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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SHEET

클라이언트
조직

클라이언트의 
테넌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위한 
시스코 웹엑스 비디오 통합

NTT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즈는 타사 
상호 운용 솔루션 없이도 시스코 웹엑스 및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위한 시스코 
웹엑스 비디오 통합(Cisco Webex Video 
Integration)을 지원합니다.

당사의 컨설팅 주도 접근 방식은 오랫동안 확립 된 
높은 수준의 마이크로소프트 및 시스코 파트너십과 
결합되어 귀사와 협력하여 시스코 웹엑스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모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우리의 전문가팀은 계획 및 온보딩에서부터 지속적인 
채택 및 지원에 이르기까지 여정 전반에 걸쳐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많은 현대의 업무공간에는 협업 및 확장된 생산성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공급업체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생산성을 활성화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상호 운용성과 통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스코는 
시스코 웹엑스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스코 
웹엑스 비디오 장치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사용자는 익숙한 팀즈 환경에서 시스코 웹엑스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할 때 참여 버튼 클릭 한 번으로 
미팅에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회의 중에 콘텐츠를 공유 
할 때 컴퓨터를 웹엑스 룸 장비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스코 웹엑스 룸 및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장비를 포함하여 누가 미팅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전체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멀티스크린 시스템과 유연한 레이아웃 옵션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요내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회의에 참여할 때 웹엑스 
룸에서 제공하는 생생한 비디오 우선 경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구성을 통해 관리자 경험을 
간소화하고 사용량에 따라 리소스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Azure에서 호스팅되는 클라우드 비디오 상호 운용성
-시스코가 유지 관리



Solution sheet  l Cisco Webex Video Integration for Microsoft Teams 

hello.global.ntt2 | 

Eric Taylor, gerente sénior de TI, SAS

•  
 

• 

• 

•  

• 

• 

• 

•  

• 

 

Cloud Communications es una división de NTT Ltd. y un componente 
esencial de la solución para el lugar de trabajo inteligente. Nuestra misión es 
brindar soluciones de comunicación en la nube de primer nivel que permitan 
generar interacciones de colaboración dinámicas para obtener una mayor 

 
por voz en la nube y eventos digitales, y en ofrecer asesoría personalizada 
e integral, además de servicios para la materialización del valor y la gestión 

digital del lugar de trabajo. 

es un proveedor de comunicaciones en la nube reconocido a nivel mund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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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Socio de Socio de

Especialización en experiencia 
del cliente avanzada

Maestría con especialización en colaboración

Premio Intelligent Communications
Partner of the Year de 2019

NTT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즈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위한 시스코 웹엑스 비디오 
통합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스코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협업 
솔루션 활용

ROI 극대화 지원을 위한 단일 파트너

인증된 마이크로소프트 CVI(Cloud Video 
Interop)솔루션은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비디오 상호 이용 환경 
경험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도구가 원활하게 연동되어 생산성 향상과 
직원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직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일로 
제거하세요.

기존 시스코 및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사 솔루션의 필요성을 제거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지원을 간소화합니다.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통해 
채택을 가속화하세요.

스마트한 업무환경으로의 여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현, 지원 및 사용자 교육을 단일 
파트너로 제공합니다.

시스코 웹엑스 및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위한 
단일 공급자와 함께 하세요.

전문적으로 인증된 당사의 팀이 귀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바른 솔루션을 설계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협업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NTT Ltd.,는 이러한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직원들이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