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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와 애플, 어깨동무를 하다!
시스코 코리아 콜레보레이션 스페셜리스트

허용준 차장

2015년 8월 31일 미국 라스베거스 MGM 그랜드 아레나, 시스코의 존 챔버스와 척 로빈슨 회장 그리고 애플의 팀 쿡 회
장은 시스코 글로벌 세일즈 컨퍼런스(GSX)에 참여한 2만명의 직원들 앞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애플과 시스코가 파트너
쉽을 맺었음을 선포 하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두하는 두 기업의 연합은, 이후 다양한 분석과 함께 전세계 미디어를 떠들썩하
게 장식하였습니다. 미디어들은 파트너쉽을 통해 애플은 서비스 영역을 엔터프라이즈로 확장하고, 시스코는 네트워크
인텔리전스와 만물인터넷을 통한 미래 업무환경 혁신의 비전을 현실화 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발판을 만들 것이
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발표를 통해 양사가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는 무엇일까요?

첫번째는 시스코 인프라스트럭쳐의 최적화를 통해 iOS 디바이스들이 시스코 네트워크 위에서 좀더 안정적이고 효율적
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모바일 앱을 기업 업무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
인데요. 시스코의 네트워크와 iOS간의 차별화된 긴밀한 연동을 통해 모바일을 통한 업무 환경을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
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iOS와 시스코 통합 커뮤니케이션의 연동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아이폰, 아이패드를 마치 사무실
내의 전화기처럼 언제 어디서든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단계에서는 시스코의 차세대 클라우드 솔루
션과의 밀접한 결합을 통해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기업 음성 환경의 혁신을 사용자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워커들을 위한 시스코 텔레프레즌스, 재버와 같은 영상회의 그리고 스파크, 웹엑스와 같은 클라우드
솔루션이 더욱 쉽고 편리한 UX로iOS 디바이스를 통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바일 워커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iOS디바이스에서 동료들과 협업하며 업무를 하게됩니다.

시스코의 솔루션과 iOS는 이미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솔루션입니다. 텔레프레즌스, 재버, 웹엑스, 스파크, 메라키외에도 다
양한 시스코 솔루션은 iOS에서 안정적이며 좋은 성능과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성숙된 연동 환경에서 이번 파트너쉽
을 통한 더 많은 기술적 진보가 있을 것으로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스코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 도입 검토를
하는 기업들은 기존 솔루션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오히려 훨씬 개선되고 안정된 환경과 서비스를 빠르게 경험 하실 수 있
게 될 것입니다.
위 세가지의 기술적인 협업을 기반으로 시스코와 애플은 다양한 산업의 비즈니스를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 공유하고 새
로운 비즈니스 방안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스코와 애플의 파트너쉽은 이름만 내세운 보여주기 위한 파트너쉽이 절대 아닙니다. 서로의 기술과 경험을 통해 비전
을 공유하고, 엔지니어링부터 시장 출시까지 기업의 생상성과 효율성을 위한 협력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하나씩
수면위로 그 모양을 드러낼 변화를 절대 놓치지마시고 지켜봐주세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대의 기술을 이끌고
가는 가장 큰 흐름이 시스코와 시스코와 함께한 애플을 통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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