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 78% * * 

허들룸이 필요한 
기업이 9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 P A C E S 

완벽한 허들룸을 조성하려면 그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 그쳐서는 안됩니다.

팀의 민첩한 업무 방식에 걸맞은 지능형 
기술을 구비해야 합니다. 요컨대, 허들룸에 
대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시스코와 함께 하면 일관적이고 직관적인 
사용 환경을 지원하는 가장 포괄적인 허들룸 
솔루션 포트폴리오로 귀사에 딱 맞는 
허들룸을 완성할 수 있으며, 전사적으로 
확장하고 손쉬운 관리 또한 가능합니다. 

Cisco Webex Share(한국의 경우 2019년 하반기 부터 구매 가능)  

공유 중심의 
협업

호주머니 크기  장비를 
사용하여 무선으로 모니터를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 방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허들룸을 원하는 

사용자가 7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글, 배선, 무수한 어댑터는 많은 
비용과 전혀 달갑지 않은 복잡성만 
야기합니다. Webex Share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디스플레이에 연결만 하면 즉시 
팀원과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손쉽게 연결하여 
컨텐츠를 공유하고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Cisco Webex Room Kit Mini

강력한 회의 솔루션
허들룸이 작다고 해서 회의 효과까지 
감소해서는 안됩니다. 엔터프라이즈급 
AI 기능, 깨끗한 오디오, HD 비디오가 
뒷받침되는 Webex Room Kit Mini는 가장 
작은 공간에 최고의 회의 환경을 구현합니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Webex Meetings 및 Webex Teams와 
완벽하게 통합되는 Webex Room Kit Mini
는 중요한 기능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팀에 
필요한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120도의 시야각을 
지원하므로 모든 인원이 
화면에 들어옵니다.

Cisco Webex Board 55

한마음으로 
공동 창작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컨텐츠를 보면서 
즉흥적으로 수정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인공 지능 기반의 화상 
회의 시스템이 회의 참석자 
수를 인식하고 회의실 
사용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노트북 USB에 연결하여 
타사의 화상 회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Webex Board 55를 사용하면 팀원과 
도식을 그리고, 컨텐츠를 공유하며,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나와 있는 
팀원도 심지어 회의가 끝난 후에도 어떤 
장비로든 동일한 환경에서 Webex Teams 
앱을 통해 팀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Webex Board 55와 Webex Teams를 함께 
사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생산적인 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없는 팀원도 터치 
방식의 55인치 화이트보드를 
통해 원활하게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욱 스마트하고 더욱 
효과적인 허들룸의 시발점
허들룸은 새로운 업무 방식의 밑거름입니다. 시스코가 지능적인 
적응형 허들룸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따라서 Webex를 사용하면 회의 공간의 
크기에 관계 없이 완벽한 허들룸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원이 다른 확장성과 통합 능력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의 허들룸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com/go/huddle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cisco.com/c/dam/en/us/solutions/collaboration/huddlespaces-surveyreport.pdf 

http://cisco.com/go/huddle
www.cisco.com/c/dam/en/us/solutions/collaboration/huddlespaces-surveyreport.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