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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례 연구

LOCOG (런던 올림픽 조직 위원회)는 점점 더 분산화되고 성장하는 조직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시스코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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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명: 런던 올림픽 조직 위원회

업종: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위치: 영국

직원 수: 6,000명 (올림픽 게임 기간 총 투입 
인력 200,000명)

해결과제

• 계획 단계와 분산 단계에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력이 계속 참여하고 새로운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구현

•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동료, 파트너, 
관계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생산성 높은 
수단이 필요

솔루션

• Cisco Show and Share

• Cisco Media Experience Engine

• Cisco Advanced Services (시스코 컨설팅 
서비스)

결과

• 회의에 대한 협업,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 

• 여러곳에 산재한 조직 위원회 팀들간의 
커뮤니케이션 신속성 향상

• 경영자 브리핑을 전달할 수 있는 비디오 
기능 내장

해결과제 

2012 런던 올림픽 게임과 패럴림픽 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은 다른 대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과정입니다.  50개 종목, 15,000명 선수, 20,000명 이상의 
미디어 관계자 및 1,100만명 관중 등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런던 올림픽의 조직 위원회 
(LOCOG)는 모두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LOCOG CIO인 
Gerry Pennell은 “이번 올림픽은 46개 세계 챔피언십 경기를 동시에 치르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운에 맡길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신속히 실전에 응용해야 하며, 올림픽 기간 중에 필요 인력이 꾸준히 늘어 현재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 빠르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LOCOG의 
내부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Jo Simcox는 “처음부터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모든 
인력과 소통하는 데 비디오가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솔루션

시스코는 2012 올림픽 게임의 공식 네트워크 인프라 후원업체로서, 라우팅과 
스위칭에서부터 네트워크 보안과 Wi-Fi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스코는 공식 통신 서비스 파트너인 BT Global Services와 긴밀히 
협조해 미션 크리티컬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LOCOG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Cisco Collaboration 솔루션 패키지가 도입 되었습니다.

런던 2012 네트워크에서 실행되고 있는 Cisco Show and Share®는 비디오 콘텐츠를 
안전한 표준화 방식으로 저장, 관리,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LOCOG 통신기술 
구축 책임자인 Maryam Ahmad는 “Cisco Advanced Services (컨설팅 서비스)는 Show 
and Share 솔루션을 설계, 테스트,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컨설팅 서비스 
인력들의 전문성 덕분에 최종 사용자 경험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Gerry Pennell

Chief Information Officer 

LOC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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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and Share와 더불어 Cisco Media Experience Engine (MXE) 덕분에 LOCOG는 
비디오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트랜스코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디오 포맷과 
압축(전송)률을 표준화하면 제작자가 어떤 포맷을 사용하든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MXE는 Cisco Enterprise Content Delivery System (ECDS)을 
사용하여 LOCOG 네트워크 상에서 수백 명의 사용자가 비디오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LOCOG는 ECDS 솔루션을 사용해 비디오 사용 현황 
평가 및 집계할 수 있어, 특정 메시지를 찾고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Ahmad는 “LOCOG 네트워크상에서는 누구나 필요할 때 원하는 곳에서 각자의 
스마트폰, 데스크탑, 노트북 등을 통해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IT 팀을 
예로 들면 CIO가 격주로 비디오를 제작 배포하고 있는데, 이 비디오를 런던 도크랜즈에 
있는 LOCOG Canary Wharf 본부에서도 볼 수 있고 전국 약 100곳에 이르는 장소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웹상 회의 (Web Conference)를 위해 서로 떨어져 있는 팀끼리 문서, 프리젠테이션, 
비디오 콘텐츠를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Cisco WebEx®를 도입해 LOCOG 오디오 
컨퍼런스 솔루션인 BT MeetMe를 보완했습니다. Pennell은 “WebEx는 아주 강력한 협업 
수단인데, 지리적으로 아주 멀리 있는 떨어져 있는 조직에 특히 유용하다"며 "공통 
계획과 정보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상호 관계를 굳건히 하고 소통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말합니다. 

Cisco WebEx와 BT MeetMe는 오디오 및 웹 컨퍼런스 솔루션으로써 충분한 협업을 
돕습니다. Microsoft Outlook과도 통합이 가능해 사용자의 가용성에 따라 Cisco WebEx 
호출을 손쉽게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장성 또한 높아서 한 번에 최대 200명까지 
사용자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Ahmad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호스팅되고 
서비스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 부담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과 

LOCOG Transport는 Cisco WebEx가 얼마나 차별화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이 부서는 올림픽 게임 기간 중에 6,000명이 넘는 고위 
임원에게 24시간 주문형 의전차량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WebEx 활용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자원 모델 검토 등 한차원 높은 운영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시스템 
장애 발생시 더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한편, 실시간 대화식인 웹 세미나와 사전 녹화 세션이 데스크탑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LOCOG Transport 사무실 3곳의 120명의 운영자를 위한 교육도 간소화 되었습니다. 
WebEX는 고객 서비스 수준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한 대리인이 자동차의 위치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면, 추적 시스템 운영자도 같은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Ahmad는 “Show and Share, MXE, ECDS, WebEX와 같은 시스코 협업 서비스는 올림픽 
조직위를 더욱 협업이 잘 되는 조직으로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통신 
방식도 개선되었고 올림픽 개막이 가까워지면서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OCOG 인트라넷은 ‘The Knowledge’라고 하는데, 모든 직원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최초의 온라인 호출 지점입니다. Simcox는 “Show and Share를 설치했을 때, 이를 
The Knowledge와 직접 통합해 The Knowledge on Demand를 만들 수 있었다”며, “
모든 팀이 최신 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모든 부서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OCOG HR 부서는 Cisco WebEx가 인력 채용 과정에서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면서도 
신규 인력의 발굴 및 채용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말 가치 높은 시스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는 영국 및 전세계에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고화질 라이브 비디오 및 오디오를 사용해 가상의 대면 인터뷰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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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yam Ahmad

Technical Delivery Manager (Telecommunications)

LOC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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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nell은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시스코와 BT와 함께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조직 위원회는 영국 전역을 이동하는데, 비디오 기술이 중앙 본부와의 소통 과정에서 
점점 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어, 모두가 조직 위원회와 직접 연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Cisco Collaboration: www.cisco.com/go/collaboration
Cisco Enterprise Video: www.cisco.com/go/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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