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직장인들은 다양한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배경 설명(Context)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코그니티브 협업(Cognitive Collaboration)이란 무엇일까요?

코그니티브 협업(Cognitive Collaboration)의 주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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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의 코그니티브 협업(Cognitive Collaboration)이 궁금하시다면 방문해주세요. 

 Cisco.com/go/cognitivecollab

 

44%

올바른 정보를 찾지 못하면 생산성이 16% 감소합니다.

방대한 양의 정보는 해로운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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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그니티브 
협업

(Cognitive Collaboration)
  

많은 정보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코그니티브 협업(Cognitive Collaboration)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X-Factor)

인력 생산성

고객 경험 경쟁 이점
 

프로세스 효율성

 • 작업 및 이벤트 자동화

• 워크플로우 최적화

• 지식 강화 및 고립 해소

Julie, 가장 최근의 알림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 마찰 지점을 제거합니다

• 더 높은 관련성을 찾아 효율성을 높입니다.

•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 혁신을 고취시킵니다.

• 매력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합니다.

Sonja

Julie

가상 도우미

     
    

Raj

• 프로필과 행동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더 의미 있는 고객 여정을 제공합니다.

•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듭니다.

1
사람에 대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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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한 업무 환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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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프로세스  

 

데이터 인사이트

업무 시간에 정보를 
검색하거나 통합하는 데 
소비하는 시간 비율

직장인이 매일 
회사 안팎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의 평균 수

매일 4개 이상의 앱을 
사용하는 직장인의 비율(11개 이상의 

앱을 사용하는 직장인은 13%)

SaaS 기반 조직에서의 
앱 개수

너무 많은 정보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비효율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며, 생산성을 감소시킵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회의에 소비하는 사람들

분산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비정형 데이터

옴니 채널 고객 경험의 
복잡성 증가 예상

배경 설명(Context)이 없는 정보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직장인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찾지 못합니다.

인공 지능(AI)과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 및 여러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소스의 
결합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배경 정보(Context)를 제공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추천하고, 식별하고, 예상합니다.

• 프로세스, 경험, 결과를 개선합니다.

• 이전 행동을 기반으로 예측합니다.

• 사용자 프로필, 피드백, 응답, 선호도, 
  상호작용으로부터 배웁니다.

• 관련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생산성의 
  간극을 줄입니다.

•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와 회의 상황에 
  맞게 조정됩니다.

•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합니다.

• 협업을 더욱 직관적으로 만듭니다.

• 협업 강화

• 직원 생산성 향상

• 상호 작용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사후 처리 고객 센터를 사전 예측 센터로 변화

 • 상담원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여
     최초 통화 시 해결률 개선

 • 사후 처리 고객 센터를 사전 예측 센터로 변화

 • 커뮤니케이션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가속화

 • 대응 속도 향상

 • 고객 상호 작용 강화

결과 중심의 상호 작용이 가능한 
코그니티브 협업(Cognitive Collaboration)
코그니티브 협업(Cognitive Collaboration)은 관련 정보를 직원에게 곧바로 제공함으로써 

상호 작용을 강화하고 정보의 과부화를 최소화합니다.

Raj, 센서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응답 시간을 
단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Raj, 가능한 솔루션이 강조되도록 
디지털 화이트보드를 업데이트했어요.

고마워요, Sonja. 동의합니다. 엔지니어링 
책임자에게 계획을 업데이트해줄께요.

메모와 조치 항목을 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주 화요일로 예약되었습니다.

임원들은 향후 3년 안에 
AI가 자사에 적극적으로 

구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환경을 혁신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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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콜라보레이션 담당자와 연락하시길 원하십니까?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문의 하기

https://www.cisco.com/c/ko_kr/solutions/collaboration/cognitive-collaboration-solutions.html?ccid=cc001230&oid=ifgco015818
https://engage2demand.cisco.com/LP=8059?ccid=cc001230&oid=ifgco015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