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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모빌리티 트렌드 및  
Cisco Mobile Workspace 



모빌리티는 기업의 최우선 관심사 

50%의 기업에서 전사적 범위의 
모빌리티 전략 도입* 

65%의 기업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직원의 모빌리티 지원* 

66%의 기업에서 고객 만족도 및 
충성도 향상에 모빌리티 활용 

… 전 세계 인류가 일하고 생활하고 즐기고 배우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출처: Cisco Strategic Marketing Organization/2014 Mobility Landscap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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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환경의 변화 

The future is without boundaries.  

 모바일 워크스페이스 구축이 회사 경쟁력을 갖추는 중요한 비즈니스 모멘텀 

 Mobility everywhere, anytime. 

 61%의 회사가 임직원이 개인 소유 기기를 통해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 (SANS Institute 2012 

survey). 

 모바일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CIO 우선순위 2위 (Gartner 

CIO Surve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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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D 전략만으로는 장기적 전사적인        

모빌리티 전략이 될 수 없음 

 
 모빌리티는 모바일 단말 뿐 아니라 비즈니스에 

다양한 단계에서 연관되어 있음 

BYOD는 다양한 모바일 단말을 통해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부분까지 고려 

BYOD, 이제는 그 이후를 고려할 때 입니다!! 

BYOD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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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모빌리티에서 워크스페이스 모빌리티로 진화 

2013–14 

1출처: Accenture CIO 2013 Survey, 2Gartner Research; 3IDC Research, 4Nemertes 2013 

CIO의 59%1가 전사적 범위의 모빌리티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모바일은 2013년 우선 순위 2위2 

안전하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AM) 및 
모바일 콘텐츠(MIM) 제공: EMM 

3억 대의 BYOD+1억 5천만 대의 CYOD 
iOS/Android 디바이스 2014년3 / 50%가 
802.11ac 지원 

모바일 워크스페이스 애플리케이션에 
힘입어 Wi-Fi가 획기적으로 성장(50%가 
음성-비디오)4 

각 기업은 BYOD 트렌드에 대응 

모바일은 2011년 우선 순위 3위2 

모바일 디바이스 보호(MDM) 

1억 5천만 대의 모바일 iOS/Android 
디바이스가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 2012년3 

제한적 앱 기능을 갖춘 모바일 디바이스가 
늘어나면서 Wi-Fi가 꾸준히 성장 

2011–12 



7 ©  2013-2014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미래는….. 애플리케이션에 좌우  

현재 주요 기능이 태블릿보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음 

이메일/ 
일정 관리 

73% 
66% 

협업 앱 

50% 47% 

생산성 앱 

37% 47% 

맞춤형  
비즈니스 앱 

32% 32% 

UC/IP 
텔레포니/VoIP 

35% 27% 

데스크톱 
가상화 

14% 20% 

2
4
개

월
 이

내
 

향후 24개월 동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축이 크게 늘어날 전망 주요 기능이 스마트폰보다 태블릿에 더 많이 확장될 것 
 

이메일/ 
일정 관리 

96% 96% 

데스크톱 
가상화 

75% 86% 

UC/IP 
텔레포니/VoIP 

84% 87% 

맞춤형  
비즈니스 앱 

82% 
89% 

생산성 앱 

83% 
92% 

협업 앱 

86% 
91% 

2
0
1
4
년

 

출처: Cisco Strategic Marketing Organization/2014 Mobility Landscape Survey – 대기업 및 중견 기업 1000곳 

스마트폰 태블릿 



8 ©  2013-2014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어플리케이션 제공 과제 

어플리케이션 제공 모델 

Native apps on device  

Virtual apps 

In the browser (HTML5) 

Hybrid (native/HTML5) 

SaaS 

Real-time communications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제공 비용 절약 

신속한 어플리케이션 제공 지원 

어플리케이션 관리의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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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제공 과제 
비즈니스 및 기술 우선 순위와 제공 모델의 연계 

Native 모바일 앱  
개발 및 유지 보수 

모바일 디바이스에  
저장되는 기업 데이터 

기존 Windows 앱 

백엔드 통합된 기존  
인트라넷 애플리케이션 

길잡이 당면 과제 

다양한 모바일 폼 팩터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경험 제공 

Windows 앱을 모바일  
디바이스로 확장  

모바일에 최적화된 가상  
Windows앱 사용 

웹을 모바일 친화적인  
HTML5 형식으로 변환   

디바이스의 앱 데이터 관리 또는  
데이터 센터에서 안전하게 관리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의  
데이터 확산 관리 

사용자 경험에서 필요할  
경우 Native 앱 사용 

여러 OS 및 디바이스에  
시간과 비용 투자  

모든 제공 모델 지원: 기본 | 가상 | HTML5 | SaaS | 음성 | 비디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보안  

인프라 

Cisco Mobile Workspace  
 

모바일 디바이스 

완벽한 엔드 투 엔드 
모빌리티 솔루션 

간소화된 구축 및 지원 
연계된 인프라 및 모바일 앱 

정책 
탁월한 인프라 및 모바일 앱 

기본 | 가상 | HTML5 | SAAS | 음성 | 비디오| 파일 

 

사무실 | 모바일 | 재택 

완전한 모바일 인프라에서 디바이스 또는 장소의 제약 없이 일관성 있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모바일 액세스 제공  



모든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Mobile Workspace Solution의 구성 요소 
Cisco 및 파트너 에코시스템의 모듈형 스택  

모바일 생산성 

모바일 협업 모바일 데이터 보안 

애플리케이션 제공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앱/데스크톱 가상화 

모바일 정책 

네트워크 정책 제어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핵심 인프라 + 보안 모바일 네트워킹 클라우드 인프라 

Cisco BYOD Solution Cisco Desktop Virtualization Solution Cisco Mobile Workspace Solution 



모든 디바이스에서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Citrix와 함께 개발하고 검증받은 최초의 완전한  
Mobile Workspace Solution  

모바일 생산성 

Unified Comms,  
Jabber, WebEx 

모바일 협업 모바일 데이터 보안 

Worx Apps, ShareFile,  
Receiver 

애플리케이션 제공  

XenMobile, 
Storefront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앱/데스크톱 가상화 

XenApp, XenDesktop 

모바일 정책 

ISE, AnyConnect 

네트워크 정책 제어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XenMobile 
(디바이스 관리) 

핵심 인프라 + 보안 
통합 액세스, 보안 액세스 

모바일 네트워킹 

통합 데이터 센터, 보안 서비스 

클라우드 인프라 

Cisco Mobile Workspace Solution with Ci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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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ix와 함께 개발하고 검증받은 최초의 완전한  
Mobile Workspace Solution  

The Benefits of Partnership  

and Integration: 

상호 보완적인 솔루션 구성 

A joint roadmap to expand 

capabilities over time  

Go-to-market alignment for 

investment protection 

Reduced costs, risks, and 

time to market 

Cisco validated designs  

미리 검증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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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스페이스 모빌리티를 위한 
시스코 802.11ac 솔루션 



왜 802.11ac를 도입해야 하는가? 

5년간 미래 보장 802.11n 대비 3배 

우수한 성능 

모든 디바이스에서 

향상된 경험 실현 

최종 사용자 기기의 

배터리 수명 2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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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연결 속도 타임라인  
기가비트 Wi-Fi 중심 

4SS 데스크톱 

3SS 데스크톱/랩톱 

2SS 랩톱/태블릿 

1SS 태블릿/스마트폰 

*80MHz 채널이 사용 가능하고 적합함을 

전제로 함 

**160MHz 채널이 사용 가능하고 

적합함을 전제로 함 

802.11 802.11n 802.11b 802.11a/g 

802.11ac 

Wave 1 

802.11ac 

Wave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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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4 

65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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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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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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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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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속도(Mbps) 

= Spatial Streams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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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누릴 간접적 혜택:  
802.11ac 네트워크에서는 클라이언트 배터리 수명 연장 

데이터 

802.11ac 

802.11n 

25% 

0MB 

20% 

890MB 

15% 

2.1GB 

10% 

3.26GB 

5% 

4.68GB 4.68GB 

25% 

20% 

15% 

10% 

5% 

0MB 432MB 1.08GB 1.64GB 2.13GB 2.76GB 

802.11ac의 속도로 전송/수신 작업 감소 = 배터리 수명 증가  

배터리 수명 최대 2배 

연장  



지금 도입해야 하는 이유  

2015년에는 

트래픽의 50%가 

음성 & 비디오 

무선: 주된  

액세스 수단 

2017년에는 무선 

트래픽(53%)이 유선 

트래픽(40%)을 

앞지를 것 

2014년 말에는 신규 

디바이스의 50%가 

802.11ac, 2015년에는 

75%로 증가할 것 



Cisco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802.11ac  

기술 선도 

802.11ac 및 그 

이후까지 

더 우수한 고밀도 경험(High-

Density Experience) 

맞춤형 칩셋으로 

실현 

미래 

보장 

업계 유일의 모듈형 

액세스 포인트 

유연성과  

비용 효율성  

가장 광범위한 

802.11ac 포트폴리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