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바로 시작하는 스마트워크 

우병수 부장 (bywoo@cico.com) 

CSE, Collaboration 전략 사업 본부, Cisco Korea 

2015년 11월 19일 



Cisco Confidential 2 ©  2013-2014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I. 스마트워크의 개요 

II. 스마트워크 사례, 시스코가 일하는 방식  

III. 이 시대의 스마트워크 솔루션        

IV. 지금 바로 시작하는 스마트워크   

       

Agenda 



Cisco Confidential 3 ©  2013-2014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I. 스마트워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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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워크의 정의 

지정된 업무 공간인 사무실의 개념을 탈피하여 다양한 장소와 이동환경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인 업무 환경  

 일변하는 방식의 변화 스마트워크의 장점 

스마트워크의 개요  

참조: 기업을 위한 스마트워크 도입.운영 가이드북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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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의 유형  

참조: 기업을 위한 스마트워크 도입.운영 가이드북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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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업무 생산성 향상과 고객만족도 증가 

영상회의로 출장과 외부 미팅 감소,이동 시간 감소, 출퇴근 시간 절약 
이동 중에서도 적극적인 고객 응대가 가능  

 

비용 절감  

단기적 관점 : IT 환경 구축 및 정비 등에 대한 투자 비용 발생 

중장기적 관점 : 사무 공간비용과 운영비, 출장 및 교통비 감소  
사례 : 영업직군 중심의 회사는 모바일 오피스를 도입하여 사무 공간을 20개층에서 11개층으로 감소  
         연간 22억의 절감 

 

우수한 인재 확보 및 활용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해 근로자의 만족도 증가로 인재 유출을 막음  

능력있는 여성, 고령자, 장애인의 활용 

사례 : 콜센터의 재택근무 직원증가로 인건비 및 사무실 비용 절감 70억원, 출산후에도 계속 업무  

스마트워크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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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 of people working together to  

reach a common goal 
Collaboration 

12 

스마트워크의 핵심,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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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스마트워크 사례 
    시스코가 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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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s Work Culture 

41% 

38% 

47% 

89% 

32% 

6% 

의 직원은 서로 다른 시간대의 직원과 협업합니다.  

의 직원은 적어도 주당 1회이상 영상회의를 

합니다.  
의 직원은 모바일 워커로 분류됩니다.  

의 직원은 원격 접속으로만 일을 합니다.  

 의 직원은 자신의 매니저가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의 직원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합니다.  

Source: Cisco Work Profile Survey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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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비지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업 기술을 충분히 사용하세요 

고객 만족 

비용 관리  

생산성 향상 

직원 몰입도 

혁신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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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what is Collaboration worth to Cisco? 

Cisco Benefits (Gross) = $2.8B 

$662M 

$1,104M 

$82M 

$953M 

 Avoid travel 

 Reduce real estate 

 Reduce support costs 

 Scale expertise 

 Increase customer intimacy 

 Enhance executive communication 

 Create new  
revenue streams 

 Reduce travel downtime 

 Reduce commuting 

 Find people faster 

 Find information faster 

 Shorten sales cycle 

 Speed time to market 

 Reduce delays in  
decision making 

The Key Drivers of Cisco Collaboration Value 

Reduce 
costs to improve 

profitability 

Save time  
to increase 
efficiency 

Speed process 
to increase 

agility 

Transform 
business to 

increase growth 

Source: Cisco Consulting Services, 201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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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관리 및 생산성 향상- Growth of Video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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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Presence WebEx Jab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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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관리 및 생산성 향상 – 영업 효율성  

Solution 
• 895개의 임원용 영상회의실과 1700개 이상의 
영상회의실을 전세계에 설치  

Challenge 
• 오늘날의 복잡한 기업 영업은 항상 비지니스 전문가와  기술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 제한된 출장 예산 및 웹 컨퍼런싱이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Results 
• 분기당 13,700 개의 고객 미팅 

• 고객 미팅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범위가 넓어짐 

• 하이터치 기업 고객에 대한 영업 사이클이 짧아짐 

• 승률이 증가하여 223.6M 달러의 개선된 마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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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Cisco Emerging Technology IT, Finance; Cisco Consulting Services, 2013 

비용 관리 및 생산성 향상 - Business Travel Optimization 

• 영상회의, 재버, 웹엑스를 모든 직원에게 제공  

• 원격 협업을 강화하고 출장 예산을 줄임 

Solution 

• 세계화와 모빌리티가 협업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 고객은 더 나은 대응을 원합니다.  

• 출장 예산의 증가는 제한적입니다.  

Challenge 

• 대응속도 증가  

• 삶의 질의 향상  

• 탄소 배출량 절감   

• 출장 비용 절감 ($791M/year) 

• 생산성 향상 ($159M/year)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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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ware VPN 
 (always on, wireless) 

Wireless Everywhere 

Mobile 
Devices 

Jabber: Soft 
phone/Video 

Video Everywhere 

Extension Mobility 

Software VPN 

60 

직원 몰입도 – 스마트워킹   



Other 14,726 35,908 17,273 53 
 

632 

-0.1%  
Growth 

-1.7% 
Growth 1.2% Growth -11.3% Growth 0.3% Growth 

78,733 43,262 8,62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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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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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44 

Personally  

Owned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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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D) 

 

 

 

 

 

 

 

 

 

 

 

 

 

 

 

 

130,622 

Corporate  

Provided  

Laptops  

(COD) 

952 

6% Growth 

Growths based on a 3 month period 

 
Collaborating From Anywhere & Any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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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Cisco Emerging Technology IT, Finance; Cisco Consulting Services, 2013 

Solution 
• 모든 직원에게 UC를 위한 재버, 웹엑스, VPN 
접속, 스파크를 제공 

• 고정 재택근무자에게는 개인용 영상회의 솔루션 
지급 

• 다수의 직원이 시스코 사무실 근처에서 살지 
않습니다.  

Challenge 

• 재택근무로 절감된 시간의 60%는 업무에 40%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 연간 333M 달러의 생산성 향상  

• 직원을 위한 년간 51.4M 달러의 출퇴근 비용 절감 

Results 

직원 몰입도 향상 –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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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Cisco Consulting Services, 2013 

Solution 
• 시스코 TAC (기술 지원센터)에 웹엑스를 전면 
도입 

• 제품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장애처리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 고객은 기술 지원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을 기대했습니다.  

• 장애처리를 위한 전문가가 모든 기술 지원 센터에 분포하지 
않습니다.  

Challenge 

•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과 즉각 대응력의 증가  

• 91% 고객은 시스코 지원 체계가 매우 크게 개선 되었다고 
설문 

• 분기당 ~400K 세션이 TAC에서 진행됨  

• 고객의 반응 “ 시스코 가진 가장 귀중한 지원 툴로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다 ”   

Results 

고객 만족 – 지원 서비스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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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Cisco Emerging Technology IT, Finance; Cisco Consulting Services, 2013 

Solution 
• 실시간 정보 공유를 위한 웹엑스와 재버  

• 주요 서플라이 체인 및 주주와의 CMR Hybrid 

• 급격하게 전개되는 위기 상황에 대한 빠른 대응  

• 전세계 흩어져있는 팀과 거대 조직사이의 정보 공유  

• 회의를 위한 출장과 시간을 줄이기 

Challenge 

• 사고를 완화하고 빠른 대응력 홥고  

• 위기 상황에서의 비지니스 영속성  

Results 

혁신과 성장 – 위기 대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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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Collaboration Deployment Value 

Source: Cisco IBSG & UCVS, 2012 

Cumulative value $2B+ 

Travel Savings 

$953 Million 

Employee 
Productivity Gains 

$1.1 Billion 

Improving Sales 
Success Rates 

Improvement $224 

Million  

Reducing Sales 
Cycle by 9-10% 

(One-Time Benefit) 

Cost Avoidance In 
Support and 

Services  

Cisco Collaboration Deployment Value 

80 



Cisco Confidential 21 ©  2013-2014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협업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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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의 개인 책상    



Cisco Confidential 23 ©  2013-2014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SX80 

MX200 G2 MX300 G2 MX700 MX800 IX5000 

SX20 SX10 

영상회의실에 설치된 10여대의 장비  



Cisco Confidential 24 ©  2013-2014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재택 및 원격 지사용 라우터 활용  

 CVO 사용자는 주당 3일 이상을 재택  

 연간 35M 마일을 절약하여 17K 톤의 이산화탄소 
절감 

 신규 채용 시 이점으로 언급 

 

 

61 

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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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 시대의 스마트워크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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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탑 메신저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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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를 위한 협업의 기본은 통화   
 

전화통화는 잘되는 데 
게임 및 앱이 없는 전화 

전화통화가 잘 않되는 
데게임 및 앱은 잘되는 
전화  

채팅, 음성 및 영상통화라는 기본에 충실한 
솔루션, 
부가 기능은 그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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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is the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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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자회사나 회사에 만든 애플이 인기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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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와 인증  
 

1. VPN 인증 
2. 재버 인증 
3. 통화  

1. 재버 인증 
2. 통화  
 
(한번 인증되면 앱 
재부팅전까지는 로그인 지속되며, 
자동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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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가 도입을 주춤하거나 외면하는 
사이 비지니스 요구에 의해 
사용되는 비지니스 툴이 증가하고 
있다.  

 보안이 강화된 기업일수록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IT 부서 도입하여 전사 확산 
구조에서 일선부서에서 도입 후 
IT부서에 정식 도입 요청하는 구조   

Shadow IT – IT 부서를 경유하지 않는 스마트워크 솔루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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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를 위한 데이타 비용은 어디까지  

회사에서 지급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데이타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사무실을 벗어나는 순간 사용량은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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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비용 절감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한 책상 재배치 및 인테리어 변경  

 네트워크 케이블 없는 사무실의 걸림돌, IP 전화기  

 스마트폰 앱으로 대체하는 것은 위험 

 무선랜을 지원하는 전화기  

 PC용 소프트폰  + 스마트폰 앱   

 시스코의 축적된 경험을 공유하자   

 스마트폰 앱 및 소프트폰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 

 스마트폰 기기 단일화  

 

 

네트워크 케이블 없는 사무실을 향한 도전들  

무선랜을 지원하는 전화기  

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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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금 바로 시작하는 스마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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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제공하는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 

직원들은 영상회의를 싫어합니다. (카메라폰 사례)  

젊은 직원들이 많아 채팅 위주로 협업합니다.  

이동근무자에게 스마트워크 솔루션을 지급합니다.   

 Lync 사용자들의 질문 

문서 공유와 채팅 기능  

영상은 작아도 되고 중요하지 않음 

영상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긴 채팅과 상화에 
따라 문서 공유 

 Jabber 사용자들의 질문 

 HD 영상회의 장비 연결 문제 

 선명한 영상을 위한 네트워크 대역폭 확보 

 채팅은 통화전에 물어보는 정도의 에티켓 

 간단한 질의 응답위주의 채팅  

협업 솔루션이 협업 문화를 지배한다.   

Process 

Technology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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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에 스마트워크 솔루션을 적극 활용하자 

 수많은 무료 및 저가형의 클라우드 솔루션들  

 설치없이 바로 사용하고 쓸모없으면 폐기한다.  

 채팅, 음성, 영상통화 솔루션들  

 IT 부서에서 제공되는 솔루션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수 있다. 

 고객 및 협력 업체와의 협업 방식을 살펴보자 

 비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 메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 카카오톡, 전화, 구글 행아웃 

 자료 공유 및 전달 : N 드라이브  

지금 바로 옆사람과 스마트워크를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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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형태의 업무를 직접 경험 

 주 1회 정도의 재택근무, 커피숍에서 근무, 회사의 주요 현장에서 
근무 

 노트북, VPN, 스마트폰 만 있으면 금상첨화 없어도 가능 (스파크)  

 IT 부서에서 스마트워크 솔루션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좋은 품질의 이어셋 또는 헤드셋의 필요성 

 가장 최적의 전화 통화 환경 

 영상통화가 필요한 이유 

 원격 근무자와 협업하는 사무실의 내근자를 바라 보자  

  스마트폰을 벗어나는 방법  

 영상회의에서 스마트폰이 720p 를 지원하는 이유  

사무실을 벗어나 일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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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mited  
virtual rooms 

팀 협업을 위한 Cisco Spark 

Persistent and secure 
messaging and file 

sharing 

Face-to-face meetings 
with screen sharing 

Superior business-class 
experience 

    

Making Teamwork Simpler. 

The Cisco Spark™ application simplifies teamwork 
by making communication seamless. Send 
messages, share files, and meet with different 
teams, all in one place.  

SE 

New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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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와 바로 시작하는 웹미팅 솔루션, WebEx  
 

• Dynamic meeting experience with integrated audio, HD 
video, and content sharing 

• Document, application & desktop sharing 

• Ad-hoc and scheduled meetings, including  
scheduling with Outlook and Lotus Notes 

 

 

• Meeting recordings and playback 

• Videoconferencing with Cisco Collaboration Meeting 
Rooms 

• Secure delivery from the Cisco WebEx Cloud 

SE 

New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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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재버  
일대일 협업 및 그룹 협업 

Windows Mac iOS Android 

SE 

Sales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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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of our communication 
is not what we are saying, 
but how we are saying it! 

Implementing 
collaboration technology 

is not a luxury - 
it is a necessity!  

Body 

language 

55% 

Spoken words 

7% 

Tone of voice 

38% 

사람의 의사소통은 몸, 목소리, 그리고 언어이다.  

84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