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인사이트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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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오피스에서는 협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진행되는 공식 회의 외에도 일상

업무 중 다양한 협업이 이뤄지며, 특히 창의적인 성과를 위한 영상회의 환경에 대한 니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아스의 영상회의 시스템은
화이트보드와 디스플레이 장비를 활용한 편안하고 기능적인 솔루션으로 밀도 있고 즉각적인 회의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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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젠테이션과 의사 결정 중심의 공식 회의 공간은 다수 인원이 참여하며 회사 중요 사항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는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회의의 성격과
비중에 맞는 차분하고 격식 있는 분위기와 함께 최신 디스플레이 장비와 공유 시스템이 결합된 멀티미디어 솔루션으로 한 차원 진화한 회의 환경을 구현합니다.

스마트오피스 환경에서 협업과 소통은 기본 업무 영역을 넘어 라운지, 어메니티까지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이뤄집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코아스는
자유로운 이동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갖춘 영상회의 솔루션으로 휴게와 협업이 공존하는 새로운 공간,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인 회의 공간을 구현합니다.

대규모 회의 공간 (Stand Type)

어메니티 공간 (Panel Type)

Ø100 우레탄 캐스터를 사용하여 부드럽고
조용하게 이동이 가능하며, 안전을 위해
스토퍼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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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영상회의 시스템은 손잡이를
적용해 언제든 손쉽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PC 본체를 보관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PC 거치 공간을 제공합니다. (간단히
끼우는 방식의 와이어 가이드를 이용하여
슬림/일반 PC 설치 가능)

TV를 부착 후 안전하고 편리하게 TV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PC 본체를 비롯한 다양한 물품을 수납할
수 있어 높은 사용성을 자랑합니다.

상부 캐노피 측면에 패널을 설치하여
빛 반사에 따른 음영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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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진행되는 공식 회의 외에도 일상 업무 중 다양한 소규모 협업이 이뤄지며, 특히 창의적인 성과를 위한 영상회의 환경에 대한
니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이트보드와 디스플레이 장비를 활용한 편안하고 기능적인 솔루션으로 밀도 있고 즉각적인 중·소규모 회의를 지원합니다.

소규모 회의 공간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좌식 또는 입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소회의공간을 지원합니다.

중 · 소규모 회의 공간 (Table Type) 4~5인

소규모 회의 공간 (Stand Type) 2~3인

1

수납기능을 제공해 회의에 필요한 간단한
물품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 필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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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커버 부분은 자석으로 되어 있어
탈부착이 가능해 언제든 손쉽게 내부에
깔끔하게 배선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TV 거치대는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TV를
탈부착 할 수 있는 걸이형 브라켓을
적용했습니다.

2

3

모든 회의가 영상회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이 편리한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공간에 따라 목적,
상황에 맞는 회의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높이 조절 테이블

높이 조절이 자유로워 좌식에서
입식까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미팅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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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용량방식 멀티 터치 모니터는 판서와 확대, 축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외부의 적외선 및 실내조명의 간섭을 받지 않고 프리젠테이션, 미팅, 상담 시 스마트한 회의 환경을 구현합니다.

Stand Type

Panel Type

*TV / PC 별도 구매

스마트한 영상회의 시스템!

빔 프로젝터를 대신할 수 있는 43/55인치의
선명한 FHD 대형 화면의 터치 스크린은
인사이트 영상회의 시스템과 함께
누구나 쉽게 HDMI, USB 단자에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과 연결해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한 영상회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ISS0901 (43~60인치용)
886 550 1581
*후판 미부착

ISS1201 (43~49인치용)
1252 550 1634

ISS1502 (43~60인치용)
1508 574 1919

단독형 (영상회의용)
IST2001 (2,000테이블)
2000 1200 740

연결형 (영상회의용/스타터, 엔더 조합)
IST3201 (3,200테이블)
3200 1200 740

ISS1501 (50~60인치용)
1502 550 1784

Table Type

ISS1202 (43~49인치용)
1252 545 1380

IST2401 (2,400테이블)
2400 1200 740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 스마트폰
(IOS 기반 태블릿,
스마트폰 사용불가)

White board

높이 조절 원형 테이블 (익스텐션)
SMT0601 Ø600 720~1000
SMT0701 Ø700 720~1000
SMT0901 Ø900 720~1000

높은 고정형 원형 테이블
SMT0602 Ø600 720
SMT0702 Ø700 720
SMT0902 Ø900 733 (익스텐션)

노트북

정전용량식 고감도 대형 터치 스크린은
실제 손으로 써 내려가는 필기감을
제공하며 선명한 FHD 화질의 화면은
회의 시 최고의 몰입감을 선사해 스마트한
영상회의 환경을 구현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을 두 손을 사용해
확대, 축소할 수 있어 강조가 필요한 부분을
크게 확대해 회의 및 프리젠테이션 진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 스마트폰에 HDMI(영상 출력), USB(터치 출력) 단자를
연결해 특별한 영상회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 태블릿, 스마트폰은 멀티 컨버터를 별도 구입해 HDMI, USB 단자에 연결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olors
Melamine
상판/몸통

KM188

• 본체 허용 사이즈
두께 90~220mm, 높이 310~450mm

IST4001 (4,000테이블)
4000 1200 740

힐로 테이블

+ 멀티 컨버터

PC 트레이
AAD0403 110 184 345

상판

상판

KM225

Painting

상판

다리

화이트보드 (스탠드형)
ACA1601 1596 500 1850
ACA1001 1096 500 1850

화이트보드 (벽걸이형)
ACA1501 1501 95 947
ACA1801 1801 95 947

상부 프레임

KM230

KM231

F488P

F489P

F490P

F491P

F492P

F493P

F494P

F495P

F804E

F497P

F799E

F498P

F499P

F500P

F501P

F502P

KC180

KC114

Fabric Partition Screen A
F486P

F487P

F496P

Fabric Partition Screen B
멀티 터치 모니터 43 inch
1260 71.3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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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도 : 1920 1080 (FHD)

멀티 터치 모니터 55 inch
1301 71.3 772

* 해상도 : 1920 1080 (FHD)

F798E

F80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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