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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차원의 효과]

Cisco WebEx와 Cisco CMR과의 완전한 

통합으로 완벽한 컨퍼런싱 솔루션 제공

기존에 사용 중인 온프레미스 IP 전화 설비를 

예측 가능한 비용, 온넷 사용자 요금 절감 등의

유연한 가격 정책

프리미엄 오디오 품질 및 Cisco VoIP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

클라우드로부터 자동으로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확장 솔루션

Cisco WebEx 및 Cisco CMR로 
완벽히 통합되는 프리미엄 오디오

Cisco Cloud Connected Audio(Cisco CCA-Arkadin)는

프리미엄 급의 글로벌 기반의 유료/수신자 부담 전화 서비스,

WebEx의 기본 VoIP 및 IP 연결 기능을 제공합니다.

Cisco WebEx 인터페이스에서도 CCA-Arkadin에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Cisco CCA-Arkadin은 Cisco사의 시장 선도적인 컨퍼런스

솔루션이 제공하는 모든 동적 도구들을 제공합니다(통합

참석자 명단, 발표자 표시 기능, 참석자 음소거/해제, 화상

및 음성 전환, 하이브리드 음성 지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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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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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나 어느 장치에서나, 비용은 절감하면서 프리미엄

품질의 오디오를 토대로 한 최고의 사용자 경험

–    Cisco WebEx 및 Cisco CMR과의

완벽한 통합을 통해 탁월한 사용자

경험 제공

–  Cisco Cloud 기반의 빠른 업데이트 및

변경 기능

–  사용 중인 온프레미스 IP 전화 설비를

활용하여 비용 절감

–
 
Arkadin의 변화 관리, 구축, 수용 및

고객 지원(24시간 연중 무휴) 서비스

–

 

사용 추적, 보고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Arkadin 온라인 포탈 제공

–  100% OPEX 및 전사적 수준의 과금

옵션을 통해 예측 가능한 월간 비용

모형 제시

 
 

–  가변적인 로컬 및 장거리 PSTN 요금의

부담 해소

 

–   양방향 SIP 트렁킹을 이용한 온넷
PSTN 전화

–   VoIP 사용에 따른 현저한 투자 비용
절감  

–   Arkadin의 글로벌 MPLS 네트워크
사용으로 전화통신 비용 절감

 

–   Cisco Cloud에서 호스팅 및 관리되는

오디오 브릿징

 

–  압축 요구사항이 적은 Cisco Cloud

사용으로 높은 VoIP 서비스 품질 제공

 
 

–
 
회의 참여자 수 무제한

–
 
60개 이상의 로컬, 수신자 부담 및

무료 접근 옵션 제공  

Cisco 오디오, 웹 및 화상 컨퍼런스 솔루션과 완벽하게 통합되며,

Cisco Cloud에 호스팅 되는, 예측 가능한 월 단위 과금 체계를 제공

[Enjoy sharing]

”Cisco 협업 도구는 우리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며, 따라서 환자를 돌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

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기술이 우리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용자들의 얘기를 들을

때, 보람이 느껴집니다.”

Julie Flaschenriem

오디오 컨퍼런스

Park Nicollet Health Services의 CIO

완벽한 WebEx 통합 현저한 비용 절감 효과 프리미엄 오디오 품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