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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Webex Teams & Meetings

Cisco Webex Teams Cisco Webex Meetings

기업의직원과외부고객을연결통합참가자리스트,미팅제어,녹화 고객에최적화된디자인

 메신저기반 협업툴인 Teams 와 화상협업전문 툴인Meetings 서비스를하나의 클라우드플랫폼에서 제공
 초기구축 비용부담 없이 저렴하게이용할 수있는 클라우드서비스 및손쉬운 확장성제공



Cisco 다양한영상디바이스와연결지원

Webex Teams 와Meetings 서비스는 모바일, PC 환경에서접속할 수있으며, 시스코영상회의실 장비
(별도라이선스 가입)와도실시간 영상, 자료공유 회의를지원합니다.

Mobile DeskMeeting Room



모바일영상회의에서새로운경험

Webex Meetings 서비스에서 모바일화면공유, 스크린 최적화기능, 손쉬운 회의연결로
새로운모바일 영상회의를 경험하실수 있습니다.

• 더작은스크린에최적화

• 모바일에서화면공유

• 화이트보드와같은미팅툴접속제공

• 가장쉬운회의예약

• 주변소음에자동적응*

• 단순한연결방식 (캘린더, Siri, Face ID, Touch ID) *

* For Cisco Webex Meetings only



WebRTC기반손쉬운접속

Webex Meetings 서비스는 WebRTC기반으로 다운로드나 플러그인없이 웹브라우저를통해
손쉽게접속할 수있습니다.

• 다운로드나플러그인불필요

• 웹브라우저에서직접접속

• WebRTC기반

• Fully featured:

• 영상및음성

• 화면및애플리케이션공유

• 직관적인미팅제어및채팅



Webex Meetings의새로운기능

Webex Meetings 서비스에서는 기존서비스에서 보다다양한 부가기능을 제공합니다.
(영상회의레아아웃 선택, 문서공유 레이아웃조정, 미팅제어, 참가자 화면고정)

영상회의레이아웃선택 문서공유레이아웃조정

미팅제어미팅제어 참가자화면고정

썸네일에특정참가자화면고정

참가자화면고정



멀티스트림지원으로모든참가자와비디오및자료공유

Webex는 서비스이지만구축형 영상회의단말 과멀티스트림 지원으로참석자와 비디오및 자료를
함께공유할 수있습니다. (Webex 클라우드MCU 구매시)

영상회의단말 Webex Meetings

Multistream video across any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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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x Meetings 다양한협업기능

Webex Meetings 서비스에서는 다양한협업 기능을지원합니다.

• 쌍방향멀티미디어경험

-문서공유, 판서지원, PowerPoint, Flash 애니메이션, 오디오, 비디오파일등의
멀티미디어를프레젠테이션에포함

-응용프로그램및데스크탑화면공유등지원

• 개인미팅룸

-사용자전용의맞춤형비디오미팅룸에서더신속하게 미팅을진행

-미리일정을계획, 미팅룸을개방하여참석자참석

• 통합형오디오

- Cisco Webex 통합형오디오(유료, 무료)와 VoIP 오디오 이용

• 액티브스피커기술

-발언자집중을위한현재발언자창에발언을하고있는참가자의얼굴보여줌

• 미팅녹화, 편집, 재생

-참고자료, 교육또는데모로나중에사용하도록미팅녹화, 편집지원

• 크로스플랫폼및다국어지원

- Windows, Mac, Linux 등지원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등다국어지원

• 모바일지원

- Android, iPhone 및 iPad 등



Cisco Webex Cloud를활용하는경우의장점

Cisco Webex

• 전세계에분산된 15개소이상의데이타센터와 1000대이상의서버에서Webex Cloud 서비스

• 국가와지역에따른영상회의품질저하방지

• 영상회의단말은Webex Cloud로부터최신의 Firmware로 Upgrade

• 항상영상회의단말의최신기능을사용

• Webex 관리페이지에서모든영상회의단말을관리

• 영상회의사용량분석및보고서출력

• Desktop 및Mobile을사용하여영상회의참여가능

- Desktop : Windows, MAC

- Mobile : iPhone, iPad, Android Phone, Tablet



팀또는 프로젝트단위로
사람들을쉽게 연결하여, 함께
일할수 있게해줍니다.

언제어디서나 누구와도
채팅하고, 만나고, 공유하고
회의를합니다.

1:1및팀메시지
컨텐츠공유

Face-to-Face 미팅
Whiteboarding

과거정보검색
메시지필터링

End-to-End 암호화
안전한 Cloud



• 1:1, Team 또는프로젝트단위메시징기능지원

• 내부직원뿐만아니라협력업체직원들도포함하는통합협업

메시징환경제공

• 신규참여멤버에게기존채팅내용및자료들이실시간동기화

• 참여하는모든기기간에데이터실시간동기화

• 다양하고빠른검색기능을통해사용자, 메시지, 파일, 회의룸에

대한빠른검색

• 1:1, Team 또는프로젝트단위영상회의

• 파일, 사진, 동영상등다양한종류의컨텐츠를공유

CBCESS TEAMSTOPICS1:1

2 DAYS AGO

YESTERDAY

TODAY

2 DAYS AGO

YESTERDAY

TODAY



중대형 회의실 (5~14인)중소형 회의실 (2~7인)책상 (1인)



Named User Active User Enterprise Agreement

Webex Meetings 단품구매 번들구매 포함 포함

최소구매단위 1 25 40 250

Toll Call-in 포함 포함 포함

파일저장공간 사용자당 20GB 사용자당 20GB 사용자당 20GB

녹화 포함 (고객당 10GB) 포함 포함

Pro Pack (Control Hub) 추가구매 포함 포함

Pro Pack(Contents Server) 추가구매 포함 포함

Webex Events 개별구매 포함 포함 포함

Webex Training 개별구매 포함 포함 포함

Webex Support 개별구매 포함 포함 포함

영상단말등록 개별구매 개별구매 포함 포함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