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sco Managed Service for Collaboration

At-A-Glance

© 2014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Cisco and the Cisco logo ar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Cisco and/or its affiliates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To view a list of Cisco trademarks, go to this URL: www.cisco.com/go/trademarks.  
Third-party trademarks mentioned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The use of the word partner does not imply a partnership relationship between Cisco and any other company. (1110R)

협업 솔루션 관리를 간소화

직원들의 창의력과 생산성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툴입니다. 직원들이 회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참신하고 훌륭한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출 때 창의력과 생산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직원들이 편리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최상의 상태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협업 솔루션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Cisco® Managed Service for Collaboration이 도와드립니다. 이 서비스 포트폴리오는 
여러분의 시스코 네트워크와 협업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예측, 파악,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정의를 통해 여러분만의 특정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도 
있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협업 기술에서의 시스코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계 최고의 툴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 관리를 통해 통제권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Cisco 
Managed Service for Collaboration은 IT 인프라 라이브러리(ITIL®)에 맞춘 인력과 
프로세스, 툴의 균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우수한 성능을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협업 인프라와 툴을 원활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성능이 필요합니다. 협업 인프라와 툴이 실제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때, 여러분은 경쟁사를 이길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술이 그러하듯, 협업 역시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직원이 어디서나 장치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협업 툴을 
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역폭, 라우팅, QoS, 네트워크 액세스와 같은 모든 
요소가 적절히 작동하여 직원들이 더 쉽게 모여서 일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 우수한 성능을 적은 비용으로 누릴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항상 빠듯하기 
마련이며, 여러분의 예산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Cisco Managed 
Service for Collaboration은 전체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협업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제

엔드포인트의 확산

오늘날 워크스페이스의 유연성, 가상 오피스 활용의 증가, 기타 모빌리티 요구로 인해 IT가 
지원해야 하는 엔드포인트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산으로 여러분의 네트워크 또한 
직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능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네트워크 및 협업 문제가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최적화

협업 솔루션은 여러분의 조직에 놀랄 만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시스코는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있어 수년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렇게 축적된 전문성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장비나 애플리케이션 
추가 시, 여러분의 네트워크가 장애 없이 이들 장치와 애플리케이션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전략적 IT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통제 유지

더 많은 협업 기술을 채택하면 지원 및 관리해야 하는 인프라의 수도 늘어납니다. 이러한 관리 
및 모니터링을 타사 파트너에 위탁하는 방법은 비용 효율성도 높고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여러분은 네트워크 및 협업 기술에 대한 통제권 및 가시성 확보를 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기술을 여러분의 특정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하고 싶을 것입니다. Cisco Managed 
Service의 공동 관리 모델은 이러한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시스코는 여러분의 요구 
사항에 맞게 기술을 조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분은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Cisco Managed Service는 모듈로 설계되어 있어, 필요한 기능만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혜택 및 비즈니스 성과

•	 협업 툴의 성능을 개선 및 유지하여 활용도 제고 

•	 주요 솔루션 관리 프로세스의 외주 및 자동화를 통해 IT 인력의 업무 부담 완화 

•	 문제 해결 시간 단축으로 가용성 개선

•	 솔루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추가 시간, 리소스, 교육 비용 절약

•	 여러분의 협업 인프라가 비즈니스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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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기능, 속성

서비스 이름 설명 및 이점

Cisco Managed Service 
for Collaboration – 
Uni�ed Communications 
(UC) 

IP 엔드포인트, 미디어 처리 장치, VoIP(voice-over-IP) 게이트웨이, 
모바일 장치,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간 음성, 비디오, 모빌리티, 
프레즌스 서비스의 모니터링 및 관리를 외주합니다. 오늘날 사용자 
모빌리티의 증가로 인해, 사용자의 위치나 장치의 종류, 네트워크 
액세스 방법에 관계없이 사용자 경험을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 관리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Cisco Managed Service 
for Collaboration – 
Uni�ed Contact Center 
(UCC)

모든 음성 인프라 및 컨택 센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종합적인 24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를 제공하여 성능 및 가용성을 유지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로 솔루션 가용성 및 성능을 더욱 개선할 수 있습니다.

Cisco Managed Service 
for Collaboration – 
Business Video

모든 Cisco TelePresence® 및 비디오 컨퍼런싱 엔드포인트를 
관리하여 운영성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최종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고객의 평가

“문제 발생 시 전화기를 들고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시스코 
전문가에게 연결되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텔레프레즌스 
사용자들에게 안내합니다. 이러한 수준의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의 일정을 변경할 필요도 없고 회의 참석자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추가적인 IT 직원의 고용 및 
교육에 소요될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Advocate 
Health Care
Rance Clouser, Advocate Health Care사의 IS Support Services 
and Communication 담당 부사장

Advocate Health Care 
사례 연구 - http://
www.cisco.com/en/US/
services/collateral/ps2961/
external_casestudy_advoc
atehealth2012.pdf

사례 연구

P&G는 HP를 대체하는 자사 네트워크용 종합 솔루션으로 Cisco 
Managed Service for Collaboration을 채택했습니다. 사전 대응적 
관리로 업타임을 개선하여 효용률을 80%나 개선했으며, 도입 
첫해에 솔루션 ROI를 실현했습니다. 

http://www.cisco.com/
web/services/it-case-
studies/procter-gamble-
cisco-case-study.html

왜 시스코인가?
다양한 투자와 엔지니어, 지원 인력 및 외부 벤더가 필요할 수 있는 DIY형 네트워크 
관리와 달리, Cisco Managed Service for Collaboration은 외주 원칙에 따라 구축됩니다. 
시스코의 종합적인 네트워크 관리 전문성과 입증된 모범사례, 자동화된 스마트 서비스 
기능을 적용하여 네트워크의 생산성을 탁월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소스 코드까지 추적하여 해결하는 시스코의 역량으로 단순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문제의 영구적 해결도 지원합니다. 통합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에서의 시스코의 
리더십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정보
Cisco Managed Service for Collaboration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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