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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Business Critical 
Services 

애널리틱스 기반 전문가 지원을 통한 비즈니스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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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IT 기술 성장 단계를 넘어서, 복잡하고 빠른 디지털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까? 이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의료 지원, 하이브리드 업무, 학습 환경 대폭 증가하면서, 디지털 수요가 역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인터넷 사용자가 75억 명 이상으로 증가 예상됨에 따라1, 이러한 디지털 요구 사항은 계속 

상승할 뿐이며, 따라서 디지털 수요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IT 기술 격차로 인해 많은 IT 조직의 기술 인력이 부족해지고 따라서 기업의 주요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86%의 CIO가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데이터 보안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찾기 

힘들다고 답했습니다2. 

 

1 Cybercrime Magazine, 2019년 

2 Chief Executive, 2020년 

3 ZDNet, 2020년 

4 Forbes, 2020년 

5 Cybercrime Magazine, 2020년 

6 Cisco 

7 McKinsey & Company, 2019년 

https://cybersecurityventures.com/how-many-internet-users-will-the-world-have-in-2022-and-in-2030/
https://chiefexecutive.net/closing-the-tech-skills-gap-3-key-factors-for-ceos-to-consider/
https://www.zdnet.com/article/ten-disturbing-coronavirus-related-cybercrime-statistics-to-keep-you-awake-tonight/
https://www.forbes.com/sites/danielnewman/2020/09/21/top-10-digital-transformation-trends-for-2021
https://cybersecurityventures.com/cybercrime-damage-costs-10-trillion-by-2025/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hybrid-work/redesign-work-reimagine-the-future.html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transformation/our-insights/why-do-most-transformations-fail-a-conversation-with-harry-robi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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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Business Critical Services는 분석, 인사이트,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믿을 수 있는 전문가 지원을 통해 

복원력과 적응력이 뛰어난 혁신적인 IT 환경을 구축하여 기업이 비즈니스 성과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isco BCS(Business Critical Service)는 기술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가이드를 제공하고 전문가의 지속적인 

제공하는 IT 참여를 통해 가치를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네트워킹 및 보안 업계에서 앞서고 있는 시스코의 35년 이상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IT 투자 도입을 기획, 실행, 지원, 최적화를 지원합니다. Business Critical Services 전문가 자문 

서비스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선택한 Tier 패키지에 따라 다음이 포함됩니다. 

● 운영 인사이트 서비스(Operational Insight Review) -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시스코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통해 리스크를 감소하고 성능 향상 지원 

● 변경 작업 지원 서비스(Change Window Support) - 시스코 전문가가 예정된 네트워크 변경 전에 권장 사항을 

제공하고 변경 기간 동안 실시간 컨설팅 제공 

● 장애 처리 지원 서비스(Priority Case Management) - 시스코가 단일 연락 창구가 되어 우선 순위가 높은 

케이스의 모니터링과 에스컬레이션 지원을 제공하여 네트워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 

● 심화 교육 지원(Ask the Experts) - 시스코 솔루션에 대한 온보딩, 구축, 사용, 어답션 및 최적화 등 다양한 

주제의 웨비나 세션 

● 집중 테마 워크샵 서비스(Expert Review Workshop) - 구성, 테스트, 구현, 전략, 아키텍처, 설계, 복원력 및 

네트워크 오딧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가이드 제공 

● 장애 분석 서비스(Expert Incident Review) - 과거 발생한 장애 검토를 통해 장애 추세와 패턴을 파악하여 

반복적인 문제를 방지 또는 최소화 지원 

● 현장 기술 코칭(Accelerators) - 시스코 전문가가 제공하는 분석 기반 가이드, 인사이트 및 권장 Best 

Practices를 제공하는 인터렉티브 웨비나에 무제한 액세스 

Business Critical Services는 연간 계약(Multi-year 가능) SaaS 모델로, 고객은 새로 제공되는(사용 가능한) 모든 

기능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자동 부여됩니다. IT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며, Essentials, Advantage, 

Premier 세 가지 패키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스크럼 서비스와 EaaS(Expert-as-a-Service)의 형태로 특화된 전문가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여 IT 팀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정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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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는 자동화에 기반한 분석 및 인사이트, 전문 지식과 툴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스코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분석, 자동화 및 복원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향상된 인사이트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 텔레메트리, 데이터 및 벤치마킹: 

안전한 지능형 라우팅, 상시 가동되는 데이터 컨디셔닝 및 글로벌 산업 벤치마킹 

● AI & ML 인사이트: 

특허 받은 알고리즘과 머신 러닝, 우선순위가 지정된 복원 권장 사항, 다운타임 예측 및 예방 

● 자동화 및 복원 조치: 

일상적인 운영 작업 간소화, 빠르고 안전하게 테스트 수행, 분석 기반 권장 사항 제공 

장점 

Business Critical Services 컨설팅 서비스를 구매한 조직의 피드백1 

 

¹ IDC, 2021년 

다음 단계 

네트워킹 및 보안 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시스코의 전문 지식과 분석,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탁월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IT 투자로부터 가치를 창출하여 비즈니스를 발전시키십시오. 

지금 바로 Cisco Business Critical Services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시스코 담당자 또는 파트너에 

문의하세요. 

 

Printed in USA  02/22 

https://www.cisco.com/c/dam/m/en_us/customer-experience/pdfs/idc-snapshot_cisco-cx-business-critical-services_final.pdf
https://www.cisco.com/c/m/ko_kr/customer-experience/business-critical-service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