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Lifesize®
전화를 거는 중
직접 전화 접속과 "meet-me(만나요)" 통화 플랜 모두
지원
• 즉시 협업할 수 있도록 연락처, 회의실 시스템,
회의실로 직접 통화
• 다음과 같은 기능을 사용하여 회의 생성 및 예약:
• Chrome™ Google Calendar™용 확장 프로그램
• Microsoft® Outlook® 2010, 2013, 2016용 애드인
• 모든 ICS 호환 달력
• 이메일 기반 다이얼링 지원
• IP 주소 또는 URI로 다이얼 아웃
• IP 주소, URI 또는 전화 번호로 모든 연락처와 회의
연결
회의
• 정기적인 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정기 회의
• 반복되지 않는 이벤트를 위한 일회성 회의
• 전체 화면 발표자 모드
• 사회자 도구
• 선택적인 보안 패스코드
• 구성 가능한 레이아웃 옵션
• 각 회의는 최대 500명의 활성 참가자를 지원합니다

임시 그룹 통화
간단히 다른 사람을 통화에 추가하여 그룹 통화를 만들
수 있으며, 전화를 끊고 브리지 또는 회의실로 전화를
걸 필요가 없습니다(해당 기능은 Lifesize 앱과 Lifesize®
Icon™ 회의실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

무제한 게스트 통화
누구나 완벽한 기능의 웹 앱(Google Chrome), 데스크탑
(Windows®, Mac®), 모바일 기기(iOS, Android™) 또는
화상 회의 시스템에서 통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화 지원
모든 연락처 및 회의에서 60여 개 국가의 지역 전화
번호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채워진 디렉토리
• Lifesize를 사용하면 연락처로 등록된 사람에게
간단히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모든 Lifesize 앱과
Lifesize Icon 룸 시스템은 미리 입력된 검색 기반
디렉토리와 함께 제공되므로 더 이상 긴 IP 주소를
다이얼할 필요 없이 통화하려는 항목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 기존 룸 시스템을 공유 디렉토리에 추가합니다

현재 상태(화면 분할)
현재 상태 표시기를 통해 원하는 사람에게 연결이
가능한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리 및 보고
• 브라우저 기반 관리 콘솔
• Lifesize 계정 및 회의실 시스템의 중앙 집중식 관리
• 라이브 및 지난 회의 통계
• 사용량 보고 및 알림
• 다중 계정 관리자 지원

LIFESIZE 앱
Lifesize 앱은 브라우저(Firefox®, Internet Explorer® 11,
Safari®), 을 통합 완벽한 기능의 웹 앱 (Google Chrome,
Microsoft Edge™), 데스크탑(Windows, Mac) 및 모바일
기기(iOS, Android)에서 사용할 수 있다.
• 현재 상태를 지원하는 미리 채워진 검색 기반 디렉토리
• 회의 디렉토리
• 회의에서 일대일 및 그룹 채팅
• 오디오 및 화면 공유(웹 회의 모드)
• 즐겨찾기 및 최근 통화 목록
• 자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Lifesize 클라이언트와 Lifesize Icon 회의실 시스템 간
지점간 통화를 위한 직접 미디어를 지원합니다
LIFESIZE LIVE STREAM
• 최대 10,000명이 시정할 수 있는 Live Stream 회의
• 어떠한 Lifesize 회의에서도 동시 Live Stream 이벤트
사용 가능
• 라이브 스트리밍 보안을 위해 시청 권한 설정
• 관리 콘솔을 통해 쉽게 관리 및 보고
• 실시간 Q&A1
• 다양한 브라우저와 모바일 장치에서 시청
LIFESIZE RECORD AND SHARE
• 채널로 자동 구성되는 풀 HD 레코딩 컨텐츠
• 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자동 액세스 등의 구성 가능한
권한
• 레코딩 피드, 나의 레코딩, 시청 목록
• 전송 중인 데이터/보관 중인 데이터의 AES-256 암호화
• 다운로드 가능한 MP4
• 어떤 Lifesize 앱 지원 장치에서도 레코딩
• 어떤 장치에서도 재생이 가능
LIFESIZE SHARETM
•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어떤 노트북에서든 발표하고
화면, 파일 또는 온라인 미디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원격으로 Lifesize Icon 회의실 시스템을 실행하고
휴대폰에서 회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이점으로 회의실 환경 개선:
• 디지털 사이니지
• 화이트보드 협업

LIFESIZE ICON 회의실 시스템
모든 규모의 회의실에 적합한 수상 경력의 화상 회의
장비 — 새로운 혁신적 4K 시스템 포함
• Lifesize 계정에 대한 연결 및 자동 구성과 자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 Lifesize Icon 상태 모니터링: 실시간 알람이 관련
수신함으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 Lifesize® PhoneTM HD로 회의실
달력 통합
• Microsoft® Office 365®, G Suite, Microsoft® Exchange
Server 2013 또는 2016 캘린더를 통해 예약한 Lifesize
및 Amazon Chime 회의에 한 번의 탭 동작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Lifesize. Work together.™

문의:

상호 운용성 및 표준 기반
Lifesize는 다음 제조업체의 회의실 시스템 및 인프라2
에서 공동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기업용 Skype
• Microsoft® Lync® 2013, Lync® Online
• Cisco®
• Polycom®
통합
• Microsoft Teams3
• Slack®
외부 장치 등록하기
Lifesize 서비스에 바로 등록할 수 있는 Cisco 및 Polycom
장치를 선택하십시오
LIFESIZE DASHTM
•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와 공인 하드웨어 파트너를
활용하여 좁은 공간에 나만의 Dash 룸을 만드십시오
• 관리 콘솔에서 Dash 룸 관리
보안 및 방화벽 트래버설
• 암호화된 신호 전달 및 미디어, AES 128비트
• 공용 IP가 필요 없는 자동 방화벽 트래버설
(Lifesize 앱 및 Lifesize Icon만 해당)
• 웹 프록시 지원

비디오 및 오디오 품질
• 광대역 오디오(에코 제거 기능 내장)
• Lifesize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 페어링된 Lifesize
Icon의 해상도: 참석자 비디오는 최대 4K UHD,
프레젠테이션 비디오는 최대 4K UHD

대역폭
• 최대 6 Mbps

시스템 지원
• Mac OS X® 10.13+
• Windows 8, 8.1 및 10
• Intel Core™ i5 1.6GHz 이상, 4GB RAM

BYOD 지원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최신 Android 및 iOS 버전이
권장됩니다. 사용 가능한 기능, 특징 및 성능은 장치의
하드웨어 모델 및 OS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중단한 장치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기능 가용성과 가격은 가입 플랜, 선택한 옵션 및 페어링된 장치에 따라
다릅니다.¹모바일 기기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공용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3Microsoft Teams 예약 회의 또는 Lifesize 호스팅 회의에
참석하는 챗봇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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