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리드 업무환경 솔루션 ‘하이브워크’



Hyb:Work

하이브리드 및 유연근무가 향후 3년 내에

표준 관행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비율

구글 워크스페이스(2021)

일부 시간이라도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비율

가트너(2020)

새로운 근무 형태가 직장 선택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

잡코리아(2021)

Ⅰ근로의 ‘뉴노멀’ 하이브리드 업무환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자가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2021년, 통계청). 사무실, 집, 이동 근무 또는

제3의 방식에 이르기까지 근무환경이 다양해짐에 따라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업무환경이 근로의 뉴 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는 언제 어디서

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새로운 근무환경을 위해 하이브리드 업무환경 솔루션 ‘Hyb:Work’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업용 전화 클라우드 미팅 기업용 협업 메신저
하이브리드 이벤트

솔루션

가상 이벤트 솔루션 클라우드 협업 패키지 좌석 예약 솔루션 미팅 예약관리 솔루션

75% 82% 83%

Ⅰ하이브리드 업무환경 구성전략

1
원격 근무환경

시공간 제약 없는 자유로운 협업환경 구성

단일 플랫폼 안에서 회의, 전화, 메시징, 자료 공유, 투표 및

이벤트 등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툴을 지원

합니다. 시스코 Webex 협업 소프트웨어와 인성정보의

기술력을 통해 업무환경의 중심을 ‘공간’에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
사무실 근무환경

유연하고 스마트한 사무실 공간 혁신

사무실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업

무 공간으로 전환합니다. 웹기반의 자율좌석 지정 및 회의

공간 예약 시스템, IP 전화기 개인 설정 자동 연동, 모니터

링 및 관리자 기능 등 고객 맞춤형 기능을 통해 사무실 공

간을 혁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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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업용 전화 | Webex Calling

Webex Calling은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기업용 전화 서비스입니다.

회사 내에 전화 교환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클라우드 전화 서비스이며,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서나 회사의

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Webex Calling

Webex Calling은 이용자가 소유한 어떠한 장치로도 회사의 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의 App, 그리고, 전화기로 회사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통화가 가능하며, 회의실에 있는

화상회의 장비로도 회사 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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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미팅 | Webex Meetings

Webex Meetings는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최상의 비디오 컨퍼런스 및 온라인 미팅 서비스입니다.

위치에 상관없이 즉시 세계의 모든 사람과 대면 미팅을 할 수 있으며, 화상회의 장비, PC, 스마트폰 등 어떠한

장치로도 사용 가능한 미팅 솔루션입니다.

Webex Meetings의 새로운 기능들

고품질 비디오 미팅

최대 1000명이 참여할 수 있는 미팅

고품질 FullHD 비디오 연결

VoIP 또는 전화를 이용한 오디오 연결

손쉬운 자료 공유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화면 공유

파일 공유

화이트보드 작성 및 브레인스토밍

1:1 또는 전체 채팅

온라인 미팅 중 채팅 사용

미팅에 영향을 주지않고 질의응답 등의

의사 소통 가능

강력한 미팅 제어

쉽게 미팅을 제어할 수 있는 UI

흐린 배경, 가상 배경 설정

미팅 집중을 위한 주변 소음 제거

미팅 녹화 및 스트리밍

간편하게 미팅 녹화 시작, 중지

클라우드에서 녹화 파일 관리

Facebook, Youtube 등에 실시간 방송

캘린더 통합

Google 또는 Microsoft Calender 통합

미팅을 간편하게 예약, 주최 및 참여

 최대 8개의 스테이지

 문서 옆에 영상 배치

 특정 참여자를 항상

자세히 보기

 스테이지 크기 조정

 공유된 컨텐츠 위에

발언자 영상 표출

 발언자 영상의 위치

및 크기 조정

 주변 소음 제거

- 종이소리, 잡음 등

 My Voice Only

- 다른 사람의 소리

제거

 소그룹 토론 진행

 그룹별 오디오/비디

오 회의

 최대 100개의 세부

세션 지원

 Quiz, Q&A

 대화형 설문 조사

 차트와 그래프로 실

시간 결과 표시

 100개 이상의 언어

실시간 번역 (캡션)

 통역사를 위한 동시

통역 채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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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협업 메신저 | Webex Messaging

Webex Calling과 Webex Meeting에서 사용 가능한 장치들

Cisco Webex Messaging은 팀 또는 프로젝트 단위로 사람

들을 쉽게 연결하여,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Cisco IP Phone 7800 Cisco IP Phone 8800 Cisco IP Phone 88x5 Cisco IP Conference 

Phone 7832, 8832

Key  Expansion  

Modules, Headsets

Webex Room Panorama Webex Room 70 Series

Webex Room 55 Series

Webex Room Kit Series

IP 전화기

Video Device

Webex Desk Series Webex Board Pro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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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이벤트 솔루션 | SOCIO

Socio는 가상, 대면 및 하이브리드 이벤트에 대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All-in-One 이벤트 플랫폼입니다.

이벤트 기획부터 종료까지 End-to-End 이벤트를 관리하고, 참석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성공적인 이

벤트로 이끌어 줍니다.

가상, 대면 및 하이브리드 이벤트를 단 몇 분 만에 등

록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체크인 및 배지 인쇄 소프트웨어로 안전하고

원활한 대면 경험을 제공합니다.

적극적인 가상 참여를 보장하고 더 나은 결과를 이끌

어내는 대화형 가상 이벤트를 주최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가 직접 또는 이동 중에도 이벤트 콘텐츠에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담당자와 이벤트 주최자는 지속적인 참석자

참여를 위한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판매, 주문, 참석자, 페이지 조회수, 평균 거래 가치

등에 대한 실시간 데이타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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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이벤트 솔루션 | Webex Events

클라우드 협업 패키지 | Webex Suite

Webex Events는 대화형 경험을 위한 확장 가능한 가상 이벤트 플랫폼입니다.

소규모 세션부터 대규모 청중까지 전 세계의 모두를 위한 매력적인 경험 제공합니다.

Webex Suite은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위하여 전화, 미팅, 메시징, 이벤트 등 Webex 제품군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소그룹으로 토론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거나 세부 세션을 통

해 패널리스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

다.

모든 사람과의 소통

최대 100,000명의 참석자를 수용하고, 100개 이상

의 언어로 실시간 번역을 통해 전 세계 청중과 소통

할 수 있습니다.

청중 참여

중재된 Q&A, 실시간 투표, 채팅, 이모티콘 반응 및

제스처 인식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프로처럼 프리젠테이션

공유하는 콘텐츠에 직접 자신을 배치하는 몰입형 공

유로 생동감 있는 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합니다.

Webex Suite
Webex Calling

Webex Meetings
Webex

Messaging

Webex Events

Webex SO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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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예약 솔루션

고정 좌석이 아닌 개인이 자유롭게 좌석을 지정, 사용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솔루션입니다.

개인 좌석 지정과 회의실 예약, Cisco Webex와 연동하여 온라인 미팅 예약 등 스마트 업무 공간 활용을 위한

맞춤형 기능을 제공합니다.

Desktop
좌석 부킹

시스템

웹/모바일
좌석 예약

시스템

사용자,
조직도 연동

사용자 기능

관리자 기능

좌석 예약 미팅 예약

좌석 모니터링

평면도 관리

좌석 관리

매핑 관리

디바이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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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 예약관리 솔루션

미팅 예약관리 솔루션은 디바이스에서 안전한 통합 오디오, 비디오, 콘텐츠 공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사정보 연동, 개인룸, 회의실, 영상장비를 관리할 수 있으며 미팅, 사용자, 회의실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회의실
예약 / 관리

Webex 미팅
예약 시스템

화상회의 장비
예약 / 관리

주요 기능

캘린더 형식의 회의실 예약, 관리 One Step으로 간편한 Webex 미팅 예약

기간별 미팅 녹화 리스트 조회 및 관리 주최 또는 참석 미팅 횟수, 미팅 시간 등 확인

미팅 참석 이력 조회 및 상세 내역 확인 미팅 회의록, 산출물 등 파일 공유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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