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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화하는 회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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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문화의 변화 

What’s	  Next	  ?	  
Cisco CM

R 



2. CMR Cloud 란? 



새로운 Collaboration 시대 

단순한 협업 

단순한 비디오 옵션 

대면 미팅 

구축형 솔루션 

모든 장비에서의 비디오 지원 

실시간 업무협의 

클라우드 솔루션 

다양한 형태의 업무협업 



Collaboration Meeting Rooms: 
하나의 회의, 하나의 경험 

회의참석	   업무협업	  회의초대	  

단일한 회의  음성, 비디오, 콘텐츠 공유가 통합된 컨퍼런스 환경 제공 

동일한 사용자 경험  Cisco의 WebEx 클라우드에서 제공 

어느 누구나  다양한 사용자 단말에서 보안이 적용된 B2B 및 B2C 서비스 제공 

원하는 시간에 언제나  긴급회의 또는 예약회의 방식 모두 제공 



A	  personalized,	  always-‐available	  collabo
ra6on	  mee6ng	  resource	  for	  every	  user	  –

	  Just	  Meet	  –	  Any6me	  	  

CMR	  Cloud	  –	  나만의 회의실	  

On-‐demand,	  one-‐click	  mee6ng.	  
Start	  from	  Outlook,	  Jabber	  or	  WebEx	  sit

e,	  Join	  on	  Video	  or	  WebEx	  

For	  reserving	  conference	  rooms	  using	  O
utlook,	  using	  normal	  work	  flows,	  or	  via	  

WebEx	  site	  scheduling	  

예약회의	  	   나만의 회의실	  긴급회의	  (One-‐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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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회의실 환경 설정	  

1234	  



회의 참석 방법	  
웹(URL)을 통한 회의 참석 

웹브라우저, 컴퓨터, 모바일기기 

영상회의 장비에서 (URI)로 회의 참석 

표준 기반의 영상회의 장비 

hWps://aceclould-‐ko.webex.com/meet/jasonp
ar	  

jasonpar@acecloud.webex.com	  



나만의 회의실 입장	  



§  생산성 툴(Outlook	  &	  Lotus	  Notes)을
 통한 회의 예약 	  

§  개별 호스트에 개인 회의실 제공 :	  
§  웹브라우저 URL	  

<회사명>.webex.com/meet/<사용자ID>	  

§  비디오 장비 URI	  
<사용자ID>@<회사명>.webex.com	  

§  회의 참여 정보 제공 	  

회의 개설	  



회의 참석	  

§  참석자들은 어떤 장비, 어떤 장소에서
나 회의 참석이 가능 	  

§  웹브라우저를 통한	  WebEx 참석	  
§  영상회의 장비를 통한 참석	  
§  전화를 통한 참석	  
§  회의 참석자들은 호스트 참석 이전 로
비에서 대기 	  

§  호스트의 회의참석 이후 회의 진행 시
작	  



웹브라우저를 통한 회의 참석자 

초대 받은 웹 URL에서  회의참석 
(Enter Lobby) 클릭  

호스트 회의참석 전까지 로비에서 대기 



미팅 호스트 참석 



회의 진행	  

§  나만의 회의실에서 회의 진행 	  
§  보안이 필요한 회의를 위한	  
	     회의실 잠금 기능	  
§  사용자 경험 향상:	  

ü  고품질 오디오	  
ü  선명한 고화질 비디오	  
ü  회의 참석자 리스트 제공	  
ü  음소거, 음소거 해제	  
ü  회의 녹화(비디오, 음성, 콘텐츠)	  	  



호스트 퇴장 이후 회의 진행 가능 



향상된 화면구성	  

회의 참석자 수와 장비에 최적화된 화면 구
성 	  

비디오를 통한 새로운 회의 참석자 알림	  

현재 발언자 알림 기능	  

현재 회의 참석인원 표시	  



CMR	  Cloud	  –	  클라우드에 만드는 나만의 회의실	  

Cisco®	  WebEx	  Cloud	  

Desktop	  
Collabora6on	  	  	  

WebEx	  모바일	  
Jabber	  모바일	  

Cisco	  TelePresence	  
표준기반 	  

3rd	  Party	  영상회의 장비	   WebEx	  데스크탑,	  	  
Jabber	  Lync	  Beta	  



Call Control  
and 

Registration 
 

CUCM 

VCS- Contr
ol 

BE 6000 

3rd Party 

DMZ 

Lync Edg
e 

Lync Clients 
2010/2013  PSTN/TSP A

udio/CCA 
Lync Server 

Csco WebEx C
loud 

VCS-Control VCS-Expressway 

CMR 클라우드 아키텍처 텔레프레즌스	  

미팅룸비디오	  

영상전화기	  

3rd	  Party 영상장비	  

시스코 Jabber	   웹사용자	   모바일 사용자	  



Cisco	  WebEx	  Cloud	  
	  

Global	  Cisco	  WebEx	  Cloud	  

업무협업과 콘텐츠 배포에 최적화된 솔루션	  

뛰어난 가용성, 성능, 빠른 속도	  

다양한 계층의 보안적용	  
Hub	  

Cisco	  WebEx	  Cloud	  



CMR	  Cloud	  
	  

사용자 

단일 회의실에 1025명의 동시 사용자 지원 
§  최대 25대의 SIP 또는 H.323 영상회의 단말 
§  최대 500명의 WebEx 비디오 사용자 
§  최대 500명의 WebEx 오디오 사용자 

비디오 

§  비디오 (720p 30 fps) 및 콘텐츠 (720p 5fps) 지원  
§  표준화면(4:3) 및 와이드화면(16:9) 콘텐츠 지원 
§  표준기반의 텔레프레즌스 장비 지원 
§  마이크로소프트 링크 지원(베타)  
§  Cisco Expressway 방화벽 투과 세션 지원  

회의진행/관리 

§  통합 참석자 리스트 제공 
§  음소거, 음소거 해제 
§  회의실 잠금 기능 
§  회의 녹화 기능 (비디오, 오디오, 콘텐츠) 



3. CMR의 혜택  



	  
분산되어 있는 팀간의 
관계 향상	  
팀간의 협업을 통한 생
산성 향상 	  
	  

사무실을 외부의 모바
일 사용자를 위한 유연
한 업무공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
상회의 장비 연동	  

기 투자된 솔루션과의 
통합 지원	  

초기 장비 투자비 고민
없이 월비용으로 업무
용 협업솔루션 이용 	  

CMR을 통한 혜택 



§  신속한 의사결정, 영업기간의 단축  	  

§  사용자 확장이 용이함	  

§  사용자의 신속한 솔루션 적응	  

§  업무절차의 단순화 	  

§  다양한 비디오 장비 지원 	  

§  고객의 요구와 업무 필요성에 부합	  

§  출장 경비 절감	  

§  월별 비용 정산으로 추가 투자 최소화	  

§  기투자된 솔루션 활용	  

Cisco CMR을 통한 업무협업 향상 

업무 가치 향상	  

업무생상선 향상	   조직의 민첩성과 유연성 향상	   최적화된 비용절감	  



4. 맺음말 



CMR	  Cloud	  
	  

사용자 

단일 회의실에 1025명의 동시 사용자 지원 
§  최대 25대의 SIP 또는 H.323 영상회의 단말 
§  최대 500명의 WebEx 비디오 사용자 
§  최대 500명의 WebEx 오디오 사용자 

비디오 

§  비디오 (720p 30 fps) 및 콘텐츠 (720p 5fps) 지원  
§  표준화면(4:3) 및 와이드화면(16:9) 콘텐츠 지원 
§  표준기반의 텔레프레즌스 장비 지원 
§  마이크로소프트 링크 지원(베타)  
§  Cisco Expressway 방화벽 투과 세션 지원  

회의진행/관리 

§  통합 참석자 리스트 제공  
§  음소거, 음소거 해제 
§  회의실 잠금 기능 
§  회의 녹화 기능 (비디오, 오디오, 콘텐츠) 



Cisco	  WebEx	  클라우드를 통해 뛰어난 영상회의와 웹컨퍼런싱을 동시에 제
공합니다!	  

클라우드 방식으로 유연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한 품질로 뛰어난 회의경험을 제공합니다	  

뛰어나 확장성: 단일 회의실에서 1025명의 참석자가 회의를 진행합니다!	  

클라우드에서 손쉽게 회의를 개설하고, 참석하고, 진행합니다!	  	  

왜 Cisco	  CMR	  Cloud 인가?	  
단순함	  

유연성	  

글로벌	  

확장성	  

검증된 솔루션	  



5. CMR Cloud 데모  



Cisco®	  WebEx	  Cloud	  
WebEx	  모바일	  
Jabber	  모바일	  

Cisco	  TelePresence	  

WebEx	  데스크탑,	  	  
Jabber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