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우드 기반의 콜링  
자세히 알아보기

IT 리더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IT 리더들은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통해 비즈니스 민첩성을 높여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화상 회의, 팀 협업 등의 기능을 클라우드 상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Webex Calling으로 더 스마트하게 일하세요.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일까요?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클라우드를 도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절차는 간단합니다.

클라우드 기술을 현재 인프라에 통합하려는 고객이나, 완벽한 협업 클라우드 환경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하려는 고객 모두 Cisco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스코 클라우드 콜링 자세히 보기 Cisco에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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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성 향상

   

  

  

   

  

 
 

   

퍼블릭 클라우드

작동 방식:

 인터넷을 통해 호스팅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제3자에 의해 제공됩니다. 여러 고객들이
각각의 가상 사례를 사용하여 멀티테넌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공유합니다.

 

대상 :

기존 시스템에 큰 투자를 하지않고 통화 및 협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인프라에 신속하게
액세스하고자 하는 조직

프라이빗 클라우드

작동 방식:  
제공업체는 단일 테넌트 플랫폼의 전용
고객 사례들을 생성합니다. 이는 사내,
외부 데이터 센터 또는 관리되는 개별
클라우드 제공업체 측에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대상 :

사내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규제 준수나 보안
통제력을 우려하는 은행이나 병원같은 대기업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작동 방식:  
전화, 회의, 팀 및 고객센터를 위한 기업
애플리케이션은 사내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혼합하여 구축됩니다.

 
 

 

대상 :

 기존 사내 시스템과 앱,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클라우드를 통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자 하는 조직

 

현재 활용도와 비용을
신중하게 살펴보세요.

 가장 뛰어난 비즈니스
민첩성을 제공하는

클라우드부터 시작하세요.
 

혁신적인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의

비즈니스 가치를 계산하세요.

클라우드와 사내에서
가장 적합한 구성을 결정합니다. 

보안은 어떨까요? 클라우드의 보안 관련
몇 가지 중요한 이점을 확인해보세요.

 

·  외부 감사를 거친 전문적인 보안 대책

·  엄격한 규정 요구 사항 충족

·  전문 인력을 통한 연중 무휴 24시간 모니터링

·  확실한 서비스와 규정 준수를 위한
    SLA(서비스 수준 계약) 보호

·  클라우드 제공 업체의 보안 투자

  

  

자본 지출 감소 

•  유연성 및 확장성 향상

•  IT 지원 감소

•  새로운 기능의 신속한 구현

서비스 구축 시간 단축

•  서비스 상시 업데이트

•  IT 계획 수립 불필요

•  최종 사용자 서비스에 대한

   운영 중단 없음

기능 업그레이드

•  최신 기능 액세스

•  신속하게 신기술 이용

•  주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과의

   통합

편리해진 IT 관리

•  엔드 유저의 셀프 서비스 기능 강화

•  전략 프로젝트에 집중 가능

•  예측 가능한 비용

•  부서별 간편한 비용 할당

•  보다 정확한 예산 책정

•  업데이트 및 기능에 대한

   자본 오버레이 감소

•  유지 관리 및 지원 비용 절감

•  불필요한 유선 전화 시스템에서 탈피

  

비용 절감

   

   

https://www.cisco.com/c/ko_kr/solutions/collaboration/webex-calling/index.html
https://engage2demand.cisco.com/LP=8059?ccid=cc00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