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Size® Softphone™
LifeSize Softphone는
전문가급 비디오 협업을
위한 최첨단 데스크톱
소프트웨어입니다.

어디서나 모두를 위한 범용 비디오 협업
접근성 제공
LifeSize Softphone에는 풀 HD 지원,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및
고급 미디어 암호화가 있으며, 원격 및 모바일 PC와 Mac 사용자가 완벽하게
안전한 환경에서 협업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협업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중요한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수적입니다. 홈 오피스, 호텔 객실 또는 이동 중 등과 같이 원격 위치에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작업하면서, 근로자들이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LifeSize Softphone은 HD 비디오 협업 환경을 모바일 PC와 Mac 사용자에게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자리한 위치에서 컴퓨터를 통해 HD 화상 통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범용 비디오 협업을 위한 탁월한 HD 비디오 환경
LifeSize Softphone은 최첨단 독립형 데스크톱 소프트웨어이며, 직접
대면하는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비디오 협업을 위해 1080p에서 전문 풀 HD
화상 통화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실시간 데이터 공유, 다자간 통화 및 기록과
내보내기 기능 등의 강력한 협업 도구는 즉각적인 그룹 협업을 촉진하고
조직 전체로 HD 비디오를 확장합니다.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LifeSize Softphone은 클릭하여 통화 다이얼링을 위해 사용자에게 친숙한
디렉토리와 함께 탁월한 연락처 관리를 지원하며, 기본 제공 통화 관리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최대 두 가지 통화를 보류하거나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연결할 수 있습니다.
LifeSize Softphone은 어디에서나 모두가 HD 비디오 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상호 운영 가능한 개방형 표준 기반 솔루션입니다.

LifeSize Softphone
주요 특징
HD 비디오 품질

다자간 통화

풀 HD(1080p) 비디오(최대
2Mbps의 자연스러운 풀
모션 비디오 지원)
외부 장비 없이 각 통화당
최대 3명 연결

개방성 및 표준 기반, 종점 애그노스틱
상호 운용성 (endpoint agnostic), 모든
H.323/SIP 장치에 연결

운영 체제

Windows 및 Mac OS X

데이터 공유

데스크톱 비디오 공유
모드를 사용한 H.239
데이터 협업

통화 중 기능

통화 기록, WMV
또는 MOV 형식으로
재생 및 내보내기

보안

SIP에 대한 DTLS-SRTP
미디어 암호화 지원

오디오 품질

에코 제거기를 사용한
선명한 오디오

LifeSize® Softphone™

제품 사양
시스템 구성 요소

오디오 표준 및 기능

권장 주변 기기

LifeSize Softphone 소프트웨어
웹캠(별매)
마이크/헤드셋(별매)

G.711 μ-law, A-law
G.722.1 Annex-C(Polycom® Siren14™, 32KHz의 우수한
와이드밴드)
전이중, 고품질 에코 제거기
자동 잡음 수준 감지를 사용하는 전이중 오디오 잡음
제거 필터

웹캠
Logitech HD Pro C910
Logitech HD Pro C510
헤드셋
Logitech ClearChat Pro USB
Logitech Premium Notebook Headset
USB 스피커폰
ClearOne CHAT™ 50, 100

통신
H.323, ITU-T H.323v4, H.225v13 준수
SIP, RFC 준수: RFC-2396, RFC-2543, RFC-2617, RFC-2822,
RFC-2833, RFC-2976, RFC-3260, RFC-3261, RFC-3264,
RFC-3265, RFC-3311, RFC-3420, RFC-3428, RFC-3515,
RFC-3581, RFC-3550, RFC-3856, RFC-3859, RFC-3860,
RFC-3863, RFC-3891, RFC-3960, RFC-3984, RFC-4488,
RFC-4961, RFC-5168

네트워킹 기능

H.261, H.263, H.263+, H.264

자동 대역폭 제어, 네트워크 조건에 맞게 조정
비대칭 입력/출력 대역폭 지원, 최대 2Mbps RX + 2Mbps TX
신호 및 미디어 프로토콜에 대한 구성 가능한 포트 범위
고정 NAT 지원
여러 IP 시스템 지원
사용 가능한 자동 또는 수동 IP 주소 선택
구성 가능한 DIFFSERV 코드

비디오 사양/비디오 해상도

보안

비디오 표준

H.264: 1080p, 720p, 4CIF, CIF, QCIF, SQCIF @ 최대 30fps
HD로 최대 2Mbps(1920x1080)
밴드 내부 동적 비디오 형식 변경
“품질과 CPU 부하”의 자동 동적 조정
H.263, H.263+: 4CIF, CIF, QCIF, SQCIF @ 최대 30fps
Half-Pel 동작 예측
TMN-9 전송률 제어
밴드 내부 동적 비디오 형식 변경
“품질과 CPU 부하”의 자동 동적 조정
H.261: CIF, QCIF @ 최대 30fps
최대 2Mbps
루프 필터
“품질과 CPU 부하”의 자동 동적 조정

데이터 공유
H.239 프리젠테이션, 최대 1280x768(RFC-4796으로 SIP
에서 에뮬레이션):
여러 모니터 지원
별도의 실시간 비디오 스트리밍으로 애플리케이션 창
또는 전체 데스크톱 전송(스피커 라이브 스트리밍이
계속 표시됨)
4x 고품질 앤티앨리어싱
H.239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비디오 공유 모드:
표준 비디오 채널을 사용하여 스피커 라이브 스트리밍
대신 프리젠테이션 보내기
모든 종점 지원 화상 통화와 호환 가능

최소 요구 사항
운영 체제:
Windows XP/2003/Vista/7(64비트 버전), DirectX 9.0c 이상
Mac OS X 10.5 Leopard 이상
P4@2.0Ghz(오디오/고해상도 화상 통화)
Core 2 Duo 클래스, 2.33GHz(H264, 720p 화상 통화)
Core 2 Quad 클래스, 2.66GHz(H264, 1080p 화상 통화)
1GB RAM(Vista에서 2GB 권장) 및 30Mb 하드 디스크 공간

SIP에 대한 DTLS-SRTP 미디어 암호화 지원

사용자 인터페이스
단일 파일의 빠른 설치 프로그램(10MB 이하)
커널 드라이버 없음, 재부팅 필요 없음
기술적 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 사용자를 위한
직관적인 간단한 인터페이스
크기 조정 가능한 GUI
웹 통합(링크를 클릭하여 통화)
상태를 나타내는 주소록
통화 목록(전체, 수신, 발신, 부재 중으로 빠른 전환)
인터넷을 통한 자동 업데이트
자세한 사용자 문제 보고서를 제공하는 폭넓은 로깅
빠른 문제 진단을 위한 실시간 그래픽 통계
여러 언어 지원(영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통화 기록, Windows Media Video(WMV) 또는
Quicktime(MOV) 형식으로 재생 및 내보내기

통화 제어
2개의 독립적 라인
통화 보류 및 통화 전달
외부 장비 없이 3자간 다중 화면 분할 다자간 회의
통화 제어(H.450.2)
파엔드 카메라 제어(H.224 + H.281)
E.164 번호, H.323 별칭 또는 IP로 상대방과 통화
가능(게이트키퍼 필요 없음)
게이트키퍼 자동 검색 및 자동 재등록

미주:
LifeSize
1601 S. MoPac Expressway
Suite 100
Austin, Texas 78746 USA

+1 512 347 9300
미국 수신자 부담 +1 877 543 3749
이메일 info@lifesize.com
www.lifesize.com

유럽/중동/아프리카:
LifeSize 지역 사무소
49 89 1222 899 0(독일)
유럽 수신자 부담 00 8000 999 09 799

아시아 태평양:
LifeSize 지역 사무소
+65 6303 8370(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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