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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커뮤니케이션의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UC의 특장점

UC 사용자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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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경험의 Value



마이크로소프트 UC
Increased productivity through communications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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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커뮤니케이션
현재의 사용자 경험

여러 커뮤니케이션 도구
상이한 기술과 인터페이스
통합 및 연동 부족

음성메일
전화

팩스
메일

핸드폰
비디오
컨퍼런싱



커뮤니케이션도구간에원활한연동이안됨
불편한 다중 디렉터리
도구간 전환이 어색함
PC와 전화가 통합되지 않음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
고객의 요구 사항

장소나디바이스상관없이데이터액세스
전화
웹 브라우저
모바일 디바이스

PC가커뮤니케이션도구와단절되어있다
PC와 다른 디바이스와 데이터 전송이 어려움
디바이스와 PC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아 안됨
PC에서 다른 디바이스로 전환하는데 많은 시간 소요



Unified Communications 사용자 경험

커뮤니케이션 도구와 통합된 서비스 제공
메일, 상태정보, IM, 음성, 비디오 통합
모드간에 유연한 전환
다양한 디바이스 지원(OC Phone, Mobile 등)

언제 어디서나 액세스
전화
웹 브라우저
모바일 장비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한 커뮤니케이션
오피스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presence 정보 제공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접근 방법 선택
대화 제목 및 정보 공유



어플리케이션과 연동

•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 상태 정보 통합
– 메일 제목 및 내용 공유

• Outlook에서 커뮤니케이션
– 실시간 커뮤니케이션과 메일 연동
– 대화내용 보관
– 컨퍼런싱 연동

• LOB 어플리케이션 확장

Information Workers waste 30 minutes per week in phone tag; for 50% of 
calls Information Workers make, they have to look up the phone number.

—Harris, June 2006



Anywhere Access
• 다양한 디바이스 및 환경에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 제공
– 노트북
– 최신의 IP 폰
– 모바일 디바이스

• 외부에서 데이터 액세스
• 암호화된 커뮤니케이션
• VPN 불필요
• 다양한 조건에서 최적화된 코덱

지원

By 2007, “telework” will be practiced by more than 60 million 
people.

—Gartner



커뮤니케이션 도구와 통합

• Enterprise presence
• Instant messaging
• Software-powered VoIP
• Integrated device experience
• Audio and video 

conferencing
• Web conferencing



음성 / 팩스 메시지 수신







Value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5%~30% 비용절감
Forrester Research 500% ROI

통합 커뮤니케이션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여 협업 가능



Unified. Simp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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