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sco Network Optimization Service를 
통해 미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혁신이 계속되는 오늘날의 환경에서는 네트워크를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최적화 서비스야말로 투자에 대한 더 큰 수익을 얻고 앞으로의 중요한 기회에 투자 
할 준비를 하는 길입니다.

네트워크 기능 활용

네트워크 최적화 전후 비교



후:전:

~Raul Ortega, 정보 보호 책임자, 주법원 행정실

다수의 업체를 통해 네트워크 
지원을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더 빨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5백만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릭하여 확인하십시오. 

사람들

전문 지식, 입증된 사례, 최신 스마트 도구를 갖춘 
Cisco 지원 엔지니어의 도움으로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유지 관리와 최적화를 희생할 
필요가 없으며 네트워크 문제나 
프로젝트에 관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컨설팅 비용을 더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비용 감소

방법

백만 
달러 절약5



후:전:

업타임
업타임

클릭하여 확인하십시오.

방법

다운타임 극복

~Maurice van Veghel, CIO(최고 정보통신 책임자), Sligro

기존 기술의 인프라로는 점점 
커지는 보안 및 연결 필요성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100% 업타임은 물론 안전하게 연결된 장비를 
사용자는 즐길 수 있습니다.1

프로세스

Cisco Services에서는 단 한 번의 주말 동안 Sligro의 
새로운 네트워크 및 데이터센터 구축을 돕기 위해 
심도 있는 전문 지식을 제공했으며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해치기보다는 더 향상했습니다.

Cisco 인프라를 구축하면 매우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축의 토대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후:전:

클릭하여 확인하십시오.

방법

더 많은 일을 더 우수하게

~Tunji Alabi, 기술 인프라 그룹 리더, Ecobank

여러 가지 우수 제품이 
혼합된 IT 시스템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표준화된 단일 인프라 덕분에 Ecobank는 
새로운 장소에 IT 시스템을 배포하고 시장 
출시 시간을 10개월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유연성

Cisco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파악하자, Ecobank는 IT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설계 
표준과 검증된 전략에 맞는 더 안정적이며 민첩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장소 A

장소 B 장소 C

이 서비스 덕분에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시간을 1년에서 단 2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이전:

클릭하여 확인하십시오.

방법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안전하게 제공

~Chad Spiers,
  음성 및 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이사, Sentara

데스크톱에서 모바일 
장비로 이동하는 데에는 
완전히 새로운 보안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의사들은 중요한 네트워크 리소스에 24시간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환자와 방문자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도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툴

Cisco의 스마트 기술 덕분에 Sentara 병원의 모든 
장비와 사용자 보안 정책을 순조롭게 구축 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을 배포할 때 
Cisco 전문 서비스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다른 Cisco 고객들은 어떻게 200% 이상의 투자수익 기록, 
생산성 향상, 업타임 증가, 더 빠른 문제 해결 및 IT 비용 
절감을 이루었는지 알아보십시오.

온디맨드 웹캐스트에 등록하여 Forrester Consulting 연구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http://www.cisco.com/o�er/optimize

1 100% 업타임은 다음의 특정 사례 연구 결과를 참조한 것입니다: “National Food Services Leader Delivers Reliability”, 
  Sligro Food Group Case Study, 2011 http://www.cisco.com/web/services/it-case-studies/sligro-catalyst-case-study.html

2 3년 동안의 리스크 조정 투자 수익 기준입니다. 출처: “The Total Economic Impact™ of Cisco Network Optimization Service”, 
  Forrester Consulting에서 2013년 3월에 Cisco의 의뢰로 수행한 연구.

Cisco Network Optimization Service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사람

프로세스

툴

유연성

정규 Cisco 전문가와 전 세계의 280,000명의 파트너 직원들이 
엔드투엔드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계획을 맞춤화하고 우선순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필요성에 
맞게 리소스를 재배정합니다. 

자동화, 분석 및 지식 기반 액세스와 같은 스마트 서비스 기능으로 
가시성을 높이고 사전 예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더 나은 결정을 더 
빠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

검증된 모범 사례와 아키텍처, 설계, 확인, 구현 및 운영상의 독보적인 
지식으로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최적화의 이점

Cisco Network Optimization Services와 함께 여러분 기업의 현재와 
미래의 성공을 준비하십시오. 종합적이며 사전 예방적인 엔드투엔드 지원 
방식의 본 서비스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최대의 성능을 누리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