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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TelePresence 3000 
 

Cisco TelePresence Meeting 솔루션은 네트워크를 통해 생생한 일대일 미팅 환경을 구축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양방향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Cisco 

TelePresence Meeting 엔드포인트는 두 가지 모델로 구성됩니다. 소그룹 회의와 일대일 

대화용으로 설계된 Cisco TelePresence 1000과 대규모 회의를 위해 설계된 Cisco 

TelePresence 3000입니다. 이들 엔드포인트는 Cisco TelePresence Manager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동작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통화 예약 및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Cisco TelePresence 3000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품 개요 

Cisco TelePresence Meeting 솔루션은 실물 크기의 초고해상도 비디오 이미지(720p 및 1080p), 

공간 오디오, 특수 설계된 환경, 양방향 요소들을 결합하여 원거리에 있는 참석자들과 직접 

대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참석자는 간단하고 사용이 간편한 이 솔루션을 사용하여 

기술이 아닌 미팅에 집중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Cisco 

TelePresence Manager 소프트웨어는 엔터프라이즈 그룹웨어 및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와 통합되므로 초대장을 보내는 것처럼 예약이 간단하고 회의실 

전화기의 버튼만 누르면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Cisco TelePresence 3000에는 65인치 플라즈마 스크린 3개, 멀티 채널의 분리형 공간 

오디오(채널마다 반향 제거 장치 포함), 마이크, 조명, 테이블 다리에 있는 이더넷 및 전원 포트, 

한쪽에 6명이 앉을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테이블(12인용 가상 테이블)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초고해상도 코덱과 카메라도 여러 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규모 회의 환경에 맞게 특별히 조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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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Cisco TelePresence 3000은 가상 테이블에 최대 12명이 편안히 앉을 수 있는 대규모 회의에 

이상적입니다. 실물 크기의 뚜렷한 이미지로 모든 표정을 볼 수 있으며, 깨끗한 CD 품질의 

오디오로 모든 말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Cisco TelePresence Manag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전화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포인트 투 포인트 및 멀티포인트 통화를 

간편하게 예약 및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용성이 높은 시스코 네트워크와의 통합으로 신뢰성, 

서비스 품질 및 보안성이 제공되므로 사용자는 내부 미팅이나 고객 상담 시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과 이점 

Cisco TelePresence 3000의 주요 기능과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물 크기의 고해상도 이미지—65 인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3 개에 원거리 참석자의 실물 

크기 이미지가 표현되는 720p 및 1080p 를 모두 지원합니다. 

 특수 설계된 고해상도 카메라 클러스터—고정식 카메라 어레이가 사용자의 조작없이 공간 

전체의 이미지를 고품질 및 고해상도로 제공합니다. 이 카메라는 일반적인 회의실 조명으

로도 충분히 동작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사용자 간의 대면 품질도 개선되었습니다. 

 공간 오디오—멀티채널의 분리형 오디오를 테이블 좌우 및 중앙에서 들을 수 있으므로 사

람이 말하는 것과 같은 방향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참석자가 회의실 안에서 움직이는 경

우에는 음성 추적도 가능합니다. 양방향 오디오는 매우 민감해서 아주 낮은 소리도 인식

하며, 완전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설계된 마이크의 

간섭 필터는 모바일 장치의 잡음을 제거합니다. 

 최적화된 환경—특수 설계된 환경 관리 기능으로 적절한 조명 및 사운드 처리가 가능하며, 

한쪽에 6 명이 편안히 앉을 수 있는(12 인용 가상 테이블) 전문가 수준의 테이블이 제공됩

니다. 독특한 테이블 설계로 테이블의 각 다리에 전원 및 이더넷 포트가 장착되므로 사용

자는 미팅 도중 전원 및 네트워크 연결장치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으며, 플라즈마 디스플

레이 아래쪽 패널에서 PC 그래픽을 편리하게 볼 수 있는 프로젝터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랩탑 컴퓨터를 프로젝터의 VGA 케이블에 꽂기만 하면 미팅에 연관된 모든 위치에 

데이터가 즉시 자동으로 투사됩니다. 

 간편한 예약 및 통화 시작—엔터프라이즈 그룹웨어와의 통합으로 Cisco TelePresence 

Meetings 예약이 초대장을 보내는 것만큼이나 간편합니다. 회의가 시작되면 정보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와의 통합을 통해 회의실에 있는 전화기 디스플

레이로 전송되면 사용자는 버튼을 눌러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 및 멀

티포인트 미팅 모두 설치와 실행이 간편합니다. 

 신뢰성—네트워크 통합으로 높은 가용성, 보안성 및 고품질 서비스가 보장되므로 모든 통

화에서 최상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표 1은 Cisco TelePresence 3000의 추가적인 특징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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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isco TelePresence 3000의 기능 및 이점 

주요 특징 설명 

디렉토리 Cisco TelePresence 3000에서는 다른 Cisco TelePresence 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해 

최대 40개 항목을 편리한 단축 다이얼 디렉토리 서비스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설정 관리자는 웹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에 안전하게 로그인하여 Cisco 

TelePresence Systems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예약 Cisco TelePresence System 3000에서는 전자메일 일정 예약 및 웹 기반 애플리케이

션을 통한 서비스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일정표 및 전자메일 애

플리케이션을 함께 사용하도록 Cisco TelePresence Manager 서버를 설치하고 구성

해야 합니다. 

음소거, 대기 Cisco TelePresence 3000은 음소거 및 통화 대기 기능을 지원합니다. 

기가비트 이더넷 스위치 내부 시스코 이더넷 스위치를 사용하면 Cisco TelePresence 시스템 및 함께 배치된 

Cisco Unified IP Phone 7970G와 이더넷 연결된 PC에 단일 LAN 연결을 사용하여 

RJ-45 인터페이스를 통해 10/100/1000BASE-T 이더넷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PC 및 시스코 IP 폰에 대해 별도의 VLAN(802.1Q)을 

지정하여 음성 및 데이터 트래픽의 보안과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Cisco 

TelePresence 3000는 추가 사용자 지원을 위해 테이블 다리에 전원 및 이더넷 포트

를 제공합니다. 

볼륨 제어 전화기 소프트 키 메뉴에 있는 볼륨 제어 버튼을 이용해 볼륨을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Cisco "Auto Collaborate" 시스코의 이러한 혁신적 기술 덕분에 모든 미팅 참석자는 랩탑 컴퓨터나 고해상도 

문서용 카메라와 같은 장치를 연결하기만 하면 정보나 개체를 즉시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개체, 문서 또는 PC 상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든 

Cisco Auto-Collaborate를 사용해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개입없이도 가장 최근에 활성화된 장치에서 모든 회의

실로 이미지를 자동 전송할 수 있습니다. 

멀티포인트 지원 Cisco Telepresence 3000 시스템은 Cisco TelePresence Multipoint Switch 또는 

Cisco Unified Conferencing for TelePresence 플랫폼을 사용하여 멀티포인트 미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호 운용성 지원 Cisco Telepresence 3000 시스템은 Cisco Unified Conferencing for TelePresence 

플랫폼을 사용하여 기존의 H.323 비디오 장치 및 새로운 HD 시스템과 상호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음소거 화면에는 음소거 표시기가 있어서 Cisco TelePresence 마이크의 음소거 버튼을 누른 

사용자에게 경고 표시가 뜹니다. 그러면, 실내에 있는 모든 마이크가 동시에 음소거

됩니다. 

비디오 음소거 이 통화 대기/재시작 버튼은 비디오 음소거와 오디오 음소거를 토글 방식으로 작동시

키므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TelePresence 시스템을 통화 대기 및 재시작 상태

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이얼링 버튼 이 버튼을 사용하면 편리한 수동 다이얼링 또는 주소록 다이얼링이 가능합니다. 

HD 카메라 및 Cisco Unified IP 

Phone 7970G용 PoE 전원 

시스코 고해상도 카메라와 Cisco Unified IP Phone 7970G는 Cisco TelePresence 코

덱에 통합된 Cisco IEEE 803.3af PoE(Power over Ethernet) 스위치에서 LAN으로 전

원을 공급받습니다. 

링 톤 Cisco TelePresence 3000은 시스템 작동 및 사용자 알림을 위해 표준 링 톤 및 통화

중 신호를 지원합니다. 

ADA 기능 Cisco Unified IP Phone 7970G의 다이얼 패드는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와 호환됩니다. 

신호 생성 프로토콜 지원 Cisco TelePresence 3000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5.1 이상에서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를 지원합니다. 

오디오 코덱 지원 G.711 및 AAC-LD 오디오 압축 코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 옵션 IP 주소 할당을 정적으로 구성하거나 Cisco TelePresence 관리자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명 사양 통합 조명 어셈블리가 포함됩니다. 

 

 



 

All contents are Copyright © 1992–2007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Page 4 of 6 

Data Sheet

제품 사양 

표 2에서 5까지는 Cisco TelePresence 3000의 사양을 나타냅니다. 

표 2.    제품 사양 

사양 설명 

제품 호환성 Cisco 7800 Series Media Convergence Server(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용), Cisco Unified IP Phone 7970G 

소프트웨어 호환성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5.1, Microsoft Internet Explorer 6.0 

프로토콜 Cisco Discovery Protocol, SIP, IP,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Secure Shell (SSH) Protocol, 802.1p/q, RTP 

연결 이더넷(1 LAN, RJ-45 연결-100/1000m), 내부 4포트 이더넷 스위치, 고해상도 비디

오 커넥터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IP 주소 할당을 정적으로 구성하거나 Cisco 

TelePresence 관리자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크기 8피트 x 15피트 x 19피트(최소 요건) 

중량 2020파운드(화물 중량) 

전원 7392와트(57.6A@120V - 28.8A@240V) 

표 3.    비디오 및 오디오 사양 

사양 설명 

대역폭 소모량 3-9Mbps@720p, 9-12Mbps@1080p(IP QoS 연결 권장). 평균적으로 1080p에서 실

행되는 Cisco TelePresence 3000은 6-8Mbps만 사용합니다. 

비디오 표준 H.264 

프레임 비율 초당 30프레임(H.264 사용). 그래픽-초당 5프레임 공유 

기본 NTSC(National Television 

Standards Committee) 

720p 및 1080p 

해상도 기본 1920 x 1080 

오디오 표준 G.711 및 AAC-LD(22kHz) 

오디오 기능 공간 오디오용 Cisco Dynamic Echo 제거 기능 

Cisco TelePresence 고해상도 

카메라 

 CMOS 2/3인치 센서 

 C Mount 렌즈 

 1080p 30 

 최소 조도 300 Lux 

 수동 초점 

표 4.    추가 사양 

사양 설명 

펌웨어 업그레이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다운로드 가능 

비디오 네트워크 기능 비디오 전송의 지능형 패킷 손실 복구 기능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1 LAN/Ethernet(RJ-45), 100/1000 Mbps 

 내부 4포트 이더넷 스위치, 코덱에 PoE(IEEE 802.3af) 포트 2개 포함 

표 5.    정격 온도 

사양 설명 

회의실 동작 온도 41-86 F, 5-30 C 

상대 습도 10% ~ 95%(비응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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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규정 준수 

 CE 마킹 

 UL/CSA/IEC/EN/AS/NZS/ 60950 

 FCC Part 15 Class A 

 CISPR22/EN55022 Class A 

 EN55024 

 

주문 정보 

주문을 원하시면 시스코 온라인 주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표 7은 Cisco TelePresence 

3000 및 Cisco TelePresence Manager에 대한 주문 정보를 나타냅니다. 

표 7.    주문 정보 

제품 이름 부품 번호 

Cisco TelePresence 3000 CTS-3000 

Cisco TelePresence Multipoint Switch CTS-CTMS-1.0. 

Cisco TelePresence Multipoint Switch에는 Cisco Media Convergence 서버 한 대가 필요합니다. 

Cisco MCS 7845-H2 Media Convergence Server MCS-7845-H2-CTS1 

Cisco TelePresence Manager CTS-MAN1.1 

Cisco TelePresence Manager 구현에는 Cisco Media Convergence 서버 한 대가 필요합니다. 

Cisco 7835-H2 Media Convergence Server MCS-7835-H2-CTS1 

라이센스 필요. 관리하고 있는 Cisco TelePresence 시스템 개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Cisco TelePresence Manager Device License-10개 LIC-CTS-MAN-10 

Cisco TelePresence Manager Device License-50개 LIC-CTS-MAN-50 

Cisco TelePresence Manager Device License-100개 LIC-CTS-MAN-100 

Cisco TelePresence Manager Device License-500개 LIC-CTS-MAN-500 

 

서비스 및 지원 

혁신적인 Cisco TelePresence Experience를 조직에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통합된 라이

프사이클 서비스입니다. 여러 곳에 지사를 둔 조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본 서비스는 Cisco 

TelePresence Experience를 제공하며 고품질의 믿을 수 있는 "개인적" 미팅 경험을 보다 신속

하고 성공적으로 전개합니다. 초기의 준비, 계획 및 설계 서비스에서는 네트워크 및 조직이 

Cisco TelePresence Meeting 솔루션의 일관된 품질 수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운영 

서비스에서는 IT 담당자에게 신뢰감을 주며, 2일간의 유지보수 지원, 원격 모니터링 및 원격 지

원 서비스를 제공해 시스템 중단 위험을 줄입니다. 이들 서비스에서는 효과가 입증된 Cisco 

Lifecycle Services 접근 방법을 사용해 Cisco TelePresence Experience 인증 솔루션을 제공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go/services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Cisco TelePresence 3000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http://www.cisco.com/go/telepresence 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시스코 고객 담당자나 공인 시스

코 파트너에게 문의하십시오. 

 

 

 

http://www.cisco.com/en/US/ordering/or13/or8/order_customer_help_how_to_order_listing.html
http://www.cisco.com/go/services
http://www.cisco.com/go/telepre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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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SI 파트너       

㈜데이타크레프트 코리아  02-6256-7000 www.datacraft-korea.com  ㈜링네트  02-6675-1216 www.ringnet.co.kr 

㈜인네트  02-3451-5300 www.innet.co.kr  한국후지쯔㈜  02-3787-6000 www.fujitsu.co.kr 

㈜인성정보  02-3400-7000 www.insunginfo.co.kr  ㈜한국휴렛팩커드 02-2199-0114 www.hp.co.kr 

한국아이비엠㈜ 02-3781-7800 www.ibm.com/kr  삼성네트웍스㈜  02-3415-6754 www.smasungnetworks.co.kr 

㈜콤텍 시스템  02-3289-0114 www.comtec.co.kr  ㈜LG 씨엔에스  02-6363-5000 www.lgcns.com 

쌍용정보통신㈜  02-2262-8114 www.sicc.co.kr  오토에버시스템즈㈜ 02-3458-1400 www.autoeversystems.co.kr 

에스넷시스템㈜  02-3469-2400 www.snetsystems.co.kr  SK 씨앤씨㈜  02-6400-0114 www.skcc.com 

       

Silver SI 파트너       

한국 NCR  02-3279-4300 www.ncr.co.kr  포스데이타㈜ 031-779-2114 www.posdata.co.kr 

       

Local 디스트리뷰터       

㈜소프트뱅크 커머스 코리아  02-2187-0176 www.softbank.co.kr  ㈜영우디지탈  02-6004-7050 www.youngwoo.co.kr 

㈜아이넷뱅크  02-3400-7490 www.i-netbank.co.kr  ㈜ SK 네트웍스  02-3788-3673 www.sknetworks.co.kr 

       

UCCE 전문 파트너       

(유)한국휴렛팩커드 02-2199-4272 www.hp.co.kr  삼성네트웍스㈜ 02-3415-6754 www.smasungnetworks.co.kr 

GS 네오텍 02-2630-5280 www.gsneotek.co.kr  ㈜ECS 텔레콤 02-3415-8300 www.ecstel.co.kr 

㈜인성정보 02-3400-7000 www.insunginfo.co.kr     

       

Optical 전문파트너       

㈜LG 씨엔에스  02-6363-5000 www.lgcns.com  미리넷㈜ 02-2142-2800 www.millinet.co.kr 

에스넷시스템㈜ 02-3469-2994 www.snetsystems.co.kr     

       

UC 전문파트너       

크리스넷 1 5 6 6 - 2 8 3 7 www.kris-net.com  ㈜로그아이 02-2628-7000 www.log-i.com 

㈜패킷시스템즈 코리아 02-558-7170 www.packet-systems.co.kr     

       

Security 전문파트너       

인포섹㈜ 02-2104-5114 www.skinfosec.co.kr  유엔넷시스템즈㈜ 02-565-7034 www.unnetsys.com 

㈜나래시스템 02-2199-5533 www.naraesys.co.kr  ㈜안랩코코넛 02-6007-0114 www.coconut.co.kr 

㈜티아이에스에스 051-743-5940 www.tissnet.com     

       

WLAN 전문파트너       

㈜에어키 02-584-3717 www.airquay.com  사운드파이프코리아㈜ 02-568-5029 www.spkr.co.kr 

㈜해창시스템 031-343-7800 www.haechangsys.co.kr     

       

Storage 전문파트너       

㈜패킷시스템즈 코리아 02-558-7170 www.packet-system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