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디오 협업으로 성공을 
이루는 5가지 방법
비디오 협업은 점점 더 증가할 것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첫 
전화 통화를 하기도 전에 비디오 협업에 먼저 익숙해집니다. 
음성 통화는 사용하기 쉽고 얼굴을 마주하는 비디오 통화에 
비해 점점 더 제한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추세에 앞서 나가 성공을 위한 입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1. 모든 기능의 
완벽한 작동
비디오 협업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각종 디바이스의 음성, 비디오, 웹 컨퍼런싱 
기능이 모두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직원이 동시에 100%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적절한 엔드포인트 
선별 
모든 상황에 맞는 만능 비디오 구축은 없습니다. 
근무 방식과 상황에 맞는 적합한 엔드포인트를 
선택함으로써 직원들은 최상의 업무 효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니즈, 향후 성장 전략 및 사용자를 
고려해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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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  
글로벌 소비자 인터넷 트래픽은 

비디오가 차지.

4. 협업 기능 최대 활용 
형식적인 회의 그 이상입니다. 똑똑한 비디오 솔루션은 
중요한 회의나 발표 내용을 녹음하고 재생할 수 있으며, 
가상 사무소에서 실시간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 협업을 이용하면 직원 교육도 더 
효과적이고 저렴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고 효과적으로 인재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 상호 운용성 기준
• 전화 통화 

• 콘텐츠 공유

• 통화 품질

• 통화 보안

비디오 통화는 전화  
통화처럼 쉬워야 합니다.

2. 미래 비즈니스 대비
비디오 협업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하면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확장성을 고려하여 사용 중인 
솔루션이 향후 비즈니스 확장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이동직 직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 비디오 회의가 잦은 팀을 위한 회의실

• 재택 근무 직원을 위한 공유 또는 다용도 엔드포인트 

• 비디오 통화, 파일 공유,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다목적 솔루션

"어떤 엔드포인트가 더 좋은지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엔드포인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Deploying Business Video:5 
Steps to Success,” Roberto De La 
Mora, Cisco 블로그, 2013년.

5. 믿을 수 있는 솔루션 제공
사용자들은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때 비디오 협업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내 및 외부 지원 서비스를 파악하고, 엔드 투 엔드 비디오 
협업 솔루션 제공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벤더와 함께 하십시오.

75%
-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이 비디오 협업 
시스템을 도입 중

—  “Unlocking the Full Potential of 
Collaboration,” Cisc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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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Cisco, 2014년 6월 10일

• 수평적인 기업 문화 조성 

• 더욱 효과적인 직원 교육 실시

• 녹음된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

• 콘텐츠를 함께 나누는 아이디어로 재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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