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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글로벌 경제에서 혁신은 중요합니다. 팀이 자주 

신속한 혁신을 하려면 정확한 커뮤니케이션과 긴밀한 

협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잘못된 의사소통, 오해, 오인 

등으로 인해 값비싼 비용 지출, 비즈니스 프로세스 병목 

현상 그리고 시장에서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일이 

야기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은 피할 수 있습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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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이지만 우수한 품질의 기술과 매우 경쟁적인 비즈니
스 환경이 만나 비디오 협업은 오늘날의 정보 근로자와 
의사 결정권자에게 하나의 선택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품질의 비디오 컨퍼런싱 장비, 고대역폭 네트워크, 
사용하기 쉬운 애플리케이션 및 툴을 비롯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기술이 사용 가능해지면서 오늘날 근로자들은 비디오 협업을 
더 편리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혁신, 생산성은 물론 고객 서비스
에서 문제 해결까지 중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시작
에 불과합니다. 

비디오 커뮤니케이션과 비디오 컨퍼런싱은 기업에서 수십 년간 사용
되고 있습니다. 이미 경영 회의에 필수 장비가 되었으며 많은 대기업에서 
특별 이벤트 및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하기 위해 비디오 기능을 사내에서 
또는 대여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용하기 편리한 기술과 경제적
인 옵션 덕분에 경영자, 기업 강사, 고객 서비스 담당자, 영업 사원과 재
택 근무자까지 다양한 직원이 비디오 상호 작용 및 협업의 놀라운 기능
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비언어적이므로 비디오 협업은 조직 내에서 오
래 전부터 존재해 왔던 엄청난 격차를 해소합니다. 관리자, 지식 근로자, 
영업사원, 고객 서비스 직원 등은 비디오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나 업무에 
따라 공유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신속하게 실행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더 높
은 품질로 고객의 의견을 참고하여 할 수 있습니다. 

대면 상호 작용을 제공함으로써 비디오는 음성 전용 전화 통화와 직
접 대면 회의 간의 “절충점”을 제공하여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arvard Business School의 UPS 재단 인적자
원관리 학과의 제프리 폴처( Jeffrey Polzer) 교수는 말합니다. 비디오는 사
람들이 수신하는 정보에 또 다른 차원을 더해 줍니다. “비디오를 통한 대
면 상호 작용은 사람들은 비언어적 신호를 감지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Wainhouse Research에서 
1,007명의 경영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
영자의 4/5(78%)가 온라인 비
디오가 비즈니스 의사소통에 
효율적인 도구라고 응답한 것
으로 나타나 이러한 내용을 뒷

받침하고 있습니다. 

78%

또한 Cisco와 Redshift 
Research가 최근 1,300명의 

젊은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

한 조사에 따르면 87%가 비디

오는 재택 근무자 경험 개선, 
출장비 절감, 유능한 인재  

유치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어 조직에 의미있고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습

니다.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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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ecutive Visions on Video in the Workplace, Steve Vonder haar, Wainhouse research, 2013년 12월..
http://cp.wainhouse.com/content/executive-visions-video-workplace
 2 “Cisco global Survey reveals that the Majority of Aspiring Executives See a Big Future for Video in the .
Workplace,” Cisco New release, 2013년 8월..
http://newsroom.cisco.com/release/1233239/Cisco-global-Survey-reveals-that-the-Majority-of-Aspiring-
Executives-See-a-Big-Future-for-Video-in-the-Workplace

“비디오를 통한 대면 상호 작용

은 사람들은 비언어적 신호를 

감지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Jeffrey Polzer 교수

UpS 재단 .
인적자원관리 학과 교수 .
harvard Business School

많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직원과 경영자는 비디오를 선택하고 있습니
다. Wainhouse Research에서 1,007명의 경영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경영자의 4/5(78%)가 온라인 비디오가 비즈니스 의사소통
에 효율적인 도구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Cisco와 Redshift Research가 최근 1,300명의 젊은 경영자
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87%가 비디오는 재택 근무자 경험 개
선, 출장비 절감, 유능한 인재 유치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어 조직에 의
미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습니다.1 

비디오 협업은 직원 간 의사소통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대면 고객 서
비스, 온라인 교육, 공동 문제 해결 등 중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용이하
게 합니다. Cisco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영자(60%)가 자신의 경
력과 비즈니스에 비디오 상호 작용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은 
시각적 신호를 읽을 수 있고, 출장을 가지 않아도 “함께”할 수 있으며 실
시간으로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을 이미 실현되고 있는 장점이라고 응답
했습니다.2 

http://cp.wainhouse.com/content/executive-visions-video-workplace
http://newsroom.cisco.com/release/1233239/Cisco-Global-Survey-Reveals-That-the-Majority-of-Aspiring-Executives-See-a-Big-Future-for-Video-in-the-Workplace
http://newsroom.cisco.com/release/1233239/Cisco-Global-Survey-Reveals-That-the-Majority-of-Aspiring-Executives-See-a-Big-Future-for-Video-in-the-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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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협업은 업종과 상관없이 상호 

작용과 혁신을 강화할 기회를 열어줍

니다. 모든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

를 들어, 의료 부문에서 비디오는 병원

이 고객 및 교수와 상호 작용하는 데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다

수의 미국 병원은 통역 서비스, 정신과 

관리 서비스 및 기타 개발 중인 기능을 

공유할 수 있는 비디오 및 음성 콜센터

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

디오 협업은 경영 성과에 영향을 주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변화시키고, 의료 시설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규모, 경제성 

및 효율성을 달성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 혁신:  
건전한 교류와  
단결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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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들어, HCIN(Health Care Interpreter Network, 의료 
통역 네트워크)에서는 의료 시설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비디오를 통해 병원 내의 의사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은 물론 원격 병원을 연결해 줍니다. “HCIN은 
가상의 분산 비디오 및 음성 콜센터입니다. 병원에 따

라 1명, 2명 또는 10명의 통역사가 상주할 수 있습니다.” 라고 Paras and 
Associates의 멜린다 파라스(Melinda Paras) 사장은 말합니다. Paras and 
Associates는 45개 의료 시설에 비디오 컨퍼런싱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
다. “위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언어의 통역사를 엔드 유저는 이용
할 수 있다”고 파라스 사장은 말합니다. 이 시스템은 캘리포니아에서 처
음 구축되었으며, 현재는 병원에서 일하는 통역사를 전국의 임상의와 연
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도적인 글로벌 서비스 회사가 비디오 협업의 탁월한 결과를 체
험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엔지니어링, 건설 및 환경 컨설팅 회사인 GHD
에서는 비디오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통해 5개 대륙의 5,500명의 직원
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하나의 공식적인 본사를 두지 않고 있
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두뇌와 기술을 결속하는 것을 “One GHD(하나의 
GHD)”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협업에 “빈번한 전화 통화와 긴 비행 시
간”이 포함되었다고 GHD의 엘리자베스 하퍼(Elizabeth Harper) 최고 정
보 책임자(CIO)는 말합니다. 100개 넘는 사옥을 갖은 회사로 성장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이 추가되면서 언제나 소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GHD는 직원에게 “직원이 중요한 업무에 
주력하여 출장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웹 기반 비디오 컨
퍼런싱, 회의실 설정 등과 같은 도구를 제공했다고 하퍼는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동이 매우 잦은 의사 결정권자가 장소와 상관없이 대면 회의
를 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됩니다. 

최고의 엔지니어링, 건설 및 
환경 컨설팅 회사인  

GHD에서는  
비디오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을 통해  
5개 대륙의 5,500명의 직원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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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다수의 미국 병원은 

통역 서비스,.정신과 관리 서비스 

및 기타 개발 중인 기능을 공유할 

수 있는 비디오 및 음성 콜센터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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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체와 금융 기관이 고객과의 상호 작용을 위해 비

디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는 시각적 상호 

작용을 통해 생산 문제를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는 파트너와 고객 채널을 확충한 것

처럼 공급망을 확충합니다. 

비즈니스 혜택: 
조직의 장점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8가지 전술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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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y videoconferencing is critical to business collaboration” gigaom, 2014년 1월, http://research.gigaom.
com/report/why-videoconferencing-is-critical-to-business-collaboration/

1. 출장 비용 절감 
안정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비즈니스 비디오 컨퍼런싱을 활용할 수 있다
면 사용자는 출장비를 지출하지 않고 원거리의 동료나 고객과 대면 경험
을 하고 더 자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출장 비용 절감은 비디오 협업을 통
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세한 장점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2. 생산성 향상 
비디오 협업을 통해 업부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참여와 교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참가자들이 즉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은 이메일을 계속 주고받거나 부
재중 전화를 처리해야 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또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나 잘못된 의사소통
을 줄 일수 있어 의사 결정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비디오 협업을 통해 원
격 업무 능력이 향상되므로, 출장과 자리를 비우는 시간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들어 생산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최근에 증가 추세에 있는 원격 재
택근무자의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최근에 발표된 GigaOm Research 보고
서에 따르면 원격 사용자의 87%가 비디오 컨퍼런싱 사용 시 팀과 프로세
스에 대한 높은 유대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 

 

렴한 비용으로 널리 이용 가능한 기술과 직관적이고 사
용하기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조직 전반의 모든 직
원이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직접 
대면, 전화, 이메일, 비디오 등 상호 작용의 속성은 그 시
점의 필요 요건에 의해 좌우됩니다. 하지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비디오 기능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안 
비디오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투자했다면 어떤 다른 기능이 있는지 모두
들 궁금해 한다”고 파라스 사장은 말합니다. 

비디오 협업을 통해           가지의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8 

http://research.gigaom.com/report/why-videoconferencing-is-critical-to-business-collaboration/
http://research.gigaom.com/report/why-videoconferencing-is-critical-to-business-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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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D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경우 협업 기능을 외부로 확대해 고객 및 
파트너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한 사무실에 
묶여 있기보다 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하여 근무하고 여러 표준 시
간대의 회의에 참석합니다. “모두가 협업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직원의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Harper는 설명합니다. 그는 회사의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툴로 인해 “조직이 IT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변했
으며, 궁극적으로 프로젝트 품질이 향상되고 고객에게 전달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3. 기업 전반의 의사소통 강화 
비즈니스 리더와 관리자는 비디오 협업을 통해 비즈니스 조직과 부서에 
조직의 비전을 공유하거나, 새로운 가치 또는 우선 순위를 전달하거나,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다짐과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비즈니스 리더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 의사소통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영자의 75%는 대면 협업이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
보다 경영 성과에 더 많은 영향을 주어 비즈니스의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4 오늘날의 고도로 분산된 기업에서 “모든 직원을 강
당에 소집할 수는 없다”고 폴처 교수는 말합니다. 또한 비디오는 관계를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파트너, 고객, 주주 등과의 수준 높은 관계를 강화
합니다. 

4 power of in-person: the Business Value of in-person Collaboration),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2..
http://www.cisco.com/web/iN/assets/pdfs/45808_Economist_wp1c_hr.pdf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

면 경영자의 75%가  
대면 협업이 다른 형태의 의사

소통보다 경영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응답했습니다. 

75%

“모두가 협업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직원 생산성

이 향상되었습니다.”

Elizabeth Harper 
Cio 
ghD

http://www.cisco.com/web/IN/assets/pdfs/45808_Economist_wp1c_H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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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io and Box, “the New World of Collaboration”, 2014: http://resources.idgenterprise.com/original/ASt-
0120112_BoxWpcons0712_FiNAL.pdf

4. 혁신을 위한 기회 증대 
또한 비디오 협업은 혁신을 가속화하고 출시 시간을 단축합니다. 의사소
통 시간을 줄이고 업무 문서 처리 능력을 높일 수 있다면 제품 개발 시간
이 25% 또는 주당 1일 이상 단축될 수 있습니다.5 혁신은 브레인스토밍 
세션의 결과일 대가 많습니다. 일부 선도적인 혁신 기업은 참가자들이 모
여서 상호 협력적으로 업무 해결책을 도출하는 집약적인 세션을 조성하
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동일한 “공간”에서 업무한다는 이러한 
개념 담고 있는 비디오 기능을 갖추면 혁신 기회를 글로벌 인재들에게 제
공하여 전 세계 어디로부터든 전문 지식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협업을 효율적인 업무 방법으로 여기는 직원들을 통해 예상치 못
한 다양한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비디오 기능은 새로운 아이디
어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혁신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GHD는 비디오 협업을 통해 기업이 혁신을 강화하고 여러 지역의 기
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회
사의 경쟁력은 바로 직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더 강력한 팀을 만들고 시
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Fechner는 말합니다.

의사소통 시간을 줄이고 업무 
문서 처리 능력을 높일 수 있
다면 제품 개발 시간이 25% 

또는 주당 1일 이상 단축될 수 
있습니다.

25%
비디오 협업은 확실한 고객 참여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 제공 모델을 제공하려고 

조직에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http://resources.idgenterprise.com/original/AST-0120112_BoxWPcons0712_FINAL.pdf
http://resources.idgenterprise.com/original/AST-0120112_BoxWPcons0712_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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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 시장 발굴 및 기회 창출 
Cisco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직의 94%가 비디오를 점점 더 확대되는 글로
벌 시장에서 언어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여기고 있습
니다. 비디오 협업은 확실한 고객 참여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 제공 모델
을 제공하려고 조직에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비디오 협업을 통해 어디
에서든 실시간 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다양한 산업에서 시장의 판도
를 바꾸고 보다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비즈니스 및 경쟁 우위를 확
보할 수 있습니다. 온디맨드 번역 기능을 지원하는 HCIN은 새롭게 부상
하고 있는 서비스의 한 예입니다. 이런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하고 있다고 파라스 사장은 말합니다. “병원에서 영어 구사력이 떨
어지는 많은 환자를 많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환자에 대한 경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커뮤니티의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통역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Cisco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직의 94%가 비디오를 점점 
더 확대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언어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여기고 있습

니다.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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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식 관리 및 교육 지원 
비디오 협업의 장점은 회의, 이벤트, 모범 사례를 녹화하고 보관하여 언
제든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화된 회의나 이벤트는 교육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회의 녹화에 비디오를 사용하고 있다. 이
렇게 하면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현장 상황 즉, 
충돌이 발생했는지, 결정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는지, 다음 단계는 누구의 
책임인지, 관련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유용하다”고 폴처 
교수는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의에서 발생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회의
에 참석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답하는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고 폴처 교수는 말하면서 일부 회사에
서는 모든 회의를 녹화하여 온라인 라이브러리에 저장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합니다.

비디오 중심의 교육과 개발은 직원의 참여, 사기, 협력을 강화하여 생
산성을 증가 시키고 직원 보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커
뮤니케이션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보다 즉각적인 매체를 제공하므
로 복잡하거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Forrester 
Research는 단 1분 분량의 온라인 비디오가 약 180만 단어와 맞먹는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6 또한 직원은 복잡한 업무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 
새로운 역량이 필요합니다. Aberdeen Group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디
오를 지원하는 회사의 자발적인 이직률은 평균 8% 감소했고 12개월 동안 
직원 생산성이 4% 향상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신입 사원을 생
산에 투입하는 데 평균 6.5주가 걸리며 직원당 $2,500의 교육 비용이 지
출됩니다. 그러나 비디오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더욱 단결된 업무 공동
체를 만드는 데 장점을 확인했습니다.7 

6 “3 Ways to Use Brainshark Video presentations to promote your Brand on twitter)”, Sabrina Cote, .
Brainshark, 2014년 6월. .
http://www.brainshark.com/ideas-Blog/2013/June/use-video-to-promote-your-brand-twitter.aspx
7 the roi of Video Collaboration, Aberdeen group, 2011. http://www.cisco.com/c/dam/en/us/solutions/
collateral/executive-perspectives/executive-perspectives/roi_of_video_collaboration.pdf

Forrester Research는 단 1분 
분량의 온라인 비디오가 약 

180만 단어와 맞먹는다고 추
산하고 있습니다.

180만

http://www.brainshark.com/Ideas-Blog/2013/June/use-video-to-promote-your-brand-twitter.aspx
http://www.cisco.com/c/dam/en/us/solutions/collateral/executive-perspectives/executive-perspectives/roi_of_video_collaboration.pdf
http://www.cisco.com/c/dam/en/us/solutions/collateral/executive-perspectives/executive-perspectives/roi_of_video_collabora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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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지식 관리 시스템에는 글머리표, 그림, 다이어그램이나 보고
서 등을 지원하는 PowerPoint 데크가 포함됩니다. “대신 녹화된 프레젠
테이션이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면, 비디오는 정보와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폴처 교수는 설명합니다. 

Harvard Business School에서는 교과 과정의 중요한 일부로서 사례 연
구에 비디오를 도입하고 있다고 폴처 교수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례는 
회사에 대한 문자화된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멀티미디어 사례도 만
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서화된 인용문을 보는 대신 학생들은 
비디오를 통해 사례자를 볼 수 있습니다. 사례자를 보고 들으면서 신뢰성
이나 영감을 자신이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학가 전반에 비디오 기
반 교육은 비디오를 사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참여 가능한 가상의 교육 
경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8 State of Video in Education 2014 report, Kaltura inc., 2014. http://site.kaltura.com/Education_Survey.html

http://site.kaltura.com/Education_Surve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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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환경에서 비디오는 공식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모범 사례
를 공유하고, 조직의 주요 의사소통 수단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러한 비디오 리소스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면서도 항목 또는 발표자를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정보와 교육을 쉽게 이용할 수 있
습니다.

Kaltura, Inc.가 300개 기관의 550명의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비디오가 학습 경험을 개선하며 
기본적인 비디오 툴마저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습니다. 비디오
는 학습 방법을 변화시키고, 참여를 촉진하고,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칩
니다.8 

7. 고객 서비스 심화 
비디오는 고객과 협력하여 고객의 기대를 신속하게 충족할 수 있는 강력
한 툴입니다. 전 세계의 고객과 대면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능은 따
라할 수 없는 교류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Accenture에서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객이 통신 사업자를 유지하거나 바꾸는 주
된 이유는 고객 서비스라고 합니다.9 “고객의 입장에서 얼굴을 보고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비언어적인 면을 파악하고, 관계와 신뢰를 
구축하고, 문제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완전히 차
별화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폴처 교수는 말합니다. American Express와 
같은 일부 유명한 회사에서는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의 비디오 협업에 고
객 참여를 유도하는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merican Express에 따르면 
비디오 앱은 카드 회원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10 

또한 비디오 기반 통역 서비스는 의료 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
여 환자의 우호적인 참여를 이끌내고 더 나은 사업 성과를 낳고 있습니
다. “음성만이 가능한 의사소통에는 제약이 많다”고 파라스 사장은 말
합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비영어권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올바르게 이해

9 http://www.accenture.com/SiteCollectionDocuments/pDF/.
Accenture-global-Consumer-pulse-research-Study-2013-Key-Findings.pdf
10 Delivering More personalized Customer Service, Leni Selvaggio, 2014년 6월..
http://blogs.cisco.com/financialservices/delivering-more-personalized-customer-service/

Aberdeen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비디오를 통해 주제 전
문가에게 영업 프로세스를 소

개한 경우  
영업 사이클이 9% 촉진되었다

고 합니다. 

9%

http://www.accenture.com/SiteCollectionDocuments/PDF/
Accenture-Global-Consumer-Pulse-Research-Study-2013-Key-Findings.pdf
http://www.accenture.com/SiteCollectionDocuments/PDF/
Accenture-Global-Consumer-Pulse-Research-Study-2013-Key-Findings.pdf
http://blogs.cisco.com/financialservices/delivering-more-personalized-customer-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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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환자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의
사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30일 이내에 재입원한 경우 환자의 상태는 위험
에 놓이게 되고 병원은 최적의 상태로 의사소통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잘못된 의사소통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파라스 사장은 말합니다.  
“비디오를 통해 통역사는 얼굴 표정과 손동작을 볼 수 있고 같은 문화권 
사람이라면 환자의 반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8. 비디오 지원 세일즈 프로세스, 원격 전문가 및 퍼널  
가속화 속도 
Aberdeen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비디오를 통해 주제 전문가에게 
영업 프로세스를 소개한 경우 영업 사이클이 9% 촉진되었다고 합니다. 
Aberdeen이 38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내용
에 따르면 “비디오를 사용하는 B2B 영업 담당자는 평균 계약 규모가 50
만 달러 이상인 비디오 협업 계약의 평균 20%를 세일즈 퍼넬로 전활 할 
수 있었습니다.”11 

11 the roi of Video Collaboration), Aberdeen group, 2011. .
http://www.cisco.com/c/dam/en/us/solutions/collateral/executive-perspectives/executive-perspectives/
roi_of_video_collaboration.pdf

http://www.cisco.com/c/dam/en/us/solutions/collateral/executive-perspectives/executive-perspectives/roi_of_video_collaboration.pdf
http://www.cisco.com/c/dam/en/us/solutions/collateral/executive-perspectives/executive-perspectives/roi_of_video_collaboration.pdf


20 | BOOST INNOVATION WITH VIDEO COMMUNICATIONS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혁신 강화)



Copyright © 2014 Forbes InsIghts  | 21

비디오 협업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가자 간의 실

시간 상호 작용을 지원하는 실시간 회의와 이러한 상호 

작용을 기록한 온디맨드 녹화 방식이 있습니다. 비디오 

협업을 도입하고 활용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합

니다. 

비디오 협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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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협력 
강력한 가상 팀을 구축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고객 및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직원의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장려합니다. 팀으로부터 배웁
니다. 많은 경우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례는 사용자가 비디오를 통
해 빈번하게 협력할 때 얻게 됩니다.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
통을 모두 사용하여 잘 정리된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경우 “전달
되는 메시지의 내용에 큰 힘이 생긴다”고 폴처 교수는 말합니다. 

활용 사례는 부서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업무 또는 프로세스 중에 
비디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은 무엇입니까? IT를 비롯한 주요 부
서가 비디오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 새로운 환경에 모바일이 적합
합니까? 

궁극적으로 결과는 수익과 직결되고 일부 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파라스 사장은 HCIN을 구현하여 전화 통역보다 저렴한 비용
으로 병원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저렴한 비용으로 
더 좋은 품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부문에서는 드문 현상입니
다.”

최고 품질의 비디오 보장 
비디오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참가자들이 전달하려는 메시지
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디오 품질이 심하게 다르다는 것”이라
고 폴처 교수는 말합니다. “품질이 낮은 비디오는 실제로 의사소통을 왜
곡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지연 시간이 있거나 간섭이 있을 경우 대화가 
단절되고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파가 생깁
니다.”

사용하기 쉬운 비디오 협업 솔루션 선택 
과거에는 비디오 기술을 도입하고 세션을 시작하는 것이 복잡하다는 인
식으로 인해 비즈니스 결정권자들이 비디오 도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
습니다. 이전에는 “비디오로 다른 회사와 통화하려면 엔지니어가 사전 
테스트를 해야 했다”고 파라스 사장은 말합니다. “IT 직원이 당황하며  
‘이 전화를 어떻게 사용하지? 상대가 사용 중인 프로토콜은 무엇이고, 우
리가 사용 중인 프로토콜은 무엇이지?하며 혼돈에 빠졌습니다.”

최신 툴, 플랫폼 및 서비스를 사용하면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주요 
애플리케이션, 교육 리소스, 프로젝트 관리, 고객 서비스, 웹 애플리케이
션 등에 빠르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주제 전문가 또는 
팀원과 쉽게 연결하여 비디오 협업이 가능하므로 사업 경영 성과를 촉진
하고 조직의 문화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CIN 내에서 참여 병원의 응급실에 있는 각 진료 구역에
는 비디오 콘솔이 장착되어 있고, 임상의는 버튼을 터치하여 특정 통역
사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엔지니어가 대기하거나 사전 점검 
없이 매일 수십 차례 일상적으로 통화를 한다”고 파라스 사장은 말합니
다. “버튼을 누르고 통역사를 요청하면 네트워크상의 어딘가로 연결됩 
니다.”

1

2

3

가지 실행 단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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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 낮은 비디오는 실제로 의사소통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Jeffrey Polzer 교수

UpS 재단 .
인적자원관리 학과 교수 .
harvard Business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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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비디오는 모든 산업과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의사소통과 협업 역량을 강화합

니다. 비디오는 출장비를 절감하거나 없애 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성

장, 출시 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혁신 가속 등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줍

니다. 비디오는 대면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는 강

력한 수단이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 직원이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은 조직의 핵

심 자원인 인력의 가치를 확장하고 확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디오는 가상 팀과 복잡한 환경을 연결하는 새로운 업무 방식을 조장합니다. 

기업에서 브레인스토밍, 혁신, 강력한 관계 구축, 아이디어 및 지식 공유, 협상, 

인스파이어 등에 인적 자산을 투입할 때 획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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