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sco TelePresence

being here
is being there.
that’s the 
human network 
effect 

시스코 코리아 Cisco Korea

changing the way 
we work, live, play and learn.
Cisco의 역사는 인터넷의 역사입니다.

살며, 일하며, 배우며…

Cisco는 네트워크를 통해 삶과 일, 

그리고 배움의 방식을 바꿉니다.

1984년, 사랑하는 연인과 늘 함께 대화를 나누고자 한 소박한 바램으로 인터넷 중계기(Router)를 

개발한 한 커플에 의해 작은 회사가 탄생합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Cisco입니다.

1990년에 NASDAQ 상장된 후 최단기간(14년)에 시가총액 1,000억불을 달성했으면, 

2000년에는 시가총액 세계1위(5,000억불)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 후 Green IT를 위한 노력으로 

세계 최초의 Full HD 화상회의 TelePresence 시스템을 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Cisco는 전세계 140개국에 직원 65,000명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Cisco는 테크놀러지를 넘어 휴먼 네트워크를 만들어 갑니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Cisco TelePresence Systems

CTS-3200 CTS-3000

CTS-1000 CTS-500

비즈니스는 만남과 소통을 필요로 합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촌각을 다투는 결정의 순간,

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순간,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해야 하는 순간,

신뢰의 만남을 향한 소통을 위하여,

Cisco TelePresence가 함께 합니다.

Cisco
TelePresence
System 3200

Cisco
TelePresence
System 3000

18인용 구성

● 18인용 회의 솔루션

● 65인치 Full HD (1080p) 스크린 x 3

● 3개의 스피커를 통한 공간지각형 오디오 (Spatial Audio)

● 데이터 공유용 프로젝터 포함

● 네트워크, 전원 포트 포함

● IP폰을 통한 간편한 사용

● 화질, 음질 구현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필요

  ※Cisco에서 음향, 조명, 색상 등에 대한 Guideline 제공하며 
        Cisco의 인증 파트너에서 일괄 설치 및 시공

● 6인용 회의 솔루션

● 65인치 Full HD (1080p) 스크린 x 3

● 3개의 스피커를 통한 공간지각형 오디오 (Spatial Audio)

● 데이터 공유용 프로젝터 포함

● 네트워크, 전원 포트 포함

● IP폰을 통한 간편한 사용

● 화질, 음질 구현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필요

● Upgrade Kit를 통해 CTS-3200으로 업그레이드 가능

  ※Cisco에서 음향, 조명, 색상 등에 대한 Guideline 제공하며 
       Cisco의 인증 파트너에서 일괄 설치 및 시공

14인용 구성



Cisco
TelePresence
System 1000

Cisco
TelePresence
System 500

PIP를 통한
데이터 공유

IP폰을 통한
PIP위치 조정

PIP를 통한
데이터 공유

IP폰을 통한
PIP위치 조정

● 2인용 회의 솔루션

● 65인치 Full HD(1080p) 스크린 x 1

● 테이블 등의 가구는 불포함

● 별도의 공사나 인테리어 없이 범용 회의실에 설치

● 데이터 공유용 프로젝터는 옵션

● IP폰을 통한 간편한 사용

● PIP(Picture-in-Picture)를 통한 데이터 공유

● 37인치 Full HD LCD

● 스탠드, 벽걸이, 책상 위 등 다양한 설치 옵션

● 일반 PC용 모니터로 사용 가능

● Digital Signage 모니터로 사용 가능

● PIP화면을 통해 데이터 공유

● IP폰을 통한 간편한 사용

● 65˝ PDP 스크린

● 720p or 1080p 지원

● 신체사이즈와 100%일치

● 테이블별 별도의 마이크

● 4채널 Echo canceling
● 공간지각형 (Spatial Audio)

● 후면 조명패널로 최적의 조명 구현

● 현장감을 살리기 위한 음향설계

● 모든 사무실 환경에 무리없이 적용

Camera Codec 가 구

● 1080p Full HD 방송 화질

● 작은 크기의 미려한 디자인

● 포커싱 조절이 가능

● 자체 진단 기능 탑재

● 1080P Full HD
● Cisco 7970 IP폰을 UI로 사용

● 4채널 AAC LD Spatial Audio
● 전송지연 최소화

● Audio/Video Sync율 100%

● 인간공학적으로 최적화된 디자인

● 네트워크 포트, 전원 포트 일체화

● 최고의 현실감을 부여하기 위한

    재질과 색상 적용

디스플레이 마이크 인테리어

● TelePresence 멀티포인트 스위치를 통해 다자간 회의 지원 : 최대 48개소

● 각 스크린 별로 별도의 지역 연결 가능

● IP폰의 버튼을 한번 누르는 것으로 기능 활성화 : “One Button to Push”

Multi Point 회의

주요 구성 요소 특징

주요 기능 소개



인테리어 예제

활용 사례

Document Camera

● 원격지간 실물이미지 공유

● Wolfvision Visualizer

● 천장 및 데스크탑 모델

● 최대 64배 줌 (광학 16x, 디지털 4x), 30 FPS 

● 1050 lines, 3CCD Progressive Scan

● Native 3x XGA format

Interoperability : 기존 화상회의와의 연동

CTMS

CUVC H.323 or H.320
Videoconferencing

SIP
Video Telephony

London

Tokyo

New York

Cisco TelePresence 기존 화상회의

Auto Collaborate 원격지간의 자료공유

● PC의 모든 자료 및 애플리케이션을 실시간으로 공유

  → PC자료 공유에 별도의 장치나 애플리케이션이 필요 없음

● VGA 케이블을 PC에 연결하는 것 만으로 자동적으로 Plug & Play

● 별도의 High Frame Codec (옵션)을 이용하여 30fps 구현 가능

Work Live

Play Learn

Cisco TelePresence Meeting
Virtual Specialist (Branch)

Virtual Admin

TeleMedicine
Family Visits
Virtual Dining

Virtual Box Seat Virtual Classrooms

The 
Network

As the 
Platform 

출장 비용 절감과 혁신적인 Colloabration, 그리고 친환경 경영을 위한 선택인 Cisco TelePresence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회선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Cisco는 TelePresence 솔루션을 특별 대폭 할인된 조건으로 국내외 화상 전용망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특별 할인 회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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