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코는 지난해 파트너들에게 “개별적인 섬이 아닌 서로 연결되는 다리”를 짓자고 약속했으며, 

파트너들 역시 고객이 이미 갖추고 있는 다른 모든 기술과 상호운영되는 생태계형 기술 구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WebEx+오피스365, 세일즈포스와의 결합으로 상호 운영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처리되던 미팅, 메시지, 음성 등의 기능이 총 3억 명의 Webex 사용자들을 

위해 하나의 통합 플랫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됩니다. 

이제 1억 명의 Webex 미팅 사용자, 5,000만 명의 Jabber 사용자, 2,300만 명의 Broadsoft 

사용자 모두 동일한 시스코 협업 플랫폼을 활용하며, 이 Unified Webex Client는 사용자들이 

매일 사용하는 SaaS 애플리케이션인 Microsoft, Apple, Google 등과 통합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Unified Webex Client의 동일한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인터페이스는 복잡한 

마이그레이션 작업과 값비싼 마이그레이션 비용이 없다는 장점은 물론, 엔드유저가 겪는 

변화를 최소화하고 기존 투자를 보호하며 자사가 원하는 시기에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강점을 지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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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매니저 사용자들은 현재 9,200만명에 달하는데, Unified Webex Client 매니저는 콜 매니저 

기반에 직접 연결되어 추가 구축 없이 기타 시스코 협업 제품으로 쉽게 확장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파트너의 ACS, Broadworks 등에도 동일하게 연결되어 수월한 

크로스셀링 기회도 제공합니다.

콜 매니저들을 위한 Unified Webex Client

1000만 달러 미팅 고객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고객이 업무 공간을 혁신해 나가면서 비즈니스 

금액은 2,000만 달러 음성 라이센스, 1,200만 달러의 장비 세일즈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Unified Client 플랫폼을 사용하면 파트너들은 최소한의 재교육으로 1000만 달러 규모의 

고객을 4200만 달러의 프랜차이즈 기회로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파트너들이 해당 플랫폼을 바탕으로 자사의 특장점을 또는 브랜드를 추가해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 통합 애플리케이션은 완벽히 화이트 라벨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파트너 powered by Cisco 애플리케이션을 시스코 고객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통합 플랫폼은 API 지원해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그대로 시스코 협업 

솔루션을 통합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Unified Webex Client를 통한 파트너 혜택

고객은 시스코 또는 Microsoft 협업 제품 중 하나만을 선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양사 제품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S Teams는 시스코 WebEx Meeting과 기본적으로 상호 

호환이 될 것이며, Cisco Webex Teams 역시 MS Team Meeting과 호환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협업 및 상호운영 관련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Microsoft와 상호운영

Hardware as a Service는 전화기와 비디오 콜 기기를 하나의 상품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고객 

입장에서는 초기에 값비싼 설비 투자(CAPEX)를 하는 대신 매달 조금씩 운영비용(OPEX) 

형태로 지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서비스 모델을 실현하려면 고객이 갖고 싶어하는 디바이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신규 인스턴트 오피스인 Webex Desk Pro와 모두가 기다려 온 C-Suite 및 대형 

회의실을 위한 Webex Room Panorama를 공개합니다. 

Webex Room Panorama는 WeeEx 기반으로 설계된 기기로 얼굴 인식 및 이름표 표시도 

가능하며, 소리의 방향 감지력 또한 뛰어나 깨끗한 회의 음질을 보장합니다.

Hardware as a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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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택센터는 한 번 구축하면 시설이 10 또는 20년까지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수익성이 좋은 

프로젝트인데, 그 동안 클라우드 영역에서는 확장형 클라우드 컨택센터 상품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3만 명의 에이전트까지도 지원하는 클라우드 컨택센터 

상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스코는 이미 기존 컨택센터 분야에서 미국에서 1위,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360만 

명의 에이전트가 시스코 제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당 월 사용비용이 180 달러인 

클라우드 컨택센터는 파트너가 판매 가능한 최고비용 ASP 소프트웨어 중 하나가 될 것이며, 

만약 힘을 합쳐 360만 에이전트의 1/3만 클라우드로 이동시켜도 매년 반복되는 20억 달러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클라우드 컨택센터

사람, 기업에 대한 인사이트가 컨택센터에 통합될 경우, 고객의 상황을 더 많이 인지하는 

상담원은 더 빨리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그너티브 협업을 위해 시스코는 수개월 전 Voicea라는 음성 인식 기술 기업을 인수했는데, 

Voicea는 시스코 Webex 플랫폼에 AI와 머신러닝을 도입해 실시간 글자 표기, 실시간 번역 

등을 지원합니다.

EVA(Enterprise Voice Assistant)라는 글자 표기 기술을 갖춘 Voicea는 사용자가 발표를 하는 

동시에 발표 내용을 글자로 실시간 표기해주며, 지난 회의 기록에서 회의 기록 전문은 물론,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대화가 이뤄졌는지 보여주는 워드 클라우드도 제공합니다. 머신 러닝으로 

어떤 중요 내용들을 따로 요약해 저장할지 결정하고 음성 명령을 활용해 실시간 번역과 중요 

스케줄도 기입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코그너티브 협업 - 컨택센터 혁신 및 Voicea 인수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