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Size® UVC Multipoint™

어디서든 다자간 화상 통화
가능
최대의 유연성을 지원하고 모바일 장치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된
LifeSize UVC Multipoint는 주문형 화상 회의를 위해 최초로 완벽하
게 가상화가 구현된 표준 기반의 다자간 솔루션입니다.

소프트웨어 기반 브리지에서 최고의 유연성 구현
LifeSize® UVC Platform™에서 사용 가능한 LifeSize UVC Multipoint는
간편하면서도 탁월한 가격 대비 성능으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문형 다중 화면 분할 다자간 화상 통화를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
에 최고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제 노트북, 회의실, 모바일 장치
등 어디서든 경제적으로 10명, 20명, 50명 이상의 참가자를 수용하
는 화상 회의를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UVC Multipoint는 한 번에 하나의 포트를 구입할 수 있는 최초의 유
일한 다자간 화상 솔루션으로, 현재 필요한 수량만 구입하고 나중
에 필요에 따라 포트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포트의
용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720p 용량은 480p에서 두 배가 되고,
360p에서는 네 배가 되므로 모바일 장치의 필요를 가장 효과적으
로 충족하는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LifeSize UVC Multipoint
주요 특징
유연성
간편한 설치

모바일 환경에 가장 적합
전세계에서 BYOD(Bring Your Own Device) 추세가 급증함에 따라
LifeSize는 비디오 지원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저대역폭의 모
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다자간 화상 통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LifeSize® ClearSea™와 함께 UVC Multipoint가 구성된 경우, 새로운
참가자를 ClearSea 통화로 원활하게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
제공 확대는 복잡한 다이얼링 문자열 없이 간편한 '클릭하여 통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LifeSize UVC Platform

LifeSize UVC Multipoint는 LifeSize UVC Platform의 일부입니다. 가상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로 사용할 수 있는 LifeSize UVC
Platform을 활용하여 UVC Multipoint를 구매 전 체험 옵션으로 즉시
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포트
용량(플렉스 포트)

LifeSize UVC 가상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LifeSize
UVC 하드웨어 기기로 사용
가능

참가자의 노트북, 태블릿
및 스마트폰의 해상도를
기준으로 포트 용량 확장

유연성 라이센스

한 번에 하나의 플렉스 포트
추가

어디서든 다자간
화상 통화 가능

모바일 환경에 특별히
적합하나 회의실 기반
시스템에서도 사용 가능

상호 운용성

*LifeSize ClearSea 버전 3.1 이상. 별도 구매. 노트북/데스크톱 클라이언트 전용. ClearSea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 곧 제공 예정.

LifeSize 및 타사 공급업체의
표준 기반 화상 회의 지원

LifeSize® UVC Multipoint™

제품 사양
시스템 구성 요소

DTMF 톤 감지(밴드 내부 및 RFC2833)

사용 가능한 용도

와이드밴드 오디오 믹싱

• LifeSize UVC Platform 가상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동 백그라운드 스피커 볼륨 축소

• 랙 탑재 가능 LifeSize® UVC 1100 하드웨어
• 랙 탑재 가능 LifeSize® UVC 3300 하드웨어

보안
PIN으로 보호된 회의

프리젠테이션 표준 및 프로토콜
H.264, H.263, H.263+, H.261

H.235 AES 및 SRTP/TLS 암호화

보안이 강화된 Linux OS 기반

H.239, SIP 이중 비디오(LifeSize 전용)

HTTPS 보안 관리

통신 프로토콜 및 비디오 표준

데이터 공유를 통해 포트 용량에 영향을 주지 않고 표준
비디오 시스템 해상도 지원

서비스 품질

LifeSize UVC Platform을 통해 제공

게이트키퍼를 통한 LifeSize® Networker™를 통해
H.323, SIP, H.320(ISDN) 지원
H.264, H.263

유연한 용량 및 라이센스
한 번에 하나의 플렉스 포트 용량 추가 기능
플렉스 포트 1개 - HD 720p 1개, 480p 2개 또는 360p
4개 포트에 해당
720p 통화, 1명의 비디오/오디오 + 3명의 오디오 전용
참가자
480p 통화, 2명의 비디오/오디오 + 2명의 오디오 전용
참가자

Diffserve 및 TOS/IP 우선권을 통한 QoS 지원

오디오 가상 운영자
참가자에게 회의 선택을 안내

로깅

오디오 및 비디오 참가자에게 회의 ID 및 PIN에 대한
메시지 표시

오디오, 통신, 데이터베이스, 라이센스 관리자, 시스템
관리, 시스템 정보, 시스템 상태, 타이머,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비디오의 자세한 표시 수준 제어가
포함된 진단용 Syslog

레이아웃
최대 4개의 주 창을 차지하는 음성 통화 전환(VAS)
기능이 포함된 13가지의 다중 화면 분할 레이아웃

통화 상세 정보 레코드

화면에 최대 25명 참가자 표시

인프라 지원

주요 창에 자동으로 화자 배치

외부 게이트키퍼 및 SIP PBX 회의 등록
LifeSize® Transit™ Client/Server를 통한 NAT/방화벽
트래버설

360p 통화, 4명의 비디오/오디오 참가자

회의 지원
비디오 성능
720p, 480p, 360p 회의당 2개의 트랜스코더
• 720p로 설정된 회의: 400Kbps 초과 인코더 1개,
400Kbps 미만 1개
• 480p 및 360p로 설정된 회의: 128Kbps 초과
인코더 1개, 128Kbps 미만 1개

게이트키퍼를 통한 LifeSize Networker

LifeSize® ClearSea™의 자동 통화 확대(버전 3.1 이상),
별매
게이트키퍼에 대한 회의 등록 및 SIP PBX의
최대 120개의 사용자 정의된 주문형 가상 회의실, 720p,
480p 또는 360p로 설정

비디오 대역폭: 포트당 128Kbps ~ 1152Kbps

단일 회의에 최대 60명 참가 가능

비디오 해상도 지원: 30fps에서 720p, 480p, 360p
모두 지원

시스템 관리

128Kbps(432x240)

UVC 대시보드 내의 웹 기반 구성 페이지

384Kbps(832x464)

제3자 관리를 위한 REST 관리 API

512Kbps(912x512)

다국어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9개 언어)

768Kbps(1280x720)

회의 수준 제어를 통한 라이브 회의 관리:

896Kbps(1280x720)

NTP(네트워크 시간 프로토콜) 지원

H.323 또는 SIP를 통해 직접 전화 접속

UVC 가상 시스템, 용량, 하드웨어 구성, 저장
소 및 환경 데이터
자세한 내용은 LifeSize UVC Platform 데이터시트 또는
배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오디오 음소거/음소거 해제(전체 회의 또는 참가자)
• 레이아웃 선택

오디오 표준 및 성능
AAC-LC, G.722.1c 48Kbps, 32Kbps, 24Kbps(Siren 14),
G.722.1 32Kbps, 24Kbps(Siren 7), G.722, G.711(μ-law),
G.711(A-law)

• 아웃바운드 다이얼링을 통해 참가자 추가
• 종료(전체 회의 또는 단일 참가자)
• 개별 통계 보고

LifeSize UVC Multipoint

어디서든 다자간 화상 통화 가능
미주:
1601 S. MoPac Expressway
Suite 100
Austin, Texas 78746 USA

전화 +1 512 347 9300
수신자 부담 +1 877 543 3749
www.lifesiz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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