기 
관리 체제이지만, 최근까지 진행하던 혁신 계획을 장기적인 솔루션으로 
전환하여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는 기업들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근본적으로 비전을 추구합니다.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선견지명을 발휘하여 최선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더 
탄탄하게 준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3가지 실천 방안을 소개합니다.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수립
BCP는 예기치 않은 혼란 또는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중요 업무를 중단 
없이 운영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일상적인 사건 때문에 
비즈니스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기상 악화로 정전이 
발생하고, 파이프가 터져 사무실이 침수되며, 근처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 
도로가 봉쇄되고, 사이버 범죄자가 귀사의 인프라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로 인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프로세스, 자산, 인적 자원, 
비즈니스 파트너, 기타 비즈니스 요소를 위한 비상 대응 조치를 BCP에 
수록해야 합니다. 재해 복구 계획은 전체 BCP의 핵심 요소로서 네트워크, 
컴퓨터, 서버, 모바일 디바이스에 발생하는 IT 장애의 해결 전략을 포함해야 
합니다.

https://www.smartsheet.com/business-continuity-templates


생존을 넘어선 번영: 중소기업 위기 극복 가이드 21

소셜 미디어 활용
소셜 미디어는 타겟 고객에게 접근하고, 고객 관계를 강화하고, 유익한 업계 정보를 공유하는 데 안성맞춤인 매우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리소스를 가지고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접근 범위를 넓히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시작 단계에 도움이 될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전략적인 해시태그 활용
해시태그 피드를 통해 효과적으로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의 해시태그를 귀사의 LinkedIn 
회사 페이지에 연결하고, 브랜드의 관점에서 반응하고 댓글을 달면서 더 많은 타겟 고객에게 귀사를 알릴 수 
있습니다. 귀사의 비즈니스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해시태그 3~5개를 고른 다음 소셜 게시물에 추가하여 더 많은 
타겟에게 콘텐츠를 알려 보세요.

기존 네트워크 활용
연결된 사람들을 초대하여 귀사의 기업 페이지를 팔로우하게 만드세요. 유기적인 접근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회사의 중요 게시물을 직원들에게 알릴 수도 있습니다. 직원은 물론 충성 고객들이 브랜드 
홍보 대사가 되어 귀사의 소셜 게시물을 널리 공유하도록 하세요.

유료 광고로 콘텐츠 강화
소셜 채널만 활용하는 대신 소셜 미디어의 유료 광고를 이용하면 훨씬 더 광범위한 잠재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직급, 부서, 업종 등을 기준으로 고유한 타겟을 공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광고에 대한 지식이나 막대한 
재원이 없더라도 효과적인 광고를 개발하여 새로운 리드 발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셜 프로파일을 총동원하여 
소셜 게시물을 보강하고, 후원하고, 홍보하여 참여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LinkedIn Learning 
Social Media 
Marketing for Small 
Business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하세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브랜드를 의인화하고,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특성을 개발하며, 타겟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소셜 미디어 
마케터가 되기 위한 
5가지 팁을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linkedin.com/learning/social-media-marketing-for-small-business/welcome
https://www.linkedin.com/learning/social-media-marketing-for-small-business/welcome
https://www.linkedin.com/learning/social-media-marketing-for-small-business/welcome
https://www.linkedin.com/learning/social-media-marketing-for-small-business/welcome
https://www.linkedin.com/learning/social-media-marketing-for-small-business/welcome
https://blogs.cisco.com/socialmedia/5-tips-to-becoming-a-savvy-social-media-marketer
https://blogs.cisco.com/socialmedia/5-tips-to-becoming-a-savvy-social-media-marketer
https://blogs.cisco.com/socialmedia/5-tips-to-becoming-a-savvy-social-media-marketer
https://blogs.cisco.com/socialmedia/5-tips-to-becoming-a-savvy-social-media-mark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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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In Learning
전략적 사고 및 원격 근무와 
같은 소프트 스킬은 물론 
Excel 같은 기초적인 
영역에서도 중소기업의 스킬 
개발이 크게 늘었습니다.24

시스코가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한 
포트폴리오를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스킬 습득
여러 연구 및 성공 사례에 따르면 평생 학습은 비즈니스 성공의 필수 
조건이자 기업가의 핵심 자질입니다. 성장하지 않고는 새로운 기술과 
마케팅 기법, 규제 변화 또는 시스템 변화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평생 학습 
및 자기 주도형 학습이 모두 가능해야 비즈니스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25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귀사와 같은 
중소기업입니다.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경영, 영업, 마케팅, 재무는 물론 
자기 관리 능력까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LinkedIn Learning에서는 소셜 
미디어 마케팅 클래스 외에도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여러 무료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다른 리소스와 지원을 찾고 있다면 Cisco Small Business Resource 
Center에서 전 세계의 동료 및 업계 전문가와 만나 비즈니스 성장 동력이 
될 최신 리소스와 솔루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품 로드맵에 
관해 논의하고, 제품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얼리 어답터 체험에 
참여하고, 시스코 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맞이하여 귀사는 유례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지식을 적합한 기술과 함께 
십분 활용하여 더 강하고 탄력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할 때입니다. 최신 
McKinsey 보고서에서는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26 

실력을 키우는 기업이 더 멀리 도약하고, 훨씬 더 준비된 자세로 앞으로의 
과제와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https://www.cisco.com/c/en_id/solutions/small-business.html#~products
https://learning.linkedin.com/blog/linkedin-learning-resources/free-courses-to-help-small-businesses-navigate-the-challenges-of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small-business/resource-center.html?ccid=cc001547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small-business/resource-center.html?ccid=cc0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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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역경과 기회 사이에 놓인 다리

경기 침체기에 기업은 이익 창출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투자합니다. 지금은 거시적 관점이 필요한 때입니다. 적합한 
파트너, 그리고 안전하고 완전한 솔루션이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각종 툴과 기술을 활용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비즈니스를 대폭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복구 계획을 수립할 때는 
처음부터 중소기업을 위해 설계된 솔루션, 즉 귀사의 네트워킹, 
보안, 협업, 클라우드, 인터넷 연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선택의 길잡이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안전한 연결, 컴퓨팅, 협업은 시스코와 시스코 파트너 
네트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성장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에만 집중하세요. 중소기업을 위한 
Cisco Designed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중소기업 복구 체크리스트
본격적인 복구 여정을 시작하려면 중소기업의 수고를 덜어주고 대규모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형 도구와 기술을 선택해야 합니다.

안전한 원격 근무 
지원 툴

 클라우드 연결 플랫폼

 무선 네트워킹

 버추얼 컨퍼런스

 안정적인 IP 전화 시스템

 안전한 파일 공유

 협업을 위한 버추얼 
워크스페이스

 사회적 거리 두기/직원 안전 
보장을 위한 워크스페이스 
모니터링

 VPN, 엔드포인트, DNS 
보호

e-커머스 툴
 결제 및 정보 보안

 인터넷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규정 준수 모니터링

 강력한 분석 기능

 확장형 하드웨어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툴

 방화벽

 DNS 보호

 엔드포인트 보호

 VPN 보호

 비밀번호 보호 또는 
사용자 ID
 클라우드 기반 보안

BCP(Business 
Continuity Plan) 
구성 요소

 재해 복구 계획

 비상 계획 마련:
• 프로세스

• 자산

• 인적 자원

• 비즈니스 파트너

 IT 장애 해결 전략:
• 네트워크

• 컴퓨터

• 서버

• 모바일 디바이스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small-business/solutions.html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small-business/solutions.html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small-business/solut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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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Cisco Designed 솔루션 cisco.com/go/small

언제나 연결되는 시스코:

Twitter: https://twitter.com/CiscoSmallBiz

LinkedIn: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small-
business/solutions.html

Facebook: https://www.facebook.com/CiscoSmallBusiness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ciscode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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