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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International은 통역, 번역 Agency로서 관련 학부전공자나 업종경력자 또는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섭외함으로써 원활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합니다. 

• Focus International은 국제회의에 필요한 동시통역시스템 및 회의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 통역사 및 운영자와의 긴밀한 연결구조와 관리를 통해서  

  전체 회의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켜드립니다. 

• Focus International은 소규모 미팅, 세미나, 컨퍼런스, 컨벤션 등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음향, 영상, 사무관련 모든 시스템을 지원하며, One-stop Total Service로  

  시작부터 끝까지 아무런 문제나 잡음없이 성공적인 행사의 진행을 약속합니다. 

• Focus International은 고객 여러분들께 항상 최고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눈앞에 이익보다는 성공적인 국내외 행사의 진행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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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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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시설 운영부 경영관리부 

부산지사 

이사 류리나 이사 김은주 
차장 황지후 
차장 김현우 
팀장 김원용 
과장 김태호 
대리 성재규 
주임 박준호 
사원 김민규 

팀장 한은혜 
팀장 김진영 

부장 하무열 
주임 김동환 

대표이사   류근찬 

통. 번역부 



연혁 

 

1986년     원월드 코리아 창업 (ONE World Korea Co.) 

1990년     포커스 인터내셔널로 개명 

2004년     류근찬 대표 취임 

2007년     BOSCH Sseurity System 렌탈 License 획득 

2012년     포커스 인터내셔날 부산지사 설립 

2013년     TAIDEN 시스템 렌탈 License 국내 유일 획득  

               FM통역시스템 시스템 및 수신기/이어폰 자체제작 시작 

               국내유일 전체통역시스템 디지털로 업그레이드 

               ㈜포커스 인터내셔날 법인전환 

               콘래드호텔 계약업체등록 

               코엑스인터콘티넨탈,그랜드인터콘티넨탈 계약업체등록 

2014년      강원지사 설립(글로벌미디어) 

               음향/조명/영상/0.A솔루션 사업확장/BOSCH 디지털 회의 관리 시스템 도입 

2016년      Total Rental Service 시작 

               (통역/번역/회의용마이크/음향/조명/영상/O.A/무대/가구/비품 등등 

2019년      르메르디앙 서울 호텔, 서울드래곤시티 ,코트야드 메리어트 보타닉파크 호텔 협력업체 등록 

2020년      스트리밍포커스 스튜디오 오픈 

2021년      밀레니엄 힐튼 호텔 협렵업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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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적 (비디오 컨퍼런스) 

   G20 화상정상회의 

   스트롱코리아 

   CJ 비대면품평회 
   주택보증공사 
   EU게이트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Korea IT Consulting 

   Korea Export-Import Bank(Exim Bank) 

   글로벌 코리아 포럼 

   한-세계화상 비즈니스 위크 의장국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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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서울안보대화 

 IVBM 2020 (국제혈관생물학총회) 

 2020 에듀테크 코리아포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국제 심포지엄 

 40차 대한신장학회 

 21세기한중교류협회 

 사노피 

 2020년 K-MOOC 신규강좌 AI온라인 특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전략연구회 세미나   



주요실적 (비디오 컨퍼런스) 

다빈치러닝 혁신성과포럼 스트리밍 플랫폼운영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2021년 한반도 

대학원생을 위한 AI 아카데미 온라인 특강 

GEEF 2021 

2021 평창평화포럼 

SK바이오사이언스 코스피상장 기업 설명회 

겨례말큰사전 심포지엄 

의사협회 사전녹화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지금 후쿠시마는 ? 

GM차세대 신제품 생산을 위한 창원 도장공장 준공식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0주년 국제학술심포지움 

메디칼 코리아 2021 

17th Board of Directors Meeting 

2021 한국해양수산원 한베교육포럼 

20/21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 몽골 지속가능한  철도

분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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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국제학술대회 KSSMN 201 

KOREA DERMA 2021 

제5회 세계항공컨퍼런스 

국회 ESG 포럼 창립기념식 및 토론회 

제6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SK텔레콤 제37기 정기주주총회 

PRCP 2021 Seoul 

K-WATER :중간보고회 

SSIS-KLID 온라인 국제세미나 

2021 ARKO 온라인 공청회 

2021 제 1회 AURI 건축도시포럼 

중국E커머스 시장진출을 위한 쑤닝과 제품컨설팅 

2021 충북 K-한방 정밀의료 국제포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주제 개발_해외자문회의 

New Hope, New Paradigm 

ULI South Korea Annual Conference 

서울-평양 도시연구 포럼 

 



주요실적 (비디오 컨퍼런스) 

부산 국제 트랜스 미디어 포럼 BIT FORUM 2021 

2021 국가폭려과 트라우마 국제회의 

STRONG KOREA Forum 2021 

북한의 도시 만경화 

넷플릭스 무브투헤븐 제작발표회 

P4G 서울 정상회의 

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 투자자 그룹 

Roundtable on open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2021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2021 대구생태교통 국제컨퍼런스 

한국 공법학회 

대한민국 해군 호국음악회 

한-UAE 재생에너지 투자 상담회 

위암환자를 위한 ‘국제위암교육 포럼‘ 

2021 대북협력 국제회의 

대한영상의학회 

제주포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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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가입 30주년 기념포럼 

탄소중립 자전거가 답이다 

대한민국해군 호국음악회 

북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평가와 전망 

ALC 2021(Asian Leadership Conference 

청년과 국축비확산 

21세기 한중 교류협회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연세대학교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국제 협력 

2021년 대학혁신포럼 

The 4th korea-UK ICT Policy Forum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판 뉴딜1주년 세미나 

2021 The2 ROK-IORA Partnership Saminar 

미중 경쟁시대의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기업시민 특별 심포지엄 

제11회 한중일 국립박물관장회의   

코로나시대의 한중일 농업 발전 및 농촌활성화 방안 심포지움      

      



주요실적 (비디오 컨퍼런스) 

2021 제6회 대구 국제폭염대응 포럼 

국민의힘 부산광역시 주요 현안 현장간담회  

2021 KDB 리더십프로그램 

2021 한-아세안 영화 워크숍 

제1회 경북 글로벌 청소년 해양 포럼 

한-중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협력 

행사 참여를 이끄는 이메일 마케팅 활용법 

Fabry CENTER OF EXCELLENCE     

2021 성동구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체험단 소통데이    

제12차 국제산업 위생학회 온라인 학술대회(IOHA2021) 

농업박람회 

2021 정선포럼 

서울시 위안부 포럼 

Discussing Great Transformation in ROK-Japan Relations 

KDB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온라인     

제77차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KCR 2021) 

제15회 국제해양력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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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WW2021 BROADCAST WORLDWIDE 

KSN 2021 

아태교통공무원 온라인연수 

SDD2021 (안보대화) 

헤럴드 기업포럼 2021 

2021 글로벌 ESG 포럼 

2021 온라인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2021 한반도 평화교육 국제포럼    

2021 도시환경협약 여수정상회의  

KIC 2021 

2021 신남방 비즈니스 워크 

2021 아세안 위크 

아세안 청년 커리어 멘토쉽 세미나 

부산국제영화제 

통계청 ILO 국제노동이동통계 워크숍 

시몬느액세서리컬렉션 기업설명회 

2021 사이언스파크 이노페어 (SPIF 2021) 

 



주요실적 (비디오 컨퍼런스) 

K-드론시스템 중간성과발표회 

한-영 자율주행 산업 컨퍼런스 

한중일 경제교육 국제학술대회 

2021 김대중평화회의 

OECD 국제관광포럼 

THE CONNECT 2021 

동아시아의 인구변화와 정책적 대응 

대한마취통증학회 

KOREADERMA 2021 Annual Meeting 

글로벌인재포럼 2021 

대구 글로벌 로봇 비즈니스 포럼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 

제5회 차세대육성대학원생포럼 

제7회 육군력포럼 

2021 여성가족패널조사 학술심포지엄  

2021 서울 빅데이터 포럼 

제2회 유네스코 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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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제개발협력학회 동계학술대회 

2021 대북협력 국제회의 (미국토론회) 

2021 상표·디자인권展 

2021 서울국제발명전시회 

2021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2021년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 

2021년 『미군부대 유관기관 정책토론회 

2021 ASIA PACIFIC Anti-Aging Conference 

2021 글로벌 여성기업 포럼 

2021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2021 EoDB) 

대한흉부종양외과학회 

2021 AURI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2021 해양수산투자박람회 

한중일환경장관회의 

2021 대한민국 MICE 대상 및 컨퍼런스 

지방의회 미래발전과제 정책세미나 

동아시아포럼 



주요실적 (비디오 컨퍼런스) 

제11기 IP Meister Program online 수료 및 시상식 

2021년도 제 2회 한국 지자체 정책 연구세미나 

UN SDGs와 남북 과학기술 협력 전망 국제컨퍼런스 

제8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 

디지털 공공외교 현황 및 향후 한.중.일 도시간의 협력 방안 

역사회혁신 리빙랩 포럼 :리빙랩 성과분석 및 사회적가치 구현 

평화비 건립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울산 글로벌 제조혁신 포럼 

기후변화법제 국제회의 

OPG 장관회의 

2021 KINU-RISS 한러전락대화 

제9회 국제마리나컨퍼런스 

2021년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사업 성과공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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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적 (비디오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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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KUDOS-LG 에너지솔루션 

2021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2년 전망 

Seoul IR Group - Hyundai Engineering 

2021 IPCR 동북아 국제세미나 

2022 푸르덴셜생명 -신년 영업전략회의 

2022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글로벌 코리아 포럼(GKF) 

메드트로닉 멕그라스 웨비나 심포지엄 

KIS Global Investors Virtual Conference 2022 

2022년 유럽연합 산업 주간 한국-유럽연합 백신 협력 강화 

2022년 스마트 건강관리 세미나 

제2회 도르비른 GFC-ASIA 

제1차 Global Lwgal Forum 

메디컬 코리아 2022 

칸딘스키, 말레비치 & 러시아 아방가르드 : 혁명의 예술 VIP 개막 

The 21st Korea-Japan GOM&Joint Symposium on POPs Research 

아산간센터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KSP_콜롬비아_자원순환경제_사전회의 

2022 A Spring Conference 

제9회 REAAA 비즈니스 포럼 

제31차 아시아 태평양 간학회 학술대회 (APASL 2022) 

Korea-EU Digital Partnership Workshop 

대한안과학회 제 127회 학술회의 

WIS 2022 글로벌 ICT 전망 콘퍼런스 

제23회 국제영화제 개막식 

디지털 지방의회의 구축전략과 발전방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집체심사 

BSK Kick Off Meeting 

2022 평창평화포럼 

 



주요실적 (비디오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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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세계산림총회 

제1회 아시아외과대사영양학회 학술대회 및 제35회 대한

외과대사영양학회 학술대회 

대한중환자 의학회 KSCCM ACCC 2022 

2022전주국제영화제 

폐광지역 발전전략과 지역경제활성화 

AVACI 총회 

2022 제5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부의안건 

2022 아트부산 

KIS Global Investors Conference 2022 

2022년 한•독 기술교류 웨비나 및 매칭상담회 

제24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2022KGCCI AUSBILDUNG GRADUATION EVENT 

2022 세계가스총회 (WGC 2022) 

2022 대구국제우호도시포럼 

2022년도 신규과제 제안요청서 사업설명회 

2022년 제1차 전시연계 학술대회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13 / 70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14 / 70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15 / 70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16 / 70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17 / 70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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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역시스템 

 1. 1 BOSCH (적외선) 

 1. 2 TAIDEN (DIGITAL) 

 1. 3 TAIDEN (FM방식) 

       1. 4 가이드 시스템 (FM방식) 

 

2. 통역 / 번역 

3. 마이크 시스템 

4. 영상 회의 음향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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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역시스템  

발언자의 발언(Source language)과 동시에 통역이 진행되므로  

통역사(Interpreter)로부터 통역된 언어(Target language)를 

수신자가 수신단말기(Receiver)로 동시에 청취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Communication을 돕는 전문 시스템을  

동시통역 시스템(Simultaneous Interpretation System)이라고 합니다.  

통역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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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통역부스   
행사장의 성격이나 분위기에 적합할뿐만 아니라,  

방음 및 내부 편리성을 극대화함으로 

통역사의 편의를 도모, 통역의 질을 높인  

다양한 형태(2인용, 3인용)의 국제규격용 부스!! 

1. 통역시스템  27 / 70 



1. 1 BOSCH 

BOSCH (적외선방식) 

탁월한 청취 경험을 위한 첨단 디지털 기술 

보안성이 우수한 적외선 전송 

조명으로 인한 간섭없음 

사용자 친화적인 최대32개 채널 선택 

매력적인 인체공학적 수신기 디자인 

Bosch의 DCN회의 시스템과 원활한 통합 

28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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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통역 채널 적외선 주파수 
부스당 유니트 최대 연결수
량 

7+1 2Mz ~ 6Mz 6대 

Central Controller 

DCN-CCU 

Digital 
Transmitter(8ch) 

INT-TX 

Audio Expander (4ch) 

LBB4402/00 

통역 부스 #1 

DCN-IDESK 

통역 부스 #2 

DCN-IDESK 

통역 부스 #3 

DCN-IDESK 

통역 부스 #7 

DCN-IDESK 

IR Radiator(32W) 

LBB4512/00 

IR Radiator(32W) 

LBB4512/00 

IR Radiator(32W) IR Radiator(32W) 

LBB4512/00 

Max.30 

Audio Expander (4ch) 

LBB4402/00 

동시통역 녹음 #1 ~ #7 채널 

IR receiver 8Ch 

제한 없음 

동시통역 전용 케이블 

시스템 광케이블 

동축 케이블 

오디오 케이블 

Bosch 동시통역 시스템 구성도 

Max.245 

LBB4512/00 

DCN-DCS DCN-DCS 

LBB4512/00 

DCN-DCS DCN-D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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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통역 채널 적외선 주파수 
부스당 유니트 최대 연결수
량 

7+1 2Mz ~ 6Mz 6대 

Central Controller 

DCN-CCU 

Digital 
Transmitter(8ch) 

INT-TX 

Audio Expander (4ch) 

LBB4402/00 

통역 부스 #1 

DCN-IDESK 

통역 부스 #2 

DCN-IDESK 

통역 부스 #3 

DCN-IDESK 

통역 부스 #7 

DCN-IDESK 

IR Radiator(32W) 

LBB4512/00 

IR Radiator(32W) 

LBB4512/00 

IR Radiator(32W) 

LBB4512/00 

IR Radiator(32W) 

LBB4512/00 

Max.30 

Audio Expander (4ch) 

LBB4402/00 

동시통역 녹음 #1 ~ #7 채널 

IR receiver 8Ch 

제한 없음 

동시통역 전용 케이블 

시스템 광케이블 

동축 케이블 

오디오 케이블 

Bosch 동시통역 시스템 구성도 



1. 1 BOSCH 

• 모델명 : LBB4100/00 

• 제품명 : DCN CCU 중앙제어장치  

BOSCH (적외선방식) 

 

가장 효과적인 동시통역 시스템으로서 다양한 성능과 고품질 오디오!! 

 
- 회의용마이크 제어, 동시통역 음성분배, 투표 세션 수행 기능 
  별도의 운영자 없이 수행 가능함 
 
- 최대8개의 채널로 동시통역 가능 
 
- 입력감도, 출력레벨 조정 가능  
 
- 오디오 입력 및 출력소스의 모니터링 가능  
 
- TRANSMITTE 에 연결하여 음성신호를 적외선으로 출력 
 
- 오디오 확장기를 통해 음성 신호 분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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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 LBB4503/08 

• 제품명 : TRANSMITTER  

BOSCH (적외선방식) 

 

가장 효과적인 동시통역 시스템으로서 다양한 성능과 고품질 오디오!! 

 
- 회의시스템에서 아날로그나 디지털 입력신호를 변조하여  
  회의장에 있는 라디에이터로 전송한다 
 
-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채널 품질과 채널의 유연한 설정 
 
- 다른 트랜스미터로부터의 오디오 신호를 받는  
  슬레이브 모드 채용으로 복수 회의장 사용이 가능함 
 
-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모든 채널에 음악을 공급할 수 있는 보조모드 
 
- 19“ RACK 장착용 브라켓, 탈착 가능한 지지대,  
  모듈 추가 장착용 액서서리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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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 LBB4402/00 

• 제품명 : 오디오 확장기  

BOSCH (적외선방식) 

 

가장 효과적인 동시통역 시스템으로서 다양한 성능과 고품질 오디오!! 

 
- 오디오를 입력시키고 각 회의실로 전송 
 
- 플로어 및 통역음성을 입력하여 자유롭게 분배하여 출력 
 
- 입력감도, 출력레벨 조정 가능 
 
- 오디오 입력 및 출력소스의 모니터링 가능 
 
- 녹음이나 중계용, 방송용 등으로 음성을 원활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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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 DCN-IDESK-D 

• 제품명 : INTERPRETER DESK 

- 개인 통역사 기기로서  
  국제 표준규격에 충족하게 설계되어 있음 
 
- 통역에 필요한 여러 제어기능들을  
  명확하고 편리하게 배치하여 실수없이 조작이 가능함 
 
- 기기 작동을 표시하는 별도의 사운드 및 릴레이방식 등과  
  같은 기능으로 시각장애인 통역사를 위한 기능 
 
- 디스플레이를 통한 손쉬운 프로그램 
 
- 통역 언어 연결을 위한 5개의 사전 선택키,  
  디스플레이에  작동 표시 됨 
 
- 적색 및 녹색으로 발광되는 마이크 조작 버튼 
 
 
  

가장 효과적인 동시통역 시스템으로서 다양한 성능과 고품질 오디오!! 

BOSCH (적외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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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 LBB 4512/00 

• 제품명 : RADIATOR 

 

가장 효과적인 동시통역 시스템으로서 다양한 성능과 고품질 오디오!! 

- 적외선 신호를 회의장에 분배해서 회의자들이  
  리시버를 통하여 회의 내용을 청취하도록 도와준다 
 
- 라디에이터와 트랜스미터간 통신으로  
  운영자가 쉽게 확인 가능 
 
- 설치를 간편하게 하는 자동 케이블 종지 
   (AUTO MATIC CABLE TERMINAL) 
 
- 최대의 방사영역을 잡을 수 있도록  
  조정 가능한 라디에이터 각도 
 
- 팬이 없어 작동 소음이 거의 없음 
 
- 매력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BOSCH (적외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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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 LBB 4540/08 

• 제품명 : RECEIVER (수신기) 

 

 

가장 효과적인 동시통역 시스템으로서 다양한 성능과 고품질 오디오!! 

-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최신 전자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 언어와 음악 분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비임 
 
- 일반 알카라인 배터리로 최대 200시간,  
  배터리팩으로 최대 75시간 작동 
 
- 방전 상태에서 충전시간이 1시간 45분 
 
- 사용 가능한 채널의 수는  
  시스템에서 사용중인 채널과 항상 동일 
 

- 매력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BOSCH (적외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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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TAIDEN 

TAIDEN (DIGITAL) 

최고의 품질과 높은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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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DEN 동시통역 시스템 구성도 

S-UTP (전용 케이
블) 

Audio 
Cable 

S-UTP S-UTP S-UTP 

HCS-
4385U2 

HCS-
4385U2 

HCS-
4385U2 

BOOTH #1 BOOTH #2 BOOTH #3 BOOTH #4 

Digital IR Transmitter 

Digital IR 
Radiator(35W) 

16ch Digital IR 
Receiver 

2M - 8Mhz 

Audio Signal 

7
5
o
h
m

 

7
5
o
h
m

 

7
5
o
h
m

 

동축 케이
블 

S
-U

T
P
 

HCS-
4385U2 

동시통역 녹음 #1 ~ #7 채널 

최대 통역 채널 적외선 주파수 
부스당 유니트 최대 연결수
량 

7+1 2Mz ~ 8Mz 6대 



• 모델명 : HCS-5100MA/08N 

• 제품명 : DIGITAL TRANSMITTER 

TAIDEN (DIGITAL) 

- 최대 64채널 동시통역 지원 
 

- 회의장비 미사용시 별도의 제어 장비 없이              

  단독으로 사용 가능 

 
- 라디에이터 최대 30개 설치 가능 
 
- 룸 커플링 기능 지원 
 
- IEC61603-7 적외선 규격 준수 
 

- IEC60914 회의 규격 준수 

1. 2 TAIDEN 39 / 70 

 

최고 품질과 높은 성능을 지닌 세계 최고의 회의솔루션!!  



• 모델명 : HCS-4385U/50 

• 제품명 : 64CH INTERPRETER DESK 

TAIDEN (DIGITAL) 

- 최대 64채널 동시통역 지원  
 
- 라우드 스피커 내장 
 
- 높은 발언 명료도 
 
- 시각 장애인을 위한 Beep 기능 
 
- 3개의 OUT채널(A/B/C) 
 
- 오토릴레이 기능 지원 
 

- IC 카드 입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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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품질과 높은 성능을 지닌 세계 최고의 회의솔루션!!  



• 모델명 : HCS-5100T/35B 

• 제품명 : 35W DIGITAL RADIATOR 

TAIDEN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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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품질과 높은 성능을 지닌 세계 최고의 회의솔루션!!  

- 최대 32채널 통역 언어 전송 
 
-적외선 신호를 회의장에 분배해서 회의자들이  
  리시버를 통하여 회의 내용을 청취하도록 도와준다 
 
- 라디에이터와 트랜스미터간 통신으로  
  운영자가 쉽게 확인 가능 
 
- 설치를 간편하게 하는 자동 케이블 종지 
   (AUTO MATIC CABLE TERMINAL) 
 
- 최대의 방사영역을 잡을 수 있도록  
  조정 가능한 라디에이터 각도 
 
- 팬이 없어 작동 소음이 거의 없음 
 
- 매력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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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 HCS-5100RA/16 

• 제품명 : 16CH IR Receiver 

TAIDEN (DIGITAL) 

1. 2 TAIDEN 42 / 70 

 

최고 품질과 높은 성능을 지닌 세계 최고의 회의솔루션!!  

- 최대 16채널 통역 언어 수신 
 
- 넓은 적외선 수시각 
 
- 채널 상태에 대한 약어 표시 
 
- 적외선 수신 상태에 대한 수신 감도 표시 
 
- AA 건전지 사용시 100시간 운영 
 
- 이어폰 소켓 해제시 자동으로 전원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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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FM 통역 채널  회의실 추천 채널 시스템 방식 주파수 대역  시스템 적용 

10채널 8채널 Digital+FM 71Mhz ~ 79Mhz  모든행사에 적합함 

동시통역 전용 케이블 FM 동축 케이블 

FM 동시통역 시스템 구성도 

FM Transmitter (2ch) 

FM Transmitter (2ch) 

FM Transmitter (2ch) 

FM Transmitter (2ch) 

TRANSMITTER COMBINE
R 

FM 안테나 

FM 수신기 

Digital Transmitter(8CH) 

HCS-5100MA/08N 

Booth #1 
HCS-4385U2 

Booth #7 
HCS-4385U2 

오디오 케이블 



• 모델명 : FM TX 70M 

• 제품명 : TRANSMITTER  

FOCUS (FM방식) 

 

최신 기술적용으로 가장 진보한 형태의 FM방식 TRANSMITTER!!  

- 통역사의 언어음성을 입력받아 
  참석자의 각 수신기로 전송하는 송신장치 
 

- 주파수 대역 : 71.3M~78.9M 

 
- 최대 8채널 동시통역 지원 
 
- 두 개의 입력단자(A,B채널)를 통해 
  동시에 2가지 통역음성을 전송 가능 
 
- 전면부의 버튼으로 현장에 따른 상태변경용이 
 

- 입력 GAIN 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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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 FM CA 70M 

• 제품명 : TRANSMITTER COMBINER  

FOCUS (FM방식) 

 

최신 기술적용으로 가장 진보한 형태의 FM방식 TRANSMITTER!!  

- TRANSMITTER의 언어음성을 입력 및 조합하여       
  참석자의 각 수신기로 전송하는 송신장치 
    

- PORT1~4를 통해 4대의 TRANSMITTER를 연결 

  8채널(8개의 언어)까지 송신 가능 

 
- 행사장의 환경에 따라 AMP기능으로  
  출력Level을 결정하여 최상의 음질을 확보  
 
- 전면부의 버튼으로 현장에 따른 상태변경용이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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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 FICS-R01 

• 제품명 : RECEIVER (수신기) 

FOCUS (FM방식) 

-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최신 전자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 언어와 음악 분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비임 
 
- 주파수 대역폭 : 71.3~78.9Mhz 
 
- 언어와 음악 분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비임 
 
- 사용 가능한 채널의 수는  
  시스템에서 사용중인 채널과 항상 동일 
  (최대 10채널까지 지원가능) 
 

- 매력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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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품질과 높은 성능을 지닌 세계 최고의 회의솔루션!!  



• 모델명 : FICS-E01 

• 제품명 : 이어폰  

이어폰 

 

편안한 착용과 청취로 행사에 온전히 집중 가능!! 

- 통역수신기에 연결하여 통역음을 청취 
 

- 모든 목적에 적합한 최고의 스타일 
 
- 탁월한 음질을 보장 
 
- 이어폰의 회전이 가능함으로 착용이 편리하며, 
  착용자의 체격에 관계없이 본인이 밀착 정도를       
  결정함으로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형태 
 
- 착용 후 이동시에도 불편하지 않은 설계 
 
- 매력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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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가이드시스템 

• 모델명 : REMOS 900 

• 제품명 : 가이드 송/수신기 

가이드 시스템 (FM방식) 

- 2013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주파수 정책에  
  부합된 900MHz대역 신제품 
  
- DCS(Digital Code Squelch) Tone 방식을 사용 
  더욱 혼선없이 깨끗한 음색 
 
- 현재의 작동상황을 정확히 알수 있는  
  LCD디스플레이 
 
- 송수신 거리가 국내 최대인 약200M 
 

- 리튬폴리머 배터리 사용하여 급속 충전으로 
  장시간 사용이 가능 (완충시 20시간 사용가능) 

 

혼선없이 최대200m, 20시간까지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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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역시스템 

2. 통역 / 번역 

 2. 1 통역 

 2. 2 번역 

 2. 3 PCO와 업무제휴 

 

3. 마이크 시스템 

4. 영상 회의 음향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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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역 / 번역 

통역 / 번역 

   대규모 국제회의는 물론 교육 및 소규모 회의 등  
   다양한 성격의 회의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및 기관, 대기업,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전문분야의 통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제회의의 운영 인력이 되어        
   성공적이고 체계적인 회의준비와 개최에 이바지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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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통역 

통역 

통역 서비스 전후하여 영업기밀누설금지 (Confidentiality) 계약 체결 및 고객 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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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통역 (Simultaneous interpretation) 

국제세미나 및 국제 심포지엄과 같은 행사를 치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통역입니다. 
통역부스 안에 동시통역사(국제 회의사) 2-3인이 한 팀이 되어 발표자의 발언에 신속하게  
통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제회의 시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시통역은 보통 2인 1조로 들어가게 되어있으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고객은 세미나시작 
최소 4-5일전에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신다면 양질의 통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순차통역 (Consecutive interpretation) 

발표자가 어느 정도 문장을 말하고 난 후 note taking 한 자료를 토대로 통역하는 방법입니다.  
 
통역시간 때문에 회의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기는 하나 내용의 전달과 확인이 가능하므로  
강연회, 기자회견, 공식회담, 짧은 비즈니스 미팅, 어휘의 의미까지 확인해야 하는 법률적 내용의 
협의, 거래의 협상 등에서 적합한 통역입니다.  
 
이 경우에도 의뢰인은 양질의 통역 결과를 위해 통역 하루전이나 몇 시간 전에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인지에 관한 자료를 통역사에게 전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1 통역 52 / 70 



위스퍼링 통역 (Whispering interpretation) 

소수의 청중을 위해서 통역사가 동시에 통역 내용을 속삭여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보다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통역 방식입니다. 
 
통역을 필요로 하는 청중의 숫자가 많지 않을 때 세미나, 워크샵, 포럼 등에서 쓰입니다. 
 
단, 통역을 듣다가 회의의 흐름을 놓치는 단점이 있어서  
회의를 이끄는 사회자가 위스퍼링 통역에 의존하면 회의 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행통역 (Business interpretation) 

고객이나 고객이 지정한 특정인물을 수행하면서 통역과 간단한 번역 서비스를 해 줄 뿐 아니라 
가이드 역할 및 비서 역할까지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단순한 통역 작업이 아니므로 장소와 때에 따른 매너를 갖춘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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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번역 

번역 

번역 서비스 전후하여 영업기밀누설금지 (Non-disclosure) 계약 체결 및 고객 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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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2. 2 번역 55 / 70 



2. 3 PCO와 업무제휴 

PCO와 업무제휴 

포커스는 마켓을 주도하는 리더격 국제회의 기획사 및 컨벤션 전문업체(PCO)와도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어, 제휴 업체로부터 국제 행사 기획에서부터 홍보, 운영, 관리, 의전 등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포커스는 본래의 임무인 통역과 동시통역 장비 및 외국어 전문가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며, 전문통역사 외에도 행사 관련 무료 통번역 자원봉사자를 섭외해  

드립니다.  행사에 꼭 필요한 국제회의 기획사와 통역 서비스 업체간의 유기적 협조야말로 비

용을 최소화하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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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역시스템 

2. 통역 / 번역 

3. 마이크 시스템 

 

 

 

4. 영상 회의 음향 솔루션 

       3. 1 디지털 델리마이크 

 3. 2 아날로그 델리마이크 

 3. 2. 1 자동제어 시스템 

       3. 2. 2 전자투표 시스템 

3. 3     발언자 추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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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가 발언을할때  자기자신은 물론 다른 발언권이 있는 수많은 발언자 

역시도 편하게 사용할수있는 전문 Mic System 입니다. 

개인이 쉽게 터치해서 On/Off 기능은 물론 Software를 이용해서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이제는 쉽게 수백대의 Mic를 제어할수도 있게 됐습니다. 

또한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개발과 차세대 제품이 나오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회의를 진행할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회의용 마이크 (Delegation M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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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Controller 
Power Supply 

Control Software 

Power Supply 

x16 x16 x16 x16 x16 

DCN-CCU2 

DCN-EPS DCN-EPS 

최대 연결 수량 마이크 기능 EPS 마이크 연결 수량 소프트웨어 기능 

245 Open, Override , Voice Each 포트 16개(2port) 마이크 제어 및 볼륨조정 

회의 전용 케이블 

네트워크 케이블 

Bosch 회의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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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Controller 
Power Supply 

Control Software 

Power Supply 

x16 x16 x16 x16 x16 

DCN-CCU2 

DCN-EPS DCN-EPS 

최대 연결 수량 마이크 기능 EPS 마이크 연결 수량 소프트웨어 기능 

245 Open, Override , Voice Each 포트 16개(2port) 마이크 제어 및 볼륨조정 

회의 전용 케이블 

네트워크 케이블 

Bosch 회의 시스템 구성도 



 

• 제품명 : DCN-DCS   

디지털 델리마이크 

 

국내외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BOSCH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 매력적인 디자인의 초소형 회의장치 
 
- 내 강형 라우드 스피커 및 플러그인 가능 마이크 
 
- 휴대전화 간섭에 대한 취약성 감소 
 
- 마이크 버튼 위의 삼색표시등 
  적색 : 마이크ON, 녹색 : 발언요청, 노란색 : VIP표시 
 
- 번호 및 단축채널 명이 있는 채널 선택기 
 
- 32채널 동시통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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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 LBB4144/00 

• 제품명 : DCN-CON   

디지털 델리마이크 

 

국내외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BOSCH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 매력적인 디자인의 초소형 회의장치 
 
- 접이식의 내장형 평판 라우드 스피커 
  피드백을 최소화하면서 우수한 음향 제공 
 
- 휴대전화 간섭에 대한 취약성 감소 
 
- 마이크 버튼 위의 삼색표시등 
  적색 : 마이크ON, 녹색 : 발언요청, 노란색 : VIP표시 
 
- 투표기능(5개의 투표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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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 LBB4147/00 

• 제품명 : DCN-CONCM  

디지털 델리마이크 

 

국내외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BOSCH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 참석자의 마이크를 OFF하거나 MUTE하여 회의를 통제 
  의장용 전용기능을 지원하는  Chairman 회의 마이크 
 
- 매력적인 디자인의 초소형 회의장치 
 
- 접이식의 내장형 평판 라우드 스피커 
  피드백을 최소화하면서 우수한 음향 제공 
 
- 휴대전화 간섭에 대한 취약성 감소 
 
- 마이크 버튼 위의 삼색표시등 
  적색 : 마이크ON, 녹색 : 발언요청, 노란색 : VIP표시 
 
- 투표기능(5개의 투표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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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 DCN CCU2 

• 제품명 : 중앙제어장치  

 
- 회의용마이크 제어, 동시통역 음성 분배, 투표 세션 수행 기
능 
  별도의 운영자 없이 수행 가능함 
 
- PC와 함께 사용하여 회의 제어 가능 
  (PC에 오류 발생시 독 립 형 작동 모드로 전환되어  
  회의는 계속 진행 가능) 
 
- 한 대당 최대 245대의 회의 및 투표 장치 제어 
  최대 30대의 CCU및 4000대 마이크 제어 
 
- 오픈 마이크 수 : 1~25대 
 
- 오디오 입력 및 출력 소스의 모니터링 가능 

3. 2 디지털 델리마이크 

디지털 회의용 마이크 주제어 장비 

 

국내외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BOSCH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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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 DCN-EPS 

• 제품명 : 마이크 전원 확장 장치 

 
- 3개의 확장포트(채널당 85W 출력) 
 
- 한 대당 최대 245대의 회의 및 투표장치 제어 
 
- 오픈 마이크 수 : 1~4대 
 
- 포트당 마이크 16개 연결 가능(거리에 따른 반비례) 
 
 

3. 2 디지털 델리마이크 

디지털 회의용 마이크 전원 공급장치  

 

국내외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BOSCH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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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Central 
Controller 

HCS-4100MB 

Power Supply 

HCS-8300ME 

동시통역 전용 케이블 

시스템 네트워크 케이블 

네트워크 케이블 

TAIDEN 회의시스템 구성도 

Slave Central Controller 

HCS-4100MB 

Power Supply 

HCS-8300MES 

Power Supply 

HCS-8300MES 

Power Supply 

HCS-8300MES 

포트당 14개 x 3 

포트당 14개 x 3 

포트당 14개 x 3 

Delegate Unit 

HCS-4338DS 

Delegate Unit 

HCS-4338DS 

Delegate Unit 

HCS-4338DS 

Delegate Unit 

HCS-4338DS 

Delegate Unit 

HCS-4338DS 

Delegate Unit 

HCS-4338DS 

Control Software 

최대 연결 수량 마이크 기능 EPS 마이크 연결 수량 시스템 백업 

4096 Open, Override , Voice Each 포트 14개(3port) 메인 장비 이중화 



• 모델명 :  HCS-4338CS 

• 제품명 :  DELEGATE UNIT 

디지털 델리마이크 

- 컴팩트 디자인 
 
- 최대 64채널 유선 동시통역 수신 가능 
 
- 휴대전화 간섭에 대한 취약성 감소 
 
- 마이크 버튼 위의 삼색표시등 
  적색 : 마이크ON, 녹색 : 발언요청, 주황색 : VIP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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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 HCS-4100MB 

• 제품명 : 회의용 메인 장비 

 
- 회의용마이크 제어, 동시통역 음성분배 기능별도의 운영자 
  없이 수행 가능함 
 
- PC와 함께 사용하여 회의 제어 가능 
   
- 한 대당 최대 4096대의 제어 
 
- 오픈 마이크 수 : 1~4대 
 
- 오디오 입력 및 출력소스의 모니터링 가능 
 
- 최대 유선 64채널 동시통역 지원 
 
- 메인 장비 이중화 지원으로 1대의 장비 다운 시 자동으로  
  예비 장비로 절체 
 

3. 2 디지털 델리마이크 

디지털 회의용 마이크 제어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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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 HCS-8300ME 

• 제품명 : 마이크 전원 확장 장치 

 
- 4개의 확장포트(채널당 60W 출력) 
 
- 확장 하여 최대 4096대 까지 회의용 마이크 연결  
 
- 오픈 마이크 수 : 1~4대 
 
- 포트당 마이크 18개 연결 가능(거리에 따른 반비례) 
 
- 메인 장비 이중화 사용 가능 
 
 
 

3. 2 디지털 델리마이크 

디지털 회의용 마이크 전원 공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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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 HCS-8300MES 

• 제품명 : 마이크 전원 확장 장치(TABLE) 

 
- 3개의 확장포트(채널당 50W 출력) 
 
- 확장 하여 최대 4096대 까지 회의용 마이크 연결  
 
- 오픈 마이크 수 : 1~4대 
 
- 포트당 마이크 16개 연결 가능(거리에 따른 반비례) 
 
- 링크 입 출력 
 
 
 

3. 2 디지털 델리마이크 

디지털 회의용 마이크 전원 공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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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 HCS-4112M/29 

• 제품명 : 마이크 오디오 분배기 

 
- 라우팅 : 1x29 방송 품질 오디오 분배기 
 
- 오디오 인터페이스 : 3 코어 XLR 밸런스 

 
- 1 개의 입력 채널, 29개의 조정 가능한 게인 출력 채널 

 
- 오디오 모니터링 시설 

 
- 내장 된 독립 접지 절연 세트 (29 개의 절연 변압기 채택)가          
있는 각 출력은 입력 및 출력 신호 간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됩니다. 

 
- 29개의 확장포트(채널당 50W 출력) 
 
 
 
 

3. 2 디지털 델리마이크 

디지털 회의용 오디오 분배기  

71 / 70 



72 

최대 연결 수량 마이크 모드 포트당 연결 수량 

40대 Open, Override(1개) 20대(채널당) 

동시통역 전용 케이블 

시스템 연결 케이블 

Central Controller 

CCS-CU 

Delegate Unit 

LBB3330/50 

Delegate Unit 

LBB3330/50 

Delegate Unit 

LBB3330/50 

Delegate Unit 

LBB3330/50 

Delegate Unit 

LBB3330/50 

Chairman Unit 

LBB3331/50 

Max.20 

Max.20 

Bosch 아날로그 회의 시스템 구성도 



• 모델명 : LBB3330/50 

• 제품명 : CCS 800 마이크 

아날로그 델리마이크 

 

국내외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BOSCH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 콤팩트하고 미려한 디자인 
  유연성 있는 지지대와 LIGHT RING  
 

- 오픈모드 :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마이크를  
                 1~4개까지 설정가능 
 
- 자동끄기가 있는 오픈모드 : 
      오픈모드와 동일하나, 참석자가 30초간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으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 
 
- 오버라이드 모드 : 참석자가 자신의 마이크를 활성화함으로 
      다른 참석자의 마이크 발언권을 가져오는 기능(뺏어오기) 
 
- 의장 전용 모드 : 의장만 발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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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 LBB3331/50 

• 제품명 : CCS 800 Chairman 마이크 

아날로그 델리마이크 

 

국내외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BOSCH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 참석자의 마이크를 OFF하거나 MUTE하여 회의를 통제 
 

- 오픈모드 :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마이크를  
                 1~4개까지 설정가능 
 
- 자동끄기가 있는 오픈모드 : 
      오픈모드와 동일하나, 참석자가 30초간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으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 
 
- 오버라이드 모드 : 참석자가 자신의 마이크를 활성화함으로 
      다른 참석자의 마이크 발언권을 가져오는 기능(뺏어오기) 
 
- 의장 전용 모드 : 의장만 발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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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아날로그 델리마이크 

• 모델명 : CCS-CU 

• 제품명 : CCS 800 제어장치 

아날로그 델리마이크 

 

국내외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BOSCH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 시스템 내 모든 마이크에 전원공급 및 제어가능 
 
- 디지털 음향 피드백 억제기능으로 
  음성을 보다 명료하게 전달 가능 
 
- 운영자없이 독립형으로 작동 가능 
 
- 한 대의 CU로 최대50대의 마이크 제어가능 
 
- 내장형 모니터 라우드스피커 및 헤드폰 소켓을 이용하여 
  회의를 모니터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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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 CCS-CURD 

• 제품명 : CCS 800 제어장치 

아날로그 델리마이크 

 

국내외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BOSCH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 시스템 내 모든 마이크에 전원공급 및 제어가능 
 
- 디지털 음향 피드백 억제기능으로 
  음성을 보다 명료하게 전달 가능 
 
- 운영자없이 독립형으로 작동 가능 
 
- 한 대의 CU로 최대50대의 마이크 제어가능 
 
- 내장형 모니터 라우드스피커 및 헤드폰 소켓을 이용하여 
  회의를 모니터링 가능  
 
- 회의내용을 SD카드에 디지털로 레코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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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1 자동제어  

자동제어 시스템 

 

신뢰성, 유연성 및 제어력을 보장해주는 디지털 회의 관리 시스템!! 

- 완전한 회의 제어 
 
- 마이크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회의실 전체보기 기능 
 
- 모든 주요 기능을 그래픽으로 표현해주는 리본       
  기술을 통해 매우 직관적인 사용 환경을 구현 
 
- 시놉틱 마이크 제어, 개별 마이크 감도 제어 
 
- 구성 애플리케이션으로 즉시 이동하여  
  사전 구성을 조정할 수 있는 빠른 링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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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어 시스템 (TAIDEN) 



자동제어 시스템 (TAIDEN) 



3. 2. 3 회의운영 소프트웨어 

회의 운영 시스템 

이 프로그램은 TAIDEN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을 동

작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운영자에 의한 손쉬운 발언자 등록 및 마이크 위치 

설정, 마이크 발언권 부여, 음성 녹음등 다양한 기

능을 지원 합니다. 또한 회의중 정회 후 재 회의 진

행시 이전에 동작 상태에 대하여 저장 기능을 내장 

하고 있어 회의 진행에 편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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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GnMLUyYHRAhXJgbwKHT5lCs8QjRwIBw&url=http://www.egoodfocus.com/goods/view.asp?idx=74&category=4&search_type=0&search_word=&page_size=20&page=1&bvm=bv.142059868,d.dGc&psig=AFQjCNHf8XMQkVnB9YctSDXVHr0f_x-JnQ&ust=1482282188619700


3. 2. 2 전자투표 시스템  

전자투표 시스템 

이 프로그램은 의회식 투표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스템 운영자는 투표할 대표자를 소집하는 것은 

물론 투표 세션을 시갖하고 중지할 수 있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는 자동으로 인쇄되거나 파일로  

내보내집니다.  또한 실시간 투표 정보를 전송하여 

Microsoft Power Point로 표시하도록 소프트웨어

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신뢰성, 유연성 및 제어력을 보장해주는 디지털 회의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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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Multimedi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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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사양 

HCS-833ADE(-NP) 

 10”터치 스크린 1280*800 해상도 

 Micro office Read 기능 지원 

 GMC-STREAM 기술 적용 

 카메라 5백만 화소 

 높은 발언 명료도 

 외부 인터넷 연결시 인터넷 사용 가능 

 멀티 비디오 입력 가능 10채널 

의원용 회의 장비 

Delegate Unit 

TAIDEN 

 Frequency Response   : 30Hz to 20kHz (-3dB) 

 Polar Pattern                      : Uni-directional 

 Operating voltage             : 5VDC 

 Sensitivity                           : -46dBA at 680 Ohm 

 Directivity 0˚/180 ˚          : >20 dB 

 Equivalent noise                : 20 dBA 

 Max. Sound Pressure level  : 125 dB 

 Dimensions(h x w x d)         : 155 x 361 x 122 mm 

 Weight                               : 2.8kg 



HD CAMERA 

• 이미지 센서     : 1/2.8” MP CMOS 
• 출력 해상도     : 1080P 60/50 fps, 1080i 60/50 fps , 1080p 30/25 fps, 720p 60/50fps 
• 광학 줌           : 20x 
• 디지털 줌        : 12x 
• 프리셋 개수     : 128 
• Video 출력      : DVI , 3G-SDI , Component 
• 신호 대 잡음비 : > 50dB 

Camera Controller 

• 컴팩트한 디자인 
•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팬/틸트/줌, 포커스 제어 가능 
• 카메라 설정을 위한 OLED 디스플레이 
• RS-232C/RS-422 통신 인터페이스 
• 멀티 레벨 보호 회로를 적용하여 조작과 설정시 , 오동작 방지 
• 자동 백라이트 키 지원 

제어 Controller 

• 제어 입력 : TCP/IP x 1, RS-232 x 2 , RS-422(VISCA) x 1  
• 제어 출력 : RS-232 x 4 , Relay x 12 
• 6개의 RS-232 포트를 제공하여 카메라, 매트릭스, 프로젝터, 코덱 등 외부 장비를 제어 
• 12개의 Relay 포트를 사용하여 스크린 또는 전동 장비를 접점 방식으로 제어 
• 상태 점검을 위한 전면 LED 버튼 내장 
• Server 기능 및 Client 기능을 지원하며 총4개의 포트를 사용 가능  



Video Selector 

• HD SDI, DIGITAL 신호 입력 
• Full HD : 1.5G, 3G 입력 해상도 지원 
• 다양한 영상 출력 : HD-SDI, HDMI, VGA, CVBS 
• 출력 해상도 : HD-SDI (1920x1080(25p,50p,60p,50i,60i,59.94i) 

                  HDMI (1920x1080(25p,50p,60p,50i,60i,59.94i) 
• 시스템 입력 : HD-SDI x 4, HDMI x 4 

 

Mic Controller 

• 최대 4000대 연결 가능 
• 외부 제어를 위한 UDP 통신 방식 
• 마이크 개별 감도 조절 가능 
• 오픈 마이크 수량 제어 가능 1~25대 
• PC와 함께 사용하여 제어 가능 
• PC에 오류 발생시 독립 형 작동 모드로 전환되어 회의는 계속 진행 가능 
 
 

Conference Microphone 

• 마이크 사용시 3색표시등(적색 마이크ON,녹색 발언 요청,노란색 VIP표시) 
• 개별 마이크 볼륨 조절 
• 발언시 마이크 램프 점등 
• 6Pin 회의 연결 케이블 내장 
• 다양한 마이크 stem ( 31,48cm) 
• 32채널 동시통역 채널지원 



Video Selector 

• HD SDI, DIGITAL 신호 입력 
• Full HD : 1.5G, 3G 입력 해상도 지원 
• 다양한 영상 출력 : HD-SDI, HDMI, VGA, CVBS 
• 출력 해상도 : HD-SDI (1920x1080(25p,50p,60p,50i,60i,59.94i) 

                  HDMI (1920x1080(25p,50p,60p,50i,60i,59.94i) 
• 시스템 입력 : HD-SDI x 4, HDMI x 4 

 

Mic Controller 

• 최대 4096대 연결 가능 
• 외부 제어를 위한 UDP 통신 방식 
• Closed Loop – Daisy Chain 연결 방식 적용 
• 시스템 이중화 가능 
• 마이크 개별 감도 조절 
• EQ 디스플레이 
• 펌웨어 업로드 및 셋팅 값 다운을 위한 USB 포트 내장 

Conference Microphone 

• TOUCH 방식 마이크 버튼 
• 개별 마이크 볼륨 조절 
• 발언시 마이크 램프 점등 
• 6Pin 회의 연결 케이블 내장 
• 다양한 마이크 stem ( 21,33,41,47cm) 



HD Camera #1 HD Camera #2 

HD Matrix 

영상 절체시 1~2s 딜레이 발생 
Blue Screen or No Signal 발언자 NEXT 발언자 

HD Camera #1 HD Camera #2 

딜레이 타임 없이 영상 절체 발언자 NEXT 발언자 

VIDEO SELECTOR 

제안 솔루션 



1. 통역장비 

2. 통역 / 번역 

3. 마이크 시스템 

4. 영상 회의 음향 솔루션 

 

 

 

 

 

 

       4. 1 영상 솔루션 

 4. 2 회의 솔루션 

 4. 3 음향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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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or 

화면밝기 : 16,000 ANSI 
해상도 : XGA(1024X768) 
화면크기 : 40 ~ 600 인치  
램프 : 380 W x 4 
소비 전력 : 1,850W(대기시 18W)  
크기(폭 x 높이 x 길이) : 650 x 349 x 815 mm  
무게 : 46.5kg 

4. 1 영상 솔루션 

• 모델명 : PT-DZ21K2K 

• 모델명 : PT-EX16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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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밝기 : 20,000 ANSI 
해상도 : WUXGA(1920X1200) 
화면크기 : 70 ~ 600 인치  
램프 : 465 W UHM lamp x 4 
소비 전력 : 2300W(대기시 30W)  
크기(폭 x 높이 x 길이) : 620 x 291 x 800 mm  
무게 : 43Kg 



Projector 

4. 1 영상 솔루션 

• 모델명 : PT-EX12KE 

• 모델명 : NP-PA723U 

화면밝기 : 13.000 ANSI 
해상도 : XGA(1024X768) 
화면크기 : 40 ~ 600 인치  
램프 : 380W X 2   
소비 전력 : 940W(대기시17W)  
크기(폭 x 높이 x 길이) : 538.5 x 268 x 757 mm  
무게 : 28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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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밝기 : 7,200 ANSI 
해상도 : WXGA(1024X768) 
화면크기  : 40~500 인치 
램프 : 400W AC  
소비 전력 : 500W (대기시0.24W) 
크기(폭 x 높이 x 길이) : 499 x 164 x 406 mm 
무게 : 10.2kg 



스크린 

투사방식 : FRONT  
 

80인치    (1800mm × 1800mm) 
100인치  (2100mm × 1800mm) 
120인치  (2400mm × 1800mm) 

• 모델명 : 이동형 스크린  • 모델명 : 조립식 스크린 (DA-LITE) 

4. 1 영상 솔루션 

150인치 (3048mm × 2286mm) 
200인치 (4046mm × 3048mm) 
250인치 (5080mm × 3810mm) 
300인치 (6096mm × 4572mm) 
 
 

투사방식 : FRONT / REAR 

4:3 16:9 

120인치 (2655mm × 1494mm) 
180인치 (3982mm × 2240mm) 
200인치 (4046mm × 3048mm) 
250인치 (5531mm × 3112mm) 
 



스위쳐 

• 10개 입력플러그 (2 x DVI-D, 유니버셜 
아날로그 입력 6, SD/HD-SDI 입력 2) 
• SDTV, EDTV, HDTV & 컴퓨터포맷 최대 
2K 
• 풀 디지털 입/출력 프로세싱 
• 출력 2포트 (프로그램 및 프리뷰) 
• HDTV & 컴퓨터 포맷 최대 2K 출력 
• RGBHV & DVI • 모델명 : PULSE PLS200 (Analog Way) 

• 14개 입력플러그 (4 x DVI-D, 4 x HDMI, 
4 x 유니버셜 아날로그 & 2 x 3G/HD/SD-
SDI) 
• 최대 2K 컴퓨터포맷 출력 
• 출력 2포트 (프로그램 및 프리뷰) 
• 출력별 8개 메모리 프리셋  
• 8개 풀프레임, 8 로고 메모리 & 1 애니
메이션 로고 

• 모델명 : PULSE2 PLS350 (Analog Way) 

4. 1 영상 솔루션 



스위쳐 운영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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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해상도 : 1920 * 1080(FULL HD) 
사이즈 : 799 * 521 * 30mm /10kg (32인치) 
           996 * 630 * 30mm /15kg (40인치) 
          1322 * 794 * 30mm /29kg (55인치) 
  

해상도 : 1920 * 1080(FULL HD) 
사이즈 : 798 * 531 * 85mm /13kg (32인치) 
           998 * 621 * 78mm /18kg (40인치) 
          1258 * 798 * 80mm /25kg (52인치) 

• 모델명 : LED TV (삼성전자)  • 모델명 : LCD TV (삼성전자) 

4. 1 영상 솔루션 96 / 70 



모니터 

화면형태 : LCD 
화면크기 : 17인치 
화면비율 : 4 : 3(일반) 
해상도    : 1280 * 1024 
밝기       : 300cd 
명암비    : 700 : 1 
응답속도 : 5ms 
입력단자 : D-SUB, DVI 
 • 모델명 : SAMSUNG CX743B 

• 모델명 : SAMSUNG 2494HM 

화면형태 : LCD 
화면크기 : 24인치 
화면비율 : 16 : 9(와이드) 
해상도    : 1920 * 1080 
밝기       : 300cd 
명암비    : 1000 : 1 
응답속도 : 5ms 
입력단자 : D-SUB, DVI-D, HDMI 

 

4. 2 회의 솔루션 



힌지 모니터 

제조사    : ㈜은진디스플레이 
화면형태 : LCD 
화면크기 : 15/17인치 
화면비율 : 4 : 3 
해상도    : 1280 * 1024 
밝기       : 300cd 
명암비    : 1000 : 1 
주사율    : 60Hz 
응답속도 : 5ms 
입력단자 : D-SUB, DVI 
 

• 모델명 : EJP-ED150C(B) 

• 모델명 : EJP-ED170C(B) 

4. 2 회의 솔루션 



타이머 / KVM 

콘솔과 포디엄에 무선 또는 유선 연결 
 

4개의 메모리 가능 
 

시간 및 LED등으로 표시되어  
발표자가 한 눈에 식별가능  

콘솔에 설치되어 있는 발표자용PC를 
포디엄에서 모니터를 보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장비 
 

콘솔에서도 컨트롤 가능 
 

• 모델명 : Limitimer PRO-2000 Wireless  • 모델명 : KVM Ext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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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1.8" x 3.3" x 0.62" 
 - Weight 3.7 oz. 
 - Antenna extends 1.25". 
 - Power: 2 "coin" batteries (CR1632) 
 - Laser <1 watt; Wavelength 650 nm 
 Size 2.2" x 4.1" x 0.73" 
 - Weight 4.3 oz. 
 - Antenna extends 3.00". 
 - Power: 2 "coin" batteries (CR1632) 
 - Laser < 1 watt; Wavelength 650 nm  
 
 

• 모델명 : PerfectCue PC-433BP  

• 모델명 : Gefen 2×VGA 

VGA 비디오 소스를 확장하는데 사용 
- Video Amplifier Bandwidth: 350 MHz  
- Input Video Signal: 1.2 Volts p-p  
- Input Sync Signal: 5 Volts p-p (TTL)  
- Horizontal Frequency Range: 15-70 KHz  
- Vertical Frequency Range: 30 - 170 Hz  
- Video In: HD-15 male  
- Video out: (2) HD-15 female 
- Power Supply: 5V DC  
- Sender Dimensions: 3.8"W x 1.1"H x 1.3"D  
- Receiver Dimensions: 4.7"W x 1.1"H x 2.8"D 

PerfectCue / VGA Ext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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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 모델명 :NT500R5Q-KD7S 
(삼성)  

4. 2 회의 솔루션 

• 모델명 : NT371B5L (삼성)  • 모델명 : NT371B5J (삼성)  

-프로세서 : i7-5500U 
-메모리 : 8G 
-SSD : 128G 
-디스플레이: 15.6“ 
-해상도:  1920*1080 
-그래픽 : 인텔 HD그래픽스 
*usb3.0-1EA/usb2.0-2EA/H
DMI-1EA 

-프로세서 : i5-4210M(2.6GHZ) 
-메모리 : 4GB DDR3 
-HDD : 500GB 
-ODD : S-Multi 
-디스플레이: 15.6“ 
-해상도: 1366*768 
-그래픽 : 인텔 HD그래픽스 

-프로세서 : i7-6700HQ 
-메모리 : 8G 
-HDD : 1TB 
-디스플레이: 15.6“ 
-해상도:  1920*1080 

-그래픽 :GeForce 920MX 2G 
*usb3.0-1EA/usb2.0-2EA/HD
MI-1EA 



데스크 탑 

4. 2 회의 솔루션 

• 모델명 : HP EliteDesk 800 G3 
Tower PC 

-CPU: Intel Core i7 6700 3.4Ghz Quad 
Core CPU 
-메모리 : DDR4 8GB 
-HDD : 1TB 7200RPM 
-DVD : 슬림형 ODD 
-그래픽: NVDIA GeForce GT730 2GB 
PCIe*8 DP GFX 
-LAN : Intel® I219LM Gigabit Network 
-I/O : 
앞: USB 2.0 2개, USB 3.0 2개 
뒤: USB 2.0 2개, USB 3.0 4개, RJ45 
Network, P/S2포트 없음 
-PORT : Display Port, DVI, HDMI 
POWER : 500W 
-OS : Windows 10 Pro 64 / Downgrade 
Facilitation Win7 64 KOR 



프린터 

기능        : 흑백인쇄 
인쇄속도  : (A4)최대 22ppm 
메모리     : 8MB 
인쇄품질  : 최대 600*600*2dpi 
용지        : A4,A5,A6,B5,엽서,봉투 
인터페이스: 고속 USB 2.0 포트 

• 모델명 : LaserJet Pro P1566 (HP) 

4. 2 회의 솔루션 

• 모델명 : CLP-680ND (SAMSUNG) 

기능              : 컬러인쇄 
인쇄속도(흑백) : (A4)분당최대 24매 
인쇄속도(컬러) : (A4분당)최대 24매 
메모리           : 256MB 
인쇄품질        : 최대 9,600*600dpi 
용지              : A4, A5 
양면인쇄        : 자동지원 
인터페이스     : 고속 USB 2.0 포트, 
USB Host, Ethernet 10/100/1000 
Base-TX 



복합기 

기능           : 흑백인쇄, 복사, 스캔, 팩스 
인쇄속도     : (A4)최대 18ppm 
복사속도     : (A4)최대 18cpm 
스캔속도     : 최대 6ppm 
팩스속도     : 33.6kbps 
메모리        : 64MB 
인쇄품질     : 최대 600*600dpi 
복사 해상도 : 최대 600*400dpi 
인터페이스  : 고속 USB 2.0 포트, 10/100Base-
T 이더넷 네트워크 포트, RJ-11 전화 포트 

• 모델명 : LaserJet Pro M1212nf MFP (HP) 

4. 2 회의 솔루션 

• 모델명 : SL-C3060FR (SAMSUNG)  

기능           : 컬러인쇄, 복사, 스캔, 팩스 
인쇄속도(흑백,컬러) : (A4)분당 최대 30매 
복사속도(흑백,컬러) : (A4)약13초 
스캔속도     : 약 24 ipm 
팩스속도     : 33.6kbps 
메모리        : 512MB 
인쇄품질     : 최대 9,600*600dpi 
복사 해상도 : 최대 9,600*600dpi 
용지           : A4, A5 
양면인쇄      : 자동지원 
인터페이스   : 고속 USB 2.0 포트, USB Host, 
Ethernet 10/100/1000 Base-TX 



복합기 

• 모델명 : SINDOH N502 (A3흑백 디지털 복합기) 

4. 2 회의 솔루션 

기능           : 인쇄, 복사, 스캔, 팩스 
인쇄속도     : 분당 36매 
복사속도     : 분당 36매 
스캔속도     : 분당 45매 
팩스속도     : 33.6kbps 
메모리        : 2GB 
인쇄품질     : 최대 1,800*600dpi 
복사 해상도 : 최대 1,800*600dpi 
용지           : 최대 A3 
양면인쇄      : 기본 
인터페이스   : 고속 USB 2.0 포트, USB Host, 
Ethernet 10/100/1000 Base-TX 

기능           : 인쇄, 복사, 스캔, 팩스 
인쇄속도(흑백,컬러) : 28매 
복사속도(흑백,컬러) : 28매 
스캔속도     : 80opm 
팩스속도     : 33.6kbps 
메모리        : 2GB 
인쇄품질     : 1,200*1,200dpi 
복사 해상도 : 1,200*1,200dpi 
용지           : 최대 A3 
양면인쇄      : 기본 
인터페이스   : 고속 USB 2.0 포트, USB Host, 
Ethernet 10/100/1000 Base-TX 

• 모델명 : SINDOH D411 (A3컬러디지털 복합기) 



세단기 

4. 2 회의 솔루션 

• 모델명 : HI-CUT 3000N • 모델명 : KS-1305  

-전원: 220V, 60Hz 
-투입 폭(mm): 305mm 
-세단 폭(mm): 3*30(기본)/ 4*30(선택) 
-세단능력(A4 기준): 27~29매/ 38~40매 
-커팅스타일: 크로스 컷 
-소비전력(W): 400W 
-파지함 용량(파지함/ 롤)(ℓ): 86 (A4 약 
3440매)/ 96 (A4 약 3840매) 
-규격(mm, W*D*H): 470*475*940 
-중량(kg): 75kg  

-투입 폭(mm): 300mm(A4,B4,A3투입) 
-세단 폭(mm): 2*30mm(가로*세로) 
-투입가능매수: 30매 
-연속세단시간: 50분 
-세단속도: 7초 
-1회 최대 세단 가능량: 약 11500매 
-소음도: 50db 
-파지함 용량: A4 950매 적재가능(73리터) 
-규격(mm, W*D*H): 500*430*830 
-중량(kg): 75kg  



Polycom 

약 5~15인 규모의 회의실 

고성능 스피커 및 세 개의 고성능 마이크(본체) 

녹음포트/외부스피커포트 및 외부기기연결포트(PC등) 

통신회선:일반 아날로그 전화회선 

 

4. 2 회의 솔루션 

• 모델명 : soundstation VTX1000 

• 모델명 : RealPresence GROUP 500 

6자간 회의 지원(라이선스 옵션) 

두 개의 HDMI 출력과HDCI카메라 입력 

EagleEye IV 1080 카메라 

HDMI/RGB 자료공유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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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SM58과 음의 특성이 유사한 만능의 고품질의 마이크 
선택 가능한 이중 임피던스 동작 
작동시 부드럽고 조용한 무접점마그네틱 On/Off 스위치 
단일지향성 다이내믹 마이크 
주파수 대역 : 50 - 15,000Hz 

• 모델명 : SHURE 565SD 

• 모델명 : Microflex 구즈넥 

전지향성, 초지향성 세가지가 별도 제공되며 
Microflex 400 시리즈 뿐만 아니라 모든 Microflex  
제품과 호환이 가능하다. 
 

구즈넥 길이는 18inch(약 45cm)와 12inch(약 30cm)의 
두 가지가 있으며 탁상에 직접 고정설치하거나  
스탠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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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4. 3 음향 솔루션 

• 모델명 : PGX4 다이버시티 수신기  • 모델명 : SHURE BETA58 

자동 송신기 설정 / 자동 주파수 선택 
18MHz 대역의 선택 가능한 90개의 주파수 
마이크로프로세서 - 컨트롤 다이버시티 
채널 디스플레이 LED 

단일지향성 
50Hz ~ 16KHz 
보컬 마이크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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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출력 : 85W(RMS) / 200W(Music) 
최대SPL : 75dB 
오디오입력 : Mic in x 2, Line in, Active in 
오디오출력 : Active out, Line out, SPK out 
공급전원 : 90 ~ 260V(150W) switching power supply 
충전지타입 : 12V / 2.5AH x 2 
사용시간 : 6시간(Music), 10시간(Speech) 
충전시간 : 약 10시간 
규격(W*H*D) : 350 * 600 * 300mm • 모델명 : YAMAHA VICTORIA2000 

• 모델명 : JBL EON POWER 15 

Frequency Range : 55Hz to 16kHz 
Sensitivity(1w/1m) : 98dB 
Power Handling : 225w 
Max SPL : 129dB 
Nominal Impedance : 8ohms 
Dimensions(H x W x D) : 686 x 430 x 444 
Weight 17.2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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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 

채널 : 10(8+2)모노+4스테레오 
4개의 하이 헤드룸 스테레오 채널 
24비트 디지털 스테레오 FX프로세서 
펜텀 파워 : +48V 
모든 스테레오 채널에서의 4밴드 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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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저소음, 높은 헤드룸 
4개의 마이크 프리앰프입력(팬텀파워내장) 
각 모노 채널에 채널 인서트 단자 
채널별 2개의 SEND 
2개의 서브그룹 
 

• 모델명 : UB2442FX-PRO(BEHRINGER)  • 모델명 : X1622USB(BEHRINGER) 

4. 3 음향 솔루션 



마이크 

4. 3 음향 솔루션 

• 모델명 : PGX4 다이버시티 수신기  • 모델명 : SHURE BETA58 

자동 송신기 설정 / 자동 주파수 선택 
18MHz 대역의 선택 가능한 90개의 주파수 
마이크로프로세서 - 컨트롤 다이버시티 
채널 디스플레이 LED 

단일지향성 
50Hz ~ 16KHz 
보컬 마이크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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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과는 다르게 현재 MICE 시장은 시시때때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는 이런 사업분야에서 저희역시도 매년 많은 고민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분야로써 또한 앞으로 지향해야할 
 
 사업분야라고 생각됩니다. 
 
 2016 -  APAC CPS2016 
            
            Samsung Global Investors Conference 2016 
            
            2016 아시아 도시 자전거 포럼 
 
 2017  -  제3차 한.태평양 회교장관회의 
              
            세계한상대회 
   
 2018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럼픽 많은 행사를 Total Rental Service로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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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의 간소화 
         
         수많은 시스템들이 어울러져서 회의장이 조성됩니다. 
             
         모든시스템을 총괄 관리,운영할수 있는 1명의 전문담당자를 배치함으로써  
 
         빠르게 내용전달이 가능하며 위급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습니다. 
 
 
       2. 전문기술자의 도움으로 회의장 조성 하는데 있어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시스템과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안할수 있습니다. 
 
 
       3. 회의 및 행사진행의 안전성 
 
          모든 시스템 업체들의  탄탄한 협력관계로 좋은 네트웍이 전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간에 피드백이 좋으며 수많은 행사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서로 협조하여 
  
          행사를 진행해 나갈수 있다. 



원 스톱서비스의 장점 

최고의 기술자 현장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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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인터내셔날 

중계 무대 음향 영상 통역 

1.모든 장비.무대.운영 업체들간의 협력업체결성으로 인한 단가안정화 

2.업무 담당자의 업무의 간소화  

3.현장의 원활한 장비및 기술적인 업무를 서포트 할수 있는 팀장급 현장배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