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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WebEx® 
Meeting Center의 기능:

• 고객, 파트너, 직원들과 더욱 효과적으로 

협업 가능

•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다면 전세계 어떤 

팀과도 정보 공유

• 출장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전 

세계 사람들과 협업함으로써 리소스 

활용 극대화

• 장비를 따로 구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회의 진행 가능

• HD급 화질로 온라인 회의를 집중적, 

생산적으로 진행

Cisco® WebEx Meeting Center를 

사용해 보다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고 직원들에게 온라인 협업 

기능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든 문서, 프리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널리 분산되어 있는 

팀원들 사이에서 정기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고객, 동료 또는 자체 팀들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회의를 주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온라인 회의
웹 브라우저, 모바일 폰, 태블릿 기기를 

이용해 회의를 진행 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참여자들에게 전화기를 통해 접속하거나 

각자의 컴퓨터에 통합된 오디오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HD급 화질과 현재 

발화자의 자동 전환으로 온라인 회의가 

훨씬 더 사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높은 보안성과 확장 가능한 시스코의 
WebEx 서비스 활용
Cisco WebEx 협업 솔루션을 통해 비용 

최소화와 IT 리소스 최적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WebEx 웹 컨퍼런싱 솔루션은 

Cisco Collaboration Cloud를 통해 SaaS

로 제공되며 전사적으로 배포하고 

확장하기가 쉽습니다. Cisco Collabora-

tion Cloud는 높은 보안성이 적용된 

주문형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목적으로 

특수 개발된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SSAE-16을 포함해 엄격한 독립 감사를 

통해 검증된 확장형 아키텍처, 일관된 

가용성, 멀티레이어 보안을 지원합니다.



 
 

 

C78-673171-01 10/11

문서, 애플리케이션, 데스크톱 공유 
원격 참여자들과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참여자들에게 

제어 권한을 부여해 각자 자신의 

데스크톱을 공유하거나 상대방의 

데스크톱에 주석을 달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은 회의 도중 현재 발화자의 

이미지를 통해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는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림 1. 회의 도중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는 예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경험 
프리젠테이션에 PowerPoint, 플래시 

애니메이션, 오디오, 비디오 파일 등 

멀티미디어를 포함시켜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으십시오.

통합 비디오
최대 7명의 참여자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최대 화면 모드를 선택해 

현재의 발화자를 주 비디오 패널에서 보고 

다른 참여자들의 동영상은 썸네일로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화면 

확대 옵션을 이용해 현재의 발화자를 HD 

720p 디스플레이 해상도로 보면 가장 

정밀한 화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는 최대 화면 모드를 보여줍니다. 주 

패널에는 발화자가 자동으로 나타나므로 

직관적인 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림 2. 최대 화면 모드 영상

통합 오디오
Cisco WebEx 통합 오디오 또는 타사 

오디오 옵션을 이용해 인터랙티브 회의 

경험을 제공하십시오. 전화 또는 회신을 

무료나 유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참여자들에게 통합 컴퓨터 오디오를 

사용해 참여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발화자
현재 발화자 자동 전환 기술을 통해 현재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주 발화자 창에 현재의 

발화자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할 때에도 발화자 

영상이 화면에 유지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발화자 한 

명에게 고정시켜 필요에 따라 발화자 1명
에게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플로팅 패널
참여자들에게 최대 화면 영상을 제공하고 

본인은 화면 뒤에서 회의 작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회의 녹화, 편집, 재생
향후의 참조, 교육 또는 데모를 목적으로 

회의와 애플리케이션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Desktop Integration Suite
Microsoft Office, Microsoft Outlook, 

Lotus Notes, 기타 다양한 인스턴트 

메시징 솔루션에서 바로 회의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원클릭 회의 액세스
데스크톱, 작업표시줄 또는 즐겨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즉시 회의를 시작하고 

참여자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회의 초대
자동 전화 발신, 텍스트 메시지, 로컬 

클라이언트의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를 

이용해 초대장과 알림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전사적 통합
SSO(Single Sign-On)를 이용해 WebEx 

Meeting Center와 기타 전사적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는 Cisco Collaboration 제품을 통해서 

그 밖의 통합 시스템을 구상해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간 교차 지원
모든 일반 운영 체제 플랫폼에서 WebEx 

회의 솔루션을 이용해 어느 누구와도 

회의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Windows, 

Mac, Linux, Solaris 및 모바일 기기가 

포함됩니다.

WebEx Meeting Center 그리고 기타 
시스코의 모든 WebEx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1.877.GOWebEx 
(469.3239)로 솔루션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하거나 
www.webex.com/solutions을 
방문하십시오.

최신 시스템 호환성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WebEx Meeting Center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사양을 확인하려면 www.webex.com를 방문하십시오.

지원되는 언어: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브라질),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간체 및 번체). Windows에서만 지원되는 언어: 스웨덴어, 러시아어, 네덜란드어, 

스페인어(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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