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적합한 
Cisco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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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x Calling이
가장 최선의 선택입니다.

 

전 세계의 Cisco Webex 데이터센터에서 호스팅하는
Multi-tenant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Calling 솔루션

Cisco UCM 클라우드 및 Cisco HCS 솔루션은 Webex Calling과 함께 기업이 클라우드로 
간단히 전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Webex Calling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Cisco UCM 클라우드 및 Cisco HCS
Cisco UCM 기반 클라우드 솔루션

Webex Calling의 장점

단일 아키텍처 

유연한 배포 모델

편리한 중앙 집중형 관리, 보고 및 분석 기능 제공

단일 다이얼 플랜

중앙식 통화 라우팅 서비스 

일관된 사용자 경험

다음 단계의 클라우드로 나아가세요.

Cisco에 문의하기

모든 기기 유형에서 통화, 메시지, 
회의, 팀 협업을 클라이언트 하나로 
제공합니다.

기존 Cisco 엔드포인트 및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친숙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존 공중 교환 전화망(PSTN) 
서비스 계약, 게이트웨이, 타사 통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을 선택할 때는 누가 솔루션을 호스팅할지, 관리가 간단한 Multi-tenant
솔루션과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폭이 넓은 다중 인스턴스/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 중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온프레미스에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UCM) 또는 타사 PBX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러 지역에 분산된 조직을 지원할 다양한 옵션의

조합이 필요한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5년 이내에 점유율이 37%에 달하며 
두 배로 커질 것입니다.1

고려해야 할 사항

기업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배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37%

단일한 Webex 플랫폼. 유연한 클라우드 전환. 통합된 사용자 경험. 
Webex Edge for calling은 Webex Calling 클라우드를 Cisco UCM, Cisco UCM 클라우드, Cisco HCS 및 

타사 PBX로 연결 가능한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단 하나의 플랫폼으로 가능합니다.

Cisco UCM 클라우드

Cisco가 호스팅 및 운영:

• 다중 인스턴스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옵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1,000명 이상인 조직

파트너가 제공 및 관리

휴대전화 통합

전 세계의 Cisco 공인 파트너를 통해 제공

FedRAMP 인증 옵션

•
•
• 

•
• 

Cisco 호스티드
콜라보레이션 솔루션(HCS)

간편한 배포,
단일한 다이얼 플랜

한 번에 또는 여러 단계로 
마이그레이션 가능

통화, 메시지, 회의, 팀 협업을 
하나의 클라이언트에서 제공

다양한 
엔드포인트에서 지원

전 세계의 
Cisco 파트너를 통해 제공

Cisco UCM가 이미 온프레미스에 설치되어 있고, 사용자 경험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Cisco 기기에 
대한 ROI를 확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Cisco UCM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전용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이동하면서도 타사 통합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Cisco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호스팅 방식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파트너가 호스팅 및 운영:

• 다중 인스턴스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옵션

파트너가 제공 및 관리

파트너별 사용자 설정

휴대전화 통합

전 세계의 180개 이상의 Cisco 공인 

파트너 제공

•
•
• 

•

시스코 콜라보레이션 플렉스(Flex) 플랜으로 조달을 단순화하고, 
통 큰 보상 판매 인센티브 및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s://engage2demand.cisco.com/LP=8059?ccid=cc00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