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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놀랍도록 단순한 연결 및 예약:

• 다운로드 및 플러그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브라우저 경험을 
위해 Webex 웹 앱에서 연결하여 
모든 주요 브라우저에서 다양한 회의 
기능 사용

• @webex를 회의 초대에 추가하여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단순한 예약 
기능 사용 가능

• 본질적 혁신

• Webex 도우미를 회의에 활용하여 
트랜스크립트, 강조 표시 등 기능 
이용

• 100여 가지 언어의 실시간 번역 
기능으로 참여율 향상

어떤 디바이스에서나 간단한 비디오 
우선 경험:

• 통합 비디오, 음성 및 콘텐츠 공유를 
통해 고객, 파트너 및 동료와 
효과적으로 협업

• 위치에 관계없이 데스크톱, 모바일, 
웹, 비디오 등 모든 디바이스에서 
쉽고 일관된 경험으로 안전하게 연결

• Webex Rooms 비디오 디바이스를 
Webex Meetings와 결합하여 투자 
수익 향상, 효율 개선 및 뛰어난 경험 
제공

• iOS, Android, Mac, Windows에서 
가상의 흐린 배경으로 작업 환경 
전환

• 사용자 인사이트를 토대로 회의 
참여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Microsoft Teams, Slack, 
Google Calendar, Workplace by 
Facebook 등 자주 사용하는 도구와 
통합

• 성능 저하 없는 경험을 위해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글로벌 
플랫폼에서 서비스 제공

• 사용자 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안전한 
멀티레이어 보안

• Webex Control Hub에서 단일 창을 
통한 관리

Webex Meetings:  
간단하고 현대적이며 
안전한 화상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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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이동하는 비용과 번거로움 없이 다른 나라와도 원활히 
연결할 수 있게 되었지만, 사람의 연결이란 언제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셜 미디어부터 
친구나 가족과의 개인적 통화에 이르기까지 비디오는 일상적 상호작용의 모든 
측면에서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무엇보다도 긴밀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긴밀한 관계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의 토대 위에서 구축됩니다. 
그것이 Webex Meetings가 수많은 사용자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가장 중시하는 이유입니다.

Webex 
Meetings로 
원활한 화상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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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비디오 우선 회의
업계 최고의 비디오 화질
멀티스트림 고화질 비디오를 통해 진행 방식과 회의 참석자를 맞춤 설정하세요.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Webex Rooms 및 비디오 디바이스를 회의에 추가하여 사실적인 
경험을 구축하세요(그림 1). 구축된 Webex Meetings 시스템에 Webex Rooms 
디바이스를 추가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Forester Consulting의 Total Economic 
Report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사용자 지정 가능한 레이아웃 및 보기
발표자와 5명의 참가자를 포함한 레이아웃 옵션으로 회의를 보는 방식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최대 25개 비디오 스트림을 동일한 크기의 창으로 보여주는 
그리드 보기 등 다양한 전체 화면 비디오 레이아웃을 선택하세요(그림 2). 회의 
환경설정에 따라 공유 콘텐츠와 비디오를 원하는 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의 
컨트롤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중앙 집중식 제어 표시중을 사용하여 회의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개별 비디오를 고정하여 선택한 참가자에게 집중하고, 반응을 확인하거나 
화면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참가자를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설정에 사용자 지정된 보기로 사용자 또는 콘텐츠를 "무대" 위로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Q&A 세션을 호스팅하고, 회의 중에 참가자와 개인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채팅하고, 실시간 투표를 통해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OS, Android, Mac, 
Windows 등의 플랫폼에서 지원되는 가상 배경 또는 흐린 배경을 사용하여 화면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Webex Rooms 디바이스를 포함하여 어떤 디바이스에서든 연결 가능

다양한 레이아웃 
옵션으로 
사용자 지정

https://www.cisco.com/c/dam/en/us/products/collateral/forrester-tei-webex-meetings-and-devices.pdf?ccid=cc001359&oid=anrco019299
https://www.cisco.com/c/dam/en/us/products/collateral/forrester-tei-webex-meetings-and-devices.pdf?ccid=cc001359&oid=anrco01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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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의실
개인 회의실에서 더 빨리 만나 보세요(그림 3). 미리 예약하거나 회의실을 공개 상태로 
두거나 잠그고, 로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간단히 입장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스트를 선정하여 내 개인 회의실에서 회의를 시작하고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Webex 앱에서 Webex Meetings에 연결하여 시간을 
절약하거나, 회의가 끝난 후 Webex 앱에서 메시지를 통해 논의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 애플리케이션 및 화면 공유
원격 참석자와 실시간으로 애플리케이션 또는 전체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그림 3). 참석자는 제어 권한을 가지고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콘텐츠에 주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Android 디바이스, iPhone 또는 iPad에서 콘텐츠나 
화면을 항상 공유할 수 있습니다. Webex 데스크톱 앱을 사용하면 Proximity 공유를 
통해 무선으로 화면을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표시할 항목 선택

그림 3. 비디오 및 콘텐츠 레이아웃 사용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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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한 음질의 통합 오디오
Cisco Webex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또는 회사나 공인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Webex Cloud Connected Audio를 통해 제공되는 
Webex Meetings 통합 오디오로 대화형 회의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타사 오디오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료 또는 무료, 콜인 또는 콜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석자가 VoIP(voice over IP)를 사용하거나 컴퓨터에 내장된 
오디오를 통해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VoIP 광대역 오디오를 지원하므로 저대역폭 
네트워크에서도 뛰어난 오디오 품질이 제공됩니다.

나에게 전화
회의에서 나에게 전화를 걸게 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시작될 때 전화번호 또는 사용할 
비디오 디바이스만 입력하면 전화가 걸려오므로 직접 전화를 걸거나 암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Webex Meetings가 근접성 기능이 있는 주변의 비디오 
시스템(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형)을 감지한 다음 액세스하게 쉽게 비디오 주소를 
미리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고 신속한 연결 및 예약 경험
다운로드 또는 플러그인이 필요 없고, 다이얼링하거나 전화선을 배선할 필요가 없으며, 
암호를 입력하거나 통합하지 않아도 됩니다. Webex 비디오 회의실 디바이스에서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데스크톱, 모바일, 브라우저, 타사의 표준 기반 비디오 
디바이스 등 원하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결 방법을 선택하든 
일관된 회의 경험이 제공됩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정말 간편한 예약 경험을 
누려 보세요. 데스크톱에서 예약하고 바로 연결하여 눈부신 속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링 방식으로 회의에 전화를 걸 필요 없이 비디오 디바이스에 직접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림 4. 큰 초록색 버튼을 눌러 모든 회의에 참석

가장 단순한 
연결 및 예약

다운로드 및 
플러그인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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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x Meetings의 즉석 세션
가상 기업 교육, 강의, 회의 등의 대규모 팀을 소그룹으로 구분하는 것도 Webex 
Meetings 내에서 가능합니다. 사이드바, 브레인스토밍 및 소그룹 작업을 위해 
100명의 참가자로 구성된 100개의 세션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Webex 휴게실 
세션은 다른 Webex 회의에서와 같이 비디오, 오디오 및 콘텐츠를 지원합니다. 추가 
기능으로는 참가자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그룹에 할당하고, 메시지를 그룹에 방송하고, 
시간이 지정된 세션을 만드는 등의 기능이 포함됩니다.

그림 5. 최대 100개의 즉석 세션 추가 가능

참가자 수에 맞게 
세션 분할 가능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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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지능을 이용하여 더 
스마트하게 작업 가능

Webex Meetings에 음성 인텔리전스 구현
Webex Meetings용 Webex 도우미는 최초의 기업용 디지털 회의 도우미입니다. 
"오케이 웹엑스(OK Webex)"라는 음성으로 활성화되는 AI 기반의 도우미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회의 업무는 자동화하고 다른 참가자들과의 상호작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Webex Assistant for Meetings는 단어 정확도가 뛰어난 실시간 트랜스크립트 작성 
및 자막 전사 기능을 갖추고 있어, 청각 장애가 있는 참가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Webex 도우미에게 메모로 지시하기, 본인 강조하기, 미리 정해진 트리거 워드로 
메모를 자동 캡처하기 등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특정 포인트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트랜스크립트를 사용하면 회의의 세부 내용을 놓칠 염려가 없으며, 
트랜스크립트의 발표자 레이블을 통해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후 기능을 사용하여 중요 사항, 메모 및 트랜스크립트를 
편집하고, 회의 요점 및 요약을 작성하여 팀과 공유하고, 키워드 검색을 이용하여 
기록된 회의 전체를 검색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어디에서 논의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bex는 사내 데이터 관리를 통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입니다. 다른 컨퍼런싱 벤더는 트랜스크립트 작성을 타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추가 보안 위험에 노출됩니다.

언어의 장벽은 더 이상 뛰어난 회의 환경을 제공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Webex는 영어를 비롯한 100여 가지 언어의 실시간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아르메니아어부터 줄루어까지 
해당 언어로 자막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비영어권 발표자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청각 장애가 있는 참가자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Metrigy 리포트에 따르면 조직은 회의 내용의 번역 비용을 줄이거나 없앰으로써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의 음성 
지원 Webex 
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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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사이트
Webex Meetings용 사용자 인사이트(그림 7)는 동료, 파트너, 클라이언트 및 잠재 
고객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의적절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직급, 연락처 정보, 위치, 심지어 내부 동료의 보고 
구조까지 포함됩니다. 개요, 시가총액, 주식 가격 등 최신 회사 뉴스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 공간에서 즉시 더 빠르게 연결하고 보다 나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즉시 이용 가능한 참가자 프로필을 통해 회의 참가자와 그들이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그림 6). 개인 정보를 언제든 
편집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그림 6. Webex의 실시간 트랜스크립트 작성 및 번역, 메모 및 음성 명령

관련성 있는 
정보를 즉시 
제공

그림 7. Webex Meetings에 대한 사용자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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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공간에서 통합 가능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도구와 통합 가능
작업 공간에서 곧바로 원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Webex Meetings는 Microsoft Teams, Slack, Workplace by Facebook, 
Salesforce 등 대표적인 생산성 도구와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Microsoft 
365, Google Calendar 및 Lotus Notes에서 간편하게 회의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SSO(Single Sign-On)로 Cisco Webex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Canvas, Moodle, 
Blackboard, Desire 2 Learn, Sakai, Schoology 등의 학습 관리 시스템에서 함께 
만나 공부할 수 있습니다. Cisco Jabber®, Webex 비디오 디바이스 등 Webex 협업 
제품을 사용하여 통합 및 상호 운용성의 이점을 누려보세요.

대화형 멀티미디어 경험
PowerPoint, Flash 애니메이션, 오디오, 웹 기반 및 비디오 파일 등의 멀티미디어를 
프레젠테이션에 포함시켜 참석자의 집중도를 높여보세요. 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경험은 실시간 텍스트 스트리밍 또는 수화 번역 비디오 피드를 제공하는 타사의 자막 
처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어떤 실시간 메시징 프로토콜 플랫폼에서든 Facebook 
Live, YouTube, Twitter, Vbrick 등을 통해 Webex 회의를 스트리밍하여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크로스 플랫폼 지원
모든 주요 운영 체제 플랫폼(Windows, Mac, Linux 등)에서 누구와도 만날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Safari, Firefox, Chrome, Edge 브라우저에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요 운영 
체제 플랫폼에서 
작동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collaboration/webex-meetings-integrat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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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최적화
탁월한 모빌리티 경험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어디에서든 고품질 오디오, 높은 프레임율의 비디오, 
고급 협업 도구를 사용하여 풍부한 회의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회의를 
하든 재택근무를 하든, 모바일 Webex Meetings는 현대적인 기업을 위해 업계 최고의 
협업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지정 가상 배경(Android 및 iOS), 최적화된 비디오 
공유, 3D 증강 현실 파일 공유 등의 기능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음성 명령, 위젯 또는 선호하는 예약 앱을 사용하여 다음 회의에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Apple CarPlay, Ford SYNC AppLink, Toyota Smart Device Link 등을 
사용하여 차 안에서도 핸즈프리로 Webex Meeting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소거/음소거 해제 및 배경 오디오 잡음 감지
자신을 음소거하여 회의 중 주의 분산을 줄일 수 있으며, 호스트는 특정 참가자 또는 
모든 사람을 음소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드셋 또는 컴퓨터에서 동시에 오디오를 
음소거하거나 음소거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수신 사용자는 타이핑 소리, 
똑똑 소리, 사이렌 소리, 개 짖는 소리 등의 잡음을 식별하는 Webex 배경 잡음 감지 
기능으로 간섭을 줄일 수 있으며, 상대방의 마이크를 음소거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8. 가상 배경 및 흐릿한 배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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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보안성 및 확장성

업계 최고의 보안 및 규정 준수
Webex Meetings는 시스코의 대표적인 보안 전문 기술로 구축되었습니다. 전역 
아키텍처 및 네트워크에서 전 세계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의 속도와 성능을 보장하므로 
안전한 고품질의 비디오 회의에 방해 요인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Webex는 AES 
256비트 GCM 암호화 지원을 통해 최고 수준의 회의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업계 최고의 데이터 손실 방지 및 컴플라이언스 기능은 회의 녹화, Webex 
도우미 트랜스크립트, 작업 항목, 강조 표시 등으로 회의의 방해 요인을 막아 줍니다.

회의 녹화, 편집 및 재생
향후 참조, 교육 또는 시연하기 위해 암호로 보호된 안전한 회의 기록을 만들 수 
잇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회의를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트랜스크립트와 함께 
재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급 분석
단일 창 관리 포털에서 Webex Meetings의 사용, 진단 및 성능 세부 정보에 대한 
실시간 인사이트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음질 및 페이지 로드 성능과 같은 
사용자 문제를 식별하고, 문제가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확장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Webex Meetings로 비용을 줄이고 IT 팀이 핵심 과제에 주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Webex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조직의 성장에 맞추어 
간편하게 구축 및 확장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엔터프라이즈급 Webex 플랫폼은 
안전하게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게끔 특별히 설계된 네트워크입니다. 확장형 
아키텍처와 일관성 있는 가용성을 제공하며 SSAE-16 및 ISO 27001을 비롯한 
엄격하고 독립적인 감사를 통해 멀티레이어 테넌트 보안을 검증받았습니다. FedRAMP 
인증 역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어디서나 안전하게 
연결

https://www.cisco.com/c/dam/en/us/solutions/collateral/collaboration/spark-hybrid-services/solution-overview-c22-740099.pdf?dtid=osscdc00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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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영어, 브라질 포르투갈어, 중국어(간체 및 번체), 네덜란드어, 유럽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터키어 등이 지원됩니다.

Cisco Webex Assist Services
Webex Assist 프로듀서는 눈길을 끄는 깔끔한 프레젠테이션을 전적으로 지원합니다. 
Premium Assist 서비스에는 컨설팅과 모범 사례 조언, 회의 전 지원, 회의 중 지원, 
회의 후 결과 및 녹화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시스코의 이점
팀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모바일 디바이스 또는 비디오 시스템을 
사용하여 간편하고 일관된 경험을 통해 서로 만나고, 협업하고,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Cisco Webex 화상 회의에서 통합된 오디오, 비디오 및 콘텐츠 공유를 
통해 더 빠르게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혁신성과 고도의 안전성 및 
확장성을 갖춘 Cisco Webex Meetings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세요.

구매 방법
구입 옵션을 확인하고 시스코 영업 담당자와 상담하려면 cisco.com/c/en/us/buy를 
방문하세요.

다음 단계
자세히 알아보려면 888-469-3239로 전화하거나 cisco.com/go/webex를 
방문하세요.

Cisco Webex Meetings는 최신 시스템 호환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은 webex.com을 참조하세요.

실시간 번역 지원 언어

100개 
이상

2021년 6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cisco.com/c/ko_kr/products/contact-center를 방문하세요. 

https://www.cisco.com/c/dam/en/us/solutions/collateral/collaboration/spark-hybrid-services/solution-overview-c22-740099.pdf?dtid=osscdc00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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