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시스코
협업 제품 소개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로 이루는 혁신의 가속화



Cisco IP Phone
기존의●전화나●비디오●시스템의●틀을●넘어선●통합●기능을●합리적인●가격으로●
제공하는●모든●기능을●갖춘●편리한●IP●전화입니다.

P3

Cisco Webex Meetings
언제●어디서나●각종●장치에서●온라인●회의를●할●수●있는●
클라우드●기반●비디오●협업●서비스입니다.

P4

Cisco Headset 500 시리즈
Cisco●IP●Phone이나●Cisco●Webex를●포함한●소프트웨어●단말●등
시스코●제품용으로●설계된●헤드셋입니다.

P4

Cisco Webex DX 시리즈 데스크탑을●혁신하는●올인원●협업●장치입니다.● P5

Cisco TelePresence SX 시리즈
기존의●플랫●패널●디스플레이를●활용해●합리적으로●화상●회의를●제공하는●
원●박스/올인원의●비디오●협업●시스템입니다.●

P5

Cisco Webex Room 시리즈
소규모에서●대규모까지,●각종●규모나●구성의●회의실에서●최첨단●화상●회의를●
유연하고●합리적으로●수행할●수●있는●원●박스/올인원의●비디오●협업●시스템입니다.

P6

Cisco Webex Teams
비즈니스●메시지,●화상●회의●등의●협업●기능과●더불어●
화상●회의●장치와도●상호●연결●가능한●클라우드●기반●서비스입니다.●

P8

Cisco Webex Board 시리즈
무선●프레젠테이션,●디지털●화이트보드●및●화상●회의를●통합한●
새로운●차원의●팀●협업●장치입니다.●

P9

시스코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 새로운 협업 환경 제공

성공의 기회는 기술과 사람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협업 환경에 따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에 필요한 작업 장소를 유연하게 선택해야합니다.
시스코는 아키텍처형 접근으로 모빌리티ㆍ비디오ㆍ클라우드를 통합해 언제 어디서
나 어떤 장치라도 각 사용자를 연결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직원ㆍ고객ㆍ공급자를 
연결해 다양한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 과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이 아키텍처는 높은 
비용 효율성으로 뛰어난 확장성ㆍ보안ㆍ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스코의 협업 
전략과 아키텍처는 기술은 물론이거니와 고객의 프로세스와 전통도 고려합니다.

시스코의 협업 솔루션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조직의 계층구조를 수평적 문화로 만들어 모든 구성원 간 소통의 원활화

 ●  커뮤니케이션의 고도화 및 개성화를 실현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질과 속도를 향상

 ●  시간을 절약하고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해 직원들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생산성을 향상 

 ●  화상 커뮤니케이션으로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 없이 팀원 간 신뢰와 이해를 구축

 ●  전문가나 정보에 대한 신속한 액세스로 고객 대응을 강화

협업 클라우드 / 엔드포인트

협업

 ■ 새로운 협업 형태 지원

In
Every Room

On
Every Desk

In
Every Pocket

Cisco Webex DX 시리즈Cisco IP Phone

Cisco Webex Room 시리즈 Cisco Webex Board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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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IP Phone

 ■ Cisco IP Phone 7800 시리즈

SKU
디스플레이

HD 비디오 
(720p)

회선
키 개수

광대역 
오디오

핸즈  
프리

이더넷 
스위치

PoE  
클래스

Wi-Fi
차콜 그레이 화이트

CP-7811-K9=

-
384 x 106  
흑백

- - -*1 ● FE x 2 1 -

CP-7821-K9= CP-7821-W-K9=
396 x 162  
흑백 화이트 
백라이트

- 2 ● ● FE x 2 1 -

CP-7841-K9= CP-7841-W-K9=
396 x 162  
흑백 화이트 
백라이트

- 4 ● ● GE x 2 1 -

CP-7861-K9= CP-7861-W-K9=
396 x 162  
흑백 화이트 
백라이트

- 16 ● ● FE x 2 1 -

 ■ Cisco IP Phone 8800 시리즈

SKU
디스플레이

HD 비디오 
(720p)

회선
키 개수

광대역 
오디오

핸즈  
프리

이더넷 
스위치

PoE  
클래스

Wi-Fi
차콜 그레이 화이트

CP-8811-K9= CP-8811-W-K9= 5인치 
(800 x 480) 
흑백 화이트
백라이트

- 5 ● ● GE x 2 2 -

CP-8841-K9= CP-8841-W-K9=
5인치 

(800 x 480)
WVGA 컬러

- 5 ● ● GE x 2 2 -

CP-8845-K9= CP-8845-W-K9=
5인치 

(800 x 480)
WVGA 컬러

● 5 ● ● GE x 2 2 -

CP-8851-K9= CP-8851-W-K9=
5인치 

(800 x 480)
WVGA 컬러

- 5 ● ● GE x 2 3 -

CP-8861-K9= CP-8861-W-K9=
5인치 

(800 x 480)
WVGA 컬러

- 5 ● ● GE x 2 4 11ac

CP-8865-K9= CP-8865-W-K9=
5인치 

(800 x 480)
WVGA 컬러

● 5 ● ● GE x 2 4 11ac

CP-8821-K9=

-
2.4인치 

(240 x 320) 
컬러

- 6 ● ● - - 11ac

CP-8832-NR-K9

-
3.9인치

(480 x 128)
컬러

- 1 ● ● FE x 1 3 -

Cisco IP Phone은 본사나 지사, 재택 근무 등 각종 규모의 사무실, 안내 데스크, 제조 
현장, 회의실, 임원실 등, 다양한 장소의 요건을 충족하는 완벽한 기능의 편리하고 다
양한 모델이 라인업되어 있습니다. HD 음성, 비디오, 웹 회의의 통합, USB 주변기기나 
Bluetooth 장치의 활용 등도 가능해 혁신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합니다.

●●  HD 화상 커뮤니케이션(일부 모델): IP 전화로 HD 퀄리티의 화상 커뮤니케이션을  
실현, 출장비 절감과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  개발 파트너의 어플리케이션: 각종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IP 전화를 맞춤
형으로 설정해 생산성을 높임

●●  선택 가능한 도입 옵션: 비즈니스 요건에 따라 온프레미스 환경, 클라우드 환경 또는  
이 두 가지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사용 가능

●●  관리의 일원화: 원격 엑세스를 이용한 관리의 간소화, 직원이 직접 전화를 등록해  
활성화 가능(일부 모델) 

*1　광대역●송수화기가●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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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면(바탕 화면)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손쉽게 공유
문서를 실제로 나눠주거나 프로젝터를 연결해 자료를 공유하는 실제 회의와는 달리, 웹엑스미팅 
중 미팅 참가자들에게 버튼 하나로 손쉽게 자료나 바탕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Cisco Headset 500 시리즈

 ■ Cisco Headset 500 시리즈

SKU 이어피스 연결 옵션

CP-HS-W-531-RJ= 싱글 RJ9

CP-HS-W-531-USBA= 싱글 USB

SKU 이어피스 연결 옵션

CP-HS-W-532-RJ= 듀얼 RJ9

CP-HS-W-532-USBA= 듀얼 USB

 ■ 잡음이 많은 일반 사무실 환경에서도 놀라울 만큼 선명한 음성 환경을 제공

Cisco Headset 500 시리즈는 Cisco IP Phone이나 Cisco Webex 등의 소프트웨어 단
말용으로 설계된 헤드셋입니다. 일반적인 사무실과 같이 잡음이 많은 환경에서도 놀
라울 만큼 선명한 음성 환경을 제공하므로 사용자의 집중력을 지속시켜 생산성 향상
에 기여합니다. 

 ● 자연스럽고 명료한 고품질 사운드 체험

 ● 사용자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위의 잡음을 줄이는 단일 지향성 마이크 

 ● 통화 중 표시기나 음량 조정 등 각종 조작이 가능한 USB 헤드셋 어댑터 

 ●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적은 가볍고 쾌적한 착용감

 ● Cisco IP Phone 에서의 설치 안내 등 , 시스코 제품에 최적화된 설계

*1　Synergy●Research,●September●2018.　*2　한●회의당●최대●100대의●화상●회의●시스템이●참가●가능.

Cisco
Webex Board

PC

기존
화상 회의 단말

스마트폰

Cisco Webex
클라우드

 ■ Fortune 500대 기업의 95%가 사용하는 온라인 컨퍼런싱 솔루션*1

Cisco Webex Meetings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업계 최첨단의 온라인 컨퍼런싱 솔루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최적의 장치로 스트레스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팀워크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회의 일정의 효율화, 이동 비용의 절감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 많은 인원의 회의도 지원
최대 1,000명까지 참가할 수 있는 대규모 회의도 지원합니다. 화상 회의의 수용량도 크고, 최대 25
명의 참가자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그리드 레이아웃도 가능합니다. 

Cisco Webex Meetings

마이크 비디오 공유 녹화 채팅참가자 옵션 종료

 ● 다양한 장치에서 회의에 참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이용 가능한 기존의 온라인 컨퍼런싱 솔루션 기능은 물론, 시스코
의 화상 회의 시스템이나 타사의 화상 회의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으로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기
능을 표준으로 제공합니다. *2

컴퓨터에서는 웹 브라우저나 데스크탑 앱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는 모바일 앱으로 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어느 앱에서도 직관적으로 동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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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sco Webex DX 시리즈

모델 디스플레이
터치 

스크린

비디오
프레임
속도

콘텐츠 공유 카메라 대역폭
비디오
규격

음성 규격 Wi-Fi
하드웨어
구성요소

옵션

Webex DX80

23인치
Full HD

● 최대 30 fps
최대

Full HD
(5 fps)

내장
Full HD

최대  
3 Mbps

H.263 
H.263+ 
H.264

G.711
G.722/722.1
G.729ab
AAC-LD
OPUS

11n
VESA 마운트 키트
Jabra Handset 450

*1　A-SPK-SH가●필요합니다.

 ■ 데스크탑을 혁신하는 올인원 협업 장치

Cisco Webex DX 시리즈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탁월한 협업 경험과 데스크 
업무를 효율화하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는 올인원 협업 장치입니다. 고해상도(HD) 
비디오, UC(Unified Communication) 기능, 노트북용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다양한 확
장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080p 고화질 비디오

 ● 고품질 IP 전화로도 이용 가능 

 ● 스피커 폰 지원

 ● 탁상형 비디오 시스템 (23 인치 16:9 터치스크린 )

 ● 정전식 멀티 터치스크린의 세련되고 파워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 간단한 설치로 개봉 후 바로 사용 가능

 ● 캘린더 연결로 예약된 회의에 원 버튼으로 참가

 ●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에서도 사용 가능한 유연한 도입 모델 

*1　A-SPK-SH가●필요합니다.

 ■ Cisco TelePresence SX 시리즈

모델 디스플레이
비디오

프레임 속도
콘텐츠 공유 카메라 대역폭

비디오
규격

음성 규격 마운트
하드웨어

구성요소 옵션

SX10 Quick SetSX10 Quick Set

- 최대 30 fps
최대

Full HD
(5 fps)

내장
Full HD

최대  
3 Mbps

H.263●
H.263+●
H.264

G.711
G.722/722.1
G.729ab
AAC-LD
OPUS

스크린
벽 장착

Touch 10
스크린 마운트 키트

추가 마이크

 ■ Cisco TelePresence SX10 Quick Set

Cisco TelePresence SX10 Quick Set은 소규모 회의실에서 간편하고 합리적으로 비
디오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올인원 룸 엔드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텔레프레즌스
(Telepresence)를 시작하려는 기업에 최적의 제품입니다. 

Cisco TelePresence SX 시리즈

Cisco Webex DX 시리즈

옵션으로 Touch 10 지원

 ■ Cisco Webex DX 시리즈

모델 SKU(Webex 등록 전용) SKU

Webex DX80*1 CS-DX80-K9= CP-DX80-K9=

 ■ Cisco TelePresence SX 시리즈

모델 SKU(MSRP, Webex 등록 전용) SKU(GPL)

SX10 Quick Set CS-SX10N-MSRP-K9 CTS-SX10N-K9

 ■ Cisco TelePresence SX 시리즈용 Cisco Webex 서브스크립션 라이센스 *1

SKU(MSRP용) SKU(GPL용) 제품 설명

A-SPK-SH-RMS A-SPK-SH-ND-SR 월간 또는 1/2/3/4/5년의 연간 라이센스(3/4/5년 계약은 할인 옵션 있음)

 ■ Cisco Webex DX 시리즈용 Cisco Webex 서브스크립션 라이센스 *1

SKU(MSRP용) SKU(GPL용) 제품 설명

A-SPK-SH-RMS A-SPK-SH-ND-SR 월간 또는 1/2/3/4/5년의 연간 라이센스(3/4/5년 계약은 할인 옵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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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Webex Room 시리즈는 소규모에서 대규모까지, 다양한 규모의 회의실에서 
최첨단 화상 화의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올인원 비디오 협업 시스
템입니다.

Cisco Webex Room Kit 시리즈는 기존의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를 효율적으로 활용
하거나, 보다 큰 디스플레이나 다수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할 경우에 적합합니다. 

Cisco Webex Room 55S/55D/70S/70D는 회의에 최적화된 구성의 디스플레이 일체
형 시스템으로, 손쉬운 설치ㆍ도입ㆍ조작ㆍ관리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한 회의: 참가자의 자동 프레이밍이나 화자 추적 등, 인텔리전트 카메라 기능
을 제공합니다. 참가자가 회의실에 입장하면 시스템이 실행되며, 개인 장치에서도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한 프레젠테이션: 4K의 해상도로 무선으로도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를 이용한 듀얼 콘텐츠 공유도 지원합니다. 

●●  스마트한 회의실: 회의 참가자의 인원수를 카운트해 리소스 계획에 유용한 사용 상
황 분석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자동 설정, 조명이나 블라인드 
등 실내 제어 장치와의 통합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도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도 클라우드에 등록만 
하면 간단히 도입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기존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유연한 도입이 가능합니다. 

 ■ 특징

Cisco Webex Room 시리즈는 최신 기술을 탑재한 차세대 화상 회의 시스템입니다. 
인텔리전트 카메라 기능, 음성 인식 기능, 화면 공유 기능 등 화상 회의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풍부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Cisco Webex Room 시리즈

 ● 안면인식: 회의 참가자의 인원수 카운트(People Count)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참가 인원수를 카운트, 통계 정보로서 축적해 이용률을 시
각화할 수 있습니다. 회의 참가자나 발언자를 인식하므로 오른쪽과 같이 최적의 레
이아웃으로 조정합니다. 

 ● 자동 실행과 페어링(근접 연결(Proximity)과 울트라 사운드)
사람이 회의실에 들어가거나 손뼉을 치는 등의 파동의 변화를 감지해 슬립 모드를 
풀고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 화면 공유: 유선(HDMI), 무선 모두 지원
PowerPoint 등의 자료는 무선으로 공유, 동영상 등 움직임이 있는 자료는 HDMI로 
공유하는 등, 화면을 유연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를 
출력하면서 대기

자동 실행
소지한 PC나 스마트폰과 자동 페어링

PC에서 전송해 공유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수신
눈앞에서 열람 가능

 ● 말하는 사람 자동 인식 및 자동 줌(스피커 트랙) 
회의 중의 발언자를 자동 인식해 발언자를 확대(Zoom up)합니다. 

발언자 자동 인식 Zoom up

 ● 자동 레이아웃 조정(베스트 오버뷰) 
회의실의 참가자를 자동 인식해 최적의 영상으로 조정합니다. 

최적의 영상으로 조정참가자 자동 인식검정 테두리＝스피커 트랙
(회의의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이미지)

이중 테두리＝안면인식 및 말하는 사람 인식 녹색 테두리＝안면인식

참가 인원수 카운트

Audio Distance:  1.90 Quality:  0.58 Far End:  0　　F:  0.0 % T:  86.4 % U:  0.0 % N:  0.0 % S:  235　　People Count:  6Audio Distance:  1.90 Quality:  0.58 Far End:  0　　F:  0.0 % T:  86.4 % U:  0.0 % N:  0.0 % S:  235　　People Count:  6Audio Distance:  1.90 Quality:  0.58 Far End:  0　　F:  0.0 % T:  86.4 % U:  0.0 % N:  0.0 % S:  235　　People Count:  6Audio Distance:  1.90 Quality:  0.58 Far End:  0　　F:  0.0 % T:  86.4 % U:  0.0 % N:  0.0 % S:  235　　People Count:  6Audio Distance:  1.90 Quality:  0.58 Far End:  0　　F:  0.0 % T:  86.4 % U:  0.0 % N:  0.0 % S:  235　　People Count:  6Audio Distance:  1.90 Quality:  0.58 Far End:  0　　F:  0.0 % T:  86.4 % U:  0.0 % N:  0.0 % S:  235　　People Count:  6Audio Distance:  1.90 Quality:  0.58 Far End:  0　　F:  0.0 % T:  86.4 % U:  0.0 % N:  0.0 % S:  235　　People Coun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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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PK-SH가●필요합니다.

 ■ Cisco Webex Room Kit 시리즈용 Cisco Webex 서브스크립션 라이센스 *1

SKU(MSRP용) SKU(GPL용) 제품 설명
A-SPK-SH-RMK A-SPK-SH-ND-SR 월간 또는 1/2/3/4/5년의 연간 라이센스(3/4/5년 계약은 할인 옵션 있음)

 ■ Cisco Webex Room 55S/55D/70S/70D 용 isco Webex 서브스크립션 라이센스 *1

SKU(MSRP용) SKU(GPL용) 제품 설명
A-SPK-SH-RMM A-SPK-SH-ND-SR 월간 또는 1/2/3/4/5년의 연간 라이센스(3/4/5년 계약은 할인 옵션 있음)

 ■ Cisco Webex Room 시리즈

모델 SKU(MSRP, Webex 등록 전용) SKU(GPL)
Webex Room Kit Mini - CS-KIT-MINI-K9
Webex Room Kit CS-KIT-MSRP-K9 CS-KIT-K9
Webex Room Kit Plus Precision 60 CS-KITP60-MSRP-K9 CS-KITP60-K9
Webex Room Kit Plus CS-KITPLUS-MSRP-K9 CS-KITPLUS-K9
Webex Room Kit Pro Precision 60 - CS-KITPRO-P60-K9
Webex Room Kit Pro - CS-KITPRO-K9
Webex Room 55 Single CS-ROOM55-MSRP-K9 CS-ROOM55-K9
Webex Room 55 Dual CS-ROOM55D-MSRP-K9 CS-ROOM55D-K9
Webex Room 70 Single G2 CS-ROOM70SG2-M-K9 CS-ROOM70SG2-K9
Webex Room 70 Dual G2 CS-ROOM70DG2-M-K9 CS-ROOM70DG2-K9

 ■ Cisco Webex Room 시리즈

모델 디스플레이
비디오

프레임 속도
콘텐츠
공유

카메라
베스트
오버 뷰

스피커
트랙

대역폭
비디오
규격

음성
규격

마운트

Webex Room Kit Mini 

- 최대 60 fps

최대
Full HD
(30 fps)

4K
(5 fps)

내장
4K Ultra HD

● -
최대  

6 Mbps
H.264

G.711
G.722/722.1　

G.729
AAC-LD
OPUS

스크린
벽 장착 

Webex Room Kit

- 최대 60 fps

최대
Full HD
(30 fps)

4K
(5 fps)

내장
5K Ultra HD

● ●
최대  

6 Mbps
H.264
H.265

G.711
G.722/722.1　

G.729
AAC-LD
OPUS

스크린
벽 장착 

Webex Room Kit Plus 
Precision 60

  

- 최대 60 fps 

최대
Full HD
(30 fps)

4K
(5 fps)

Precision 60
Full HD

● ●
최대  

6 Mbps
H.264
H.265

G.711
G.722/722.1　

G.729
AAC-LD
OPUS

벽 장착
(코덱)

Webex Room Kit Plus

- 최대 60 fps 

최대
Full HD
(30 fps)

4K
(5 fps)

Quad Camera
5K Ultra HD

● ●
최대  

6 Mbps
H.264
H.265

G.711
G.722/722.1　

G.729
AAC-LD
OPUS

벽 장착
(코덱)

Webex Room Kit Pro 
Precision 60

  

- 최대 60 fps 

최대
Full HD
(30 fps)

4K
(5 fps)

Precision 60
Full HD

● ●
최대  

6 Mbps
H.264
H.265

G.711
G.722/722.1　

G.729
AAC-LD
OPUS

벽 장착
(코덱)

Webex Room Kit Pro 

- 최대 60 fps 

최대
Full HD
(30 fps)

4K
(5 fps)

Quad Camera
5K Ultra HD

● ●
최대  

6 Mbps
H.264
H.265

G.711
G.722/722.1　

G.729
AAC-LD
OPUS

벽 장착
(코덱)

Webex Room 55 Single
55인치

4K
최대 60 fps 

최대
Full HD
(30 fps)

4K
(5 fps)

내장
5K Ultra HD

● ●
최대  

6 Mbps
H.264
H.265

G.711
G.722/722.1　

G.729
AAC-LD
OPUS

벽 장착
스탠드 방식
이동형 스탠드

Webex Room 55 Dual
듀얼

55인치
4K

최대 60 fps 

최대
Full HD
(30 fps)

4K
(5 fps)

내장
5K Ultra HD

● ●
최대  

6 Mbps
H.264
H.265

G.711
G.722/722.1　

G.729
AAC-LD
OPUS

벽 장착
스탠드 방식

Webex Room 70 Single G2
70인치

4K
최대 60 fps 

최대
Full HD
(30 fps)

4K
(5 fps)

내장
5K Ultra HD

● ●
최대  

6 Mbps
H.264
H.265

G.711
G.722/722.1　

G.729
AAC-LD
OPUS

벽 장착

Webex Room 70 Dual G2
듀얼

70인치
4K

최대 60 fps 

최대
Full HD
(30 fps)

4K
(5 fps)

내장
5K Ultra HD

● ●
최대  

6 Mbps
H.264
H.265

G.711
G.722/722.1　

G.729
AAC-LD
OPUS

벽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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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을 잇는 차세대 협업 도구

Cisco Webex Teams는 민첩하고 원활한 팀워크를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화상 회의나 그룹 채팅, 파일 공유, 화이트보드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합니다. Windows, macOS, Android, iOS 등 다양한 운영체제와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인 팀워크가 가능합니다.

 ■ Cisco Webex Teams 기능 비교

무료 버전*1 유료 버전*2

그룹 채팅 ● ●

파일 공유 ● ●

화면 공유 가능한 1:1 화상 통화 ● ●

화면 공유 가능한 화상 회의(최대 참가자 수 3명) ● ●

모바일 캘린더와 연락처 통합 ● ●

온라인 셀프 서비스 지원 ● ●

엔드-투-엔드의 콘텐츠 암호화 및 전송 데이터와 미디어의 암호화 ● ●

스페이스 전담 관리자 지정 가능 - ●

외부 참가자 표시 - ●

사내 Active Directory 동기화 지원 - ●

싱글 사인온(SSO) 지원 - ●

무선 자료 공유 - ●

화면 공유 가능한 화상 회의(최대 참가자 수 75명) - ●

웹 회의(Cisco Webex Meetings의 이용 권한) - ●

원 클릭으로 시작하는 화상 회의
채팅 대화에서 필요에 따라 곧바로 화상 회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공유하면
서 75명까지 화상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Webex Teams뿐만 아니라 시스코의 
화상 회의 시스템(엔드포인트)과 상호 연결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목적에 따라 스페이스 생성하여 협업
프로젝트 등 목적별로 제한없이 '스페이스'를 만들어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소 
번거로운 경향이 있는 메일과는 달리 목적에 따라 생성된 스페이스에서는 대화의 
흐름이 매끄럽고 이전 대화를 살펴보는 것도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안전한 파일 공유 
스페이스에 끌어서 놓기만 하면 파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큰 파일도 공유 가
능하며, 암호화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공유한 파일은 다운로드하는 수고 없이 대화
의 흐름 속에서 위화감 없이 미리보기 표시됩니다. 

아이디어를 유연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
PC나 스마트폰 등의 터치 기능, 전용 Cisco Webex Board와의 연계로 어디에서든 실제 
회의실처럼 화이트보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화상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의 일정 관리도 간단, 캘린더 연결 기능도 이용
회의 일정을 앱으로 간단히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회의에는 알람 통지에서 원 클
릭, 원 터치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Outlook이나 Google Calendar 등과의 연
계되므로 일정 관리에 유용합니다.

*1　무료●버전인●Cisco●Webex●Teams●데스크탑●및●모바일●어플리케이션은●Cisco.com(https://www.cisco.com/c/ko_kr/solutions/collaboration/webex-teams.html)에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2　Cisco●Collaboration●Flex●Plan(A-FLEX)의●Named●User●Meetings●오퍼(A-FLEX-NUCM-MC●또는●A-FLEX-NUCM-EE)를●권장합니다.

Cisco Webex T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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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sco Webex Board 시리즈

SKU 디스플레이
터치

스크린
비디오

프레임 속도
콘텐츠 공유 카메라 대역폭

비디오 
규격

음성 규격 마운트

Webex Board 55S

55인치
4K

●
최대

30 fps 
최대

Full HD(30 fps)*1
내장

4K Ultra HD
최소

1.72 Mbps
H.264 OPUS

벽 장착
스탠드 방식*2

벽면 스탠드*3

Webex Board 70S

70인치
4K

●
최대

30 fps 
최대

Full HD(30 fps)*1
내장

4K Ultra HD
최소

1.72 Mbps
H.264 OPUS

벽 장착
스탠드 방식*2

벽면 스탠드*3

Webex Board 85S 

85인치
4K

●
최대

30 fps 
최대

Full HD(30 fps)*1
내장

4K Ultra HD
최소

1.72 Mbps
H.264 OPUS

벽 장착
스탠드 방식*2

벽면 스탠드*3

 ■ Cisco Webex Board 시리즈용 Cisco Webex 서브스크립션 라이센스 *4

SKU(MSRP용) SKU(GPL용) 제품 설명

A-SPK-SH-ND-BRD A-SPK-SH-ND-SR 월간 또는 1/2/3/4/5년의 연간 라이센스(3/4/5년 계약은 할인 옵션 있음)

Cisco Webex Board는 디지털 화이트보드, 무선 프레젠테이션, 화상 회의 등 효과적
인 회의에 필요한 기능을 모두 지원합니다. 고가의 인프라 시스템이 필요 없는 클라
우드 서비스에 등록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팀 협업이 신속하게 이
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물리적인 회의실에 있는 팀원과 원격에서 참가 중인 팀원 모두, 선택한 
Cisco Webex Teams 앱 지원 장치를 사용해 어디에서도 회의ㆍ메시지 전송ㆍ통
화ㆍ화이트보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징

 ●디지털 화이트보드
펜이나 손가락으로 간단히 화이트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입한 내용은 
자동으로 Cisco Webex Teams에 저장됩니다. 화이트보드 기능과 화상 통화를 동시
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선 프레젠테이션
Cisco Webex Teams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PC이나  Mac을 자동으로 인식해 페어
링되므로 어플리케이션에서 무선으로 간단히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실물
화상기 등을 HDMI 케이블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 화상 회의
클라우드 서비스 등록 및 연결은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Cisco Webex Teams 어
플리케이션이 설치된 PC나 Mac, 스마트폰 등과 곧바로 화상 회의를 시작할 수 있습
니다. 기존의 화상 회의 시스템과 상호 연결도 가능합니다. 

*1　로컬●프레젠테이션은●최대●4K를●지원합니다.●●　*2　스탠드●방식●키트가●필요합니다.●　*3　벽면●스탠드●키트가●필요합니다.●　*4　A-SPK-SH가●필요합니다.

Cisco Webex Board 시리즈

 ■ Cisco Webex Board 시리즈

모델 SKU(MSRP, Webex 등록 전용) SKU(GPL)

Webex Board 55S SPARK-BOARD55-K9 CS-BOARD55-K9

Webex Board 75S CS-BOARD70S-M-K9 CS-BOARD70S-G-K9

Webex Board 85S CS-BOARD85S-M-K9 CS-BOARD85S-G-K9

Cisco
Webex Board

프레젠
테이션

화이트
보드

화상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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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웹엑스 도입으로 가능해진 전 세계 
임직원들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고객 협업 솔루션 도입 성공 사례 - 서울반도체

비즈니스 과제
ㆍ전 세계 4개의 현지 법인, 4개의 생산 거점, 40여개의 
   해외 영업소 간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인프라 필수

ㆍ협력사 및 고객과 신속하고 긴밀한 의사소통 필요

ㆍ기존 사용중인 자체 개발 영상회의 시스템에 대에 대한 
   품질 및 확장성, 유지보수 문제 대두

도입 솔루션
ㆍ시스코 웹엑스 미팅(Cisco Webex Meetings)
ㆍ시스코 텔레프레즌스 SX10

비즈니스 성과
ㆍ세계 각국 임직원들 간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확장, 강화

ㆍ이동없이 자유롭게 협력사/고객과 회의 가능

ㆍ협업 솔루션 운영 과정에서의 오류 및 불편사항 해소

ㆍ스마트기기를 통한 협업 가능, 업무 효율성 향상

ㆍ수평적인 소통과 빠른 피드백을 선호하는 2030 세대인 
   젊은 직원의 만족도 고취

비즈니스 과제
국내외 임직원, 협력사 및 고객을 아우르는 고품질 협업 솔루션의 필요
서울반도체는 전체 직원의 2/3가 해외에서 근무하며 매출의 약 80%가 해외 시장에서 발생할 만큼 세계 LED 시장을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나 외부 고객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중요하게 여겨 2010년 자체 화상회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2013년엔 구축형 

영상회의 솔루션을 도입해 전 세계 지점에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 개발 방식의 화상회의 솔루션은 기존 시스템 사용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거나, 임직원들의 전용 계정이 필요해 임직원들 간의 협업은 가능하나 협력사나 고객과 유연하게 협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화상장비 자원이 

한국 본사에 집중돼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화상회의의 품질이 매우 낮았고 초기 구축시 높은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일정 시점 이후 추가 유지보수 

비용과 운영 인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이와 같은 제약사항을 극복하고 국내외 직원 및 협력사, 그리고 고객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협업 솔루션 검토에 나섰습니다.

웹엑스를 선택한 이유
클라우드 기반으로 고품질 보장에도 경제적인 ‘시스코 웹엑스‘로 낙점
서울반도체는 자체 개발 방식의 화상회의 솔루션의 한계를 겪었던 만큼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기업용 협업 솔루션을 검토하였고,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시스코 웹엑스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비즈니스 성과
수평적인 소통과 빠른 피드백을 선호하는 젊은 직원들의 만족도 고취
시스코 웹엑스를 도입 후, 실제 사용하게 된 서울반도체 직원들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새로운 협업 솔루션을 운영하기 시작한지 단 3주 만에 협업 솔루션 운영 과정에서 매일 반복됐던 오류, 

불편 사항, 불만 접수가 뚝 끊겼고 이러한 변화는 서울반도체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리소스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직관적이고 수평적이며 빠른 피드백을 선호하는 2030 세대의 젊은 직원들의 

만족도를 고취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 임직원들 간의 경계 없는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을 

확장해 자유롭게 협력사 및 고객과 회의가 가능해졌습니다.  

셋째, 시스코 웹엑스는 처음 접하는 사용자라도 별도의 교육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협력사나 고객 등 원하는 대상을 회의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스코 웹엑스는 전 세계 웹 컨퍼런스 시장 점유율 1위의 협업 솔루션이며 포츈 500대 기업 중 95%가 사용할 만큼 품질이 

검증된 솔루션이고 특히 미주, 유럽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스코 웹엑스를 강력하게 추천하였기에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시스코 웹엑스는 최고 수준의 기능과 성능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 체계가 구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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