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bex® Calling은 언제 어디서나 전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인력을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콜링을 
활용하면 값비싼 온프레미스인프라 없이도 전 세계 
고객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Webex Calling을 사용하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성을 토대로 대규모 구축이 가능합니다. Webex 
Calling은 기존의 온프레미스 PBX를 활용하는 고급 통합 기능을 
제공하여 온프레미스 사용자와 클라우드 사용자 양측 모두가 서로 
연결하고 고품질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 
있으면 유지 보수 기간이나 복잡한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 사항 없이 더 빠르게 기능이 제공됩니다. Webex Calling은 
동급 최고의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제공되는 암호화된 보안 통화를 
제공합니다. 지원하는 모든 시장 전체의 글로벌 규정 전문 지식과 
컴플라이언스를 활용하는 Webex 클라우드 플랫폼은 감사가 
완료된 전문적인 보안 방식을 구현합니다.

Webex Calling:
클라우드에서 작동하는 
비즈니스 전화 시스템

혜택
하나로 통합된 협업 
사용하기 쉽고 안전한단일 앱을 통해 업계 
최고의콜링, 미팅, 메시징, 컨택 센터 
서비스를 통합해 편리하고 끊김 없는 
협업을 경험할 수 있음 

탁월한 성능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공급업체의확실한 품질과 안정성을 
갖춘엔터프라이즈급 성능

기본 설계된 보안  
업계 최고의 성능, 통합, 유연성, 확장성, 
가용성을 갖춘 매우 안전한 플랫폼

자동화된 인텔리전스 
어떤 업무 환경과 워크플로우에서든 지능형 
디바이스 및 디바이스 간의원활한 통화 
전환 기능 통합

중앙 집중식 관리 
단일 창 관리 경험을 통한클라우드 환경의 
탁월한 컨트롤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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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협업 경험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전화 시스템
Webex Calling은 엔터프라이즈급 통화를 제공하므로, PBX 
네트워크를 전 세계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 사용자 경험에서 통화, 미팅, 
메시징, 컨택 센터, 통합 디바이스를 조합하는 완전한 협업 
경험으로 손쉽게 확장됩니다.

Webex Calling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중앙 관리 포털을 통해 쉽게 구매, 온보딩, 관리할 수 있는 
완벽한 통화 제어 기능으로 어디에서든 업무 수행

• 강력한 보안을 갖추고 전 세계의 모든 주요 지역에서사용 
가능한 선명한 오디오와 비디오 기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경험

• 고급 분석 및 정확한 성과 지표를 통해 실행 가능한 데이터 
인사이트를 적시에 제공

• 온프레미스 투자를 활용할 수 있는마이그레이션 전략으로 
귀사만의 속도에 맞춰 클라우드콜링으로 마이그레이션

비즈니스 운영 방식 혁신
Webex는 기존 툴과 연동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과 
데이터를 확실히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Webex Calling만이 
완전히 연결된 협업 경험을 활용하여 클라우드에서 엔터프라이즈급 
콜링을 제공합니다. 

시스코 영업팀에 문의하여 Webex Calling이 어떤 방식으로 귀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안 사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ebex Calling Security 백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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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Webex Calling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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