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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트 

 
 

Cisco TelePresence 500 
 

Cisco® TelePresence는 네트워크를 통해 생생한 "일대일" 환경을 구축하여 사용자들에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실감나는 가상회의를 통한 협업 기능을 제공합니다. 

 
첨단기술과 인간중심 설계의 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원격 참가자 모두 마치 같은 회의실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Cisco TelePresence는 귀사의 비즈니스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회사에서 Cisco TelePresence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고객사들은 Cisco TelePresence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좀 더 친밀하게 
고객을 응대하며, 보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Cisco TelePresence 회의 솔루션은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가지 유형의 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Cisco TelePresence 500은 1~2명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사용자의 

사무실에서 Cisco TelePresence의 가상회의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  Cisco TelePresence 1000은 소그룹 회의와 일대일 대화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Cisco TelePresence 3000은 하나의 회의실에 최대 6명까지 수용하며 중간 규모의 업무 
회의에 적합합니다. 

●  Cisco TelePresence 3200은 하나의 회의실에 최대 18명까지 수용하며 대규모 회의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Cisco TelePresence Manager 소프트웨어와 함께 동작하기 
때문에 회의 예약 및 설정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포인트 회의를 위한 
Cisco TelePresence Multipoint Switch와도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림 1. Cisco TelePresence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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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Cisco TelePresence는 실물의 크기와 색상 및 질감 등을 100% 재현할 수 있는 Full HD급의 

비디오(1080p)과 공간지각형 오디오, 그리고 맞춤설계된 인테리어가 결합되어 원격지 회의 

참석자들과 같은 방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솔루션의 사용방법은 전화기 

사용법처럼 직관적이고 간단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기술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더라도 사용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Cisco TelePresence 500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사무실에서 Cisco TelePresence의 가상회의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Cisco TelePresence 500은 Personal TelePresence라고 불리는 

새로운 범주의 제품으로서, Cisco TelePresence 3000 및 기타 TelePresence 제품들과 연결하여 

100% 실물 크기의 가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Cisco TelePresence 500은 설치 소요 면적이 작아 보통 크기의 개인 사무실이나 책상 위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Cisco TelePresence 500은 회사 임직원들간의 일대일 화상 통화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업무 회의 또는 중요한 협상이나 면접, 개인 평가와 같은 개인 면담 회의 용도로 적합합니다. 
 

Cisco TelePresence 500의 고성능 비디오를 통해 표정, 손짓, 몸짓 등을 생생하게 볼 수 있으며, 

깨끗한 CD 품질의 오디오로 모든 대화를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버튼을 한번만 

눌러 예약된 회의를 시작하거나 직접 상대편의 전화번호를 눌러 전화통화처럼 간편하게 회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코의 고가용성 네트워크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QoS) 및 보안이 

결합되어 내부 회의뿐만 아니라 외부 회의의 경우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Cisco TelePresence 500은 다른 Cisco TelePresence 제품들과 연동하여 다음과 같은 
Cisco TelePresence의 고품질 성능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  720p 및 1080p 해상도의 고품질 비디오를 구현합니다. 
 
●  특수설계된 HD 카메라를 통해 고품질 HD 이미지를 제공하므로 별도의 사용자 작업 

없이도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비디오 품질을 제공합니다. 

●  양방향 CD급 오디오를 사용하여 끊김현상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깨끗한 음질 덕분에 통화 참가자들 모두 편안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얘기할 수 있으며, 

모두가 같은 방에 있는 것처럼 소리가 잘 들립니다. 마이크는 휴대폰이나 기타 오디오 

기기와의 간섭을 제거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  현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명과 음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최적화된 인테리어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공합니다. 

 
●  Cisco TelePresence는 최대 48곳의 다자간 회의를 지원합니다. 

●  다른 Cisco TelePresence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Cisco TelePresence 500도 MS Outlook, 
Lotus Notes 등의 그룹웨어 프로그램과 통합되어 있어, 간단하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통화를 시작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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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석 통화 지원: Cisco TelePresence 500은 전화와 동일하게 상대편 Cisco TelePresence 
시스템의 전화번호를 다이얼링하여 즉석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가용성, 보안 및 서비스 품질(QoS)을 제공하는 안전한 시스코 네트워크와 통합되어 
모든 회의에서 최적의 조건에서 가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와 통화 
시그널링을 모두 암호화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Cisco TelePresence Multipoint Switch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표준 비디오 제품들과 상호 
호환됩니다. 

●  회사 내부 회의뿐만 아니라 외부 회사와도 Cisco TelePresence 회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Cisco TelePresence의 이러한 종합적인 이점 외에도 Cisco TelePresence 500은 표 1에 나온 것과 
같이 혁신적인 기능과 이점을 제공합니다. 

 
표 1. Cisco TelePresence 500의 기능 및 이점 

 

주요 특징 설명 이점 

개인 사무실에서 
1~2인 회의에 
적합한 설계 

● 37-in. 디스플레이,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및 조명을 포함한 고급스러운 
설계 

● 설치 면적이 적게 소요 
● 다음 3개 의 형태로 구성 가능: 스탠드형, 

벽 장착형 또는 테이블 설치형 

● 복잡하고 섬세하게 설계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개인 사무실 및 
경영진 사무실 모두에 적합 

● 카메라로부터 1.2~1.8m 정도의 거리에 
최적화되어 일반적인 대화와 유사한 
경험 제공 

● 다양한 설치옵션을 제공하므로  
기존 사무실이나 회의실의 개조가 필요 
없음 

우수한 비디오 및 
오디오 품질 

● 1080p Full HD 비디오를 통해 실제와 
흡사한 가상회의 환경 제공 

● 다른 Cisco TelePresence 제품들과 
동일한 비디오 및 오디오 구현 

● Cisco TelePresence 500 사용자는 
100% 실물크기로 나타남 

●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직 간 
TelePresence 경험을 확장 

보조 그래픽 
디스플레이 연결* 

● 데이터 공유는 보조 디스플레이에 
구현하거나 PIP(presentation-in-picture) 
모드로 표시 가능 

● TelePresence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PC용 모니터나 비디오 출력장치로 사용 
가능 

● 다양한 데이터 공유 옵션 제공, 공간 
제약 환경에 적합한 PIP(presentation-in-
picture) 모드 제공 

● TelePresence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 

   
 

* 시스코는 그래픽 디스플레이 또는 마운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디스플레이 옵션에 대해서는 
Cisco TelePresence 파트너에게 문의하십시오. 

 

 
표 2는 Cisco TelePresence 포트폴리오의 주요 특징 및 이점을 나타냅니다. 

 
표 2. Cisco TelePresence 포트폴리오의 주요 특징 및 이점 

 

주요 특징 설명 

디렉토리 Cisco TelePresence는 최대 40개 항목의 편리한 단축 다이얼링 서비스와 수 
천개의 디렉토리 항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디렉토리 서비스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예약 Cisco TelePresence에서는 그룹웨어의 일정 예약 및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서비스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일정표 및 전자 메일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사용하도록 Cisco TelePresence Manager 서버를 설치하고 
구성해야 합니다. 

 
 
 



데이터 시트 

 
 

© 2008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페이지 4/7 

 
 
 

기가비트 이더넷 스위치 시스코의 기가비트 이더넷 스위치를 사용하면 Cisco TelePresence 시스템 및 
Cisco IP Phone 7975G 그리고 사용자의 PC에 10/100/1000Mb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합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PC 및 Cisco IP 전화에 대해 별도의 
VLAN(802.1Q)을 지정하여 음성 및 데이터 트래픽의 보안과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볼륨 조절 전화기 소프트 키 메뉴에 있는 편리한 볼륨 제어 버튼을 사용하여 볼륨을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동 협업(Auto Collaborate) 시스코의 새로운 자동 협업(Auto Collaborate) 기능을 통해 회의 참가자들은  
PC나 고화질 문서 카메라와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정보나 실물 이미지를 즉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문서 카메라 제어 Cisco IP 전화 상의 Cisco TelePresence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문서 
카메라(옵션)의 소프트웨어 제어 기능이 통합되어, 보다 편리한 사용자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멀티포인트 지원 Cisco TelePresence Multipoint Switch를 통해 Cisco TelePresence 다자간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음소거 및 대기 Cisco TelePresence는 Cisco IP 전화 상의 제어 기능을 통해 음소거 및 통화 
대기 기능을 지원합니다. 

자동 음소거 화면에 음소거 표시기가 있어서 Cisco IP 전화의 마이크 음소거 기능이 
활성화되면 사용자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통화 대기 통화 대기/재시작 버튼을 통해 비디오와 오디오를 동시에 정지시킬 수 있으므로 
Cisco TelePresence 시스템에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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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 카메라 및 Cisco Unified IP 
Phone 7975G용 PoE 전원 

시스코 HD 카메라와 Cisco Unified IP Phone 7975G는 Cisco TelePresence 
코덱에 통합된 Cisco IEEE 803.3af PoE(Power over Ethernet) 스위치에서 
LAN으로 전원을 공급받습니다. 

  

시그널링 프로토콜 지원 Cisco TelePresence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를 지원합니다. 

오디오 코덱 지원 G.711 및 AAC-LD 오디오 압축 코덱을 사용합니다. 

시스템 조명 얼굴 그림자를 없애고, 별도의 특수조명이나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화면에 비칠 수 있도록 통합 조명 어셈블리를 포함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조명은 Cisco TelePresence 회의가 시작할 때 켜집니다. 

 

 
제품 사양 

 
표 3~5는 Cisco TelePresence 500의 사양을 나타냅니다. 

 
표 3. 제품 사양 

 

사양 설명 
제품 호환성 ● Cisco TelePresence System 1000 - CTS 소프트웨어 버전 1.4 이상과 호환 

● Cisco TelePresence System 3000 - CTS 소프트웨어 버전 1.4 이상과 호환 
● Cisco TelePresence System 3200 - CTS 소프트웨어 버전 1.4 이상과 호환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6.0 이상 
● Cisco TelePresence Multipoint Switch 1.0 이상 
● Cisco TelePresence Manager 1.4 이상 

소프트웨어 호환성 Cisco TelePresence System 소프트웨어 버전 1.5 이상 
프로토콜 Cisco Discovery Protocol, SIP, IP,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SSH(Secure Shell) 프토토콜, 802.1p/q 및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 ) 
지원 

연결 이더넷(1 LAN, RJ-45 연결 - 100/1000m), 내부 4포트 이더넷 스위치 및 HD 
비디오 커넥터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IP 주소 할당을 정적으로 구성하거나 Cisco 
TelePresence 관리자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성할 수 있음) 

크기(높이 x 너비 x 깊이) 최소 룸 크기: 2.4 x 1.8 x 2.4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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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 약 110kg (스탠드 일체 포함) 
● 약 30kg (스탠드 및 코덱 불포함) 

전원 ● 350W(3 Amps @ 120V ~ 1.5 Amps @ 240V) 
● 2개의 전원 플러그 필요 

 
표 4. 비디오 및 오디오 사양 

 

사양 설명 
대역폭 사용 IP QoS 권장: 3 ~ 4Mbps(1080p) 또는 1 ~ 3Mbps(720p) 

참고: Cisco TelePresence System 500의 권장 대역폭은 Cisco TelePresence 
System 1000과 동일합니다. 

비디오 표준 H.264 
포워딩 속도 H.264를 사용하여 초당 30 프레임 
데이터 및 그래픽 프레임 속도 ● 초당 5 프레임에서 그래픽 공유(표준 구성) 

● 전용 프레젠테이션 코덱을 사용하여 초당 30 프레임 그래픽 공유(옵션 구성)

해상도 1920 x 1080 (기본 설정) 또는 1280 x 720 
오디오 표준 G.711 및 AAC-LD(22kHz) 
오디오 기능 Cisco Dynamic Echo 제거 기능 
Cisco TelePresence HD 
카메라 

● CMOS 2/3인치 센서 
● C Mount 렌즈 
● 1080p 30fps 
● 최소 조도 300Lux 
● 수동 초점 

H.264 상호 운용성 CUVC35xx 시리즈 플랫폼에서 CIF 및 G.711 사용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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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이더넷(RJ-45) 100/1000Mbps 

● 내부 4 포트 이더넷 스위치, 2PoE(IEEE 802.3af) 포트 
 
 

표 6은 Cisco TelePresence 500의 작동 온도 범위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 6. 작동 온도 
 

온도 설명 

사무실 작동 온도 작동: 23 ~ 104ºF(-5 ~ 40ºC) 

보관 온도: -13 ~ 158ºF(-25 ~ 70ºC) 

상대 습도 10~95%(비응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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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준수 

●  UL/CSA 60950 
 

●  IEC/EN 60950 
 

●  AS/NZS 60950 
 

●  47CFR (Part 15) FCC Class B 
 

●  CISPR 22/ EN55022 Class B 
 

●  CISPR 24/EN55024 
 

주문 정보 
 

주문을 원하시면, 시스코 주문 홈 페이지를 방문해주십시오. 표 7은 Cisco TelePresence 500의 

주문 정보를 나타냅니다. 
 

표 7. 주문 정보 
 

제품 이름 제품 번호 

Cisco TelePresence 500 CTS-500 

Cisco TelePresence 500 선택 품목 

전원 카드 Cisco TelePresence 시스템을 설치할 국가의 전원 플러그에 적합한 전원 코드를 
선택합니다. 

보조 제어 장치 CTS-LIGHT-CTRL: 
Cisco TelePresence 500 작동에 필요한 필수 옵션은 아닙니다. 시스템 내장 
조명이 포함되어 있어 따로 주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코덱 CTS-HFR-COLLAB: 
전용 프레젠테이션 코덱으로서 30 fps의 데이터 공유가 가능합니다(비용 추가). 

 

 
시스코 서비스 

 
혁신적인 Cisco TelePresence 경험을 제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스코와 시스코 

공인 파트너에 의해 제공되는 통합된 서비스입니다. 여러 국가에 지사를 둔 화사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본 서비스는 TelePresence 시스템의 성공적인 설치를 보장하며 고품질의 

신뢰성있는 "대면" 가상회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초기의 준비, 계획 및 설계 서비스에서는 네트워크 및 조직이 Cisco TelePresence 회의 

솔루션의 일관된 품질 수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운영 서비스에서는 유지보수 

지원과 함께 가용성을 극대화하고, 원격 모니터링 및 관리, 그리고 원격 지원 서비스를 통해 

TelePresence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들 서비스에서는 효과가 

입증된 Cisco Lifecycle Services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Cisco TelePresence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go/telepresenceservices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Cisco TelePresence 500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http://www.cisco.com/go/telepresence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시스코 영업 담당자나 공인 
시스코 파트너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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