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전문 화상 회의실 
구축 방법 

* 패키지 내 셋톱 박스/리모컨/스피커/마이크가 포함되어 패키지만 있으면 별도의 장비 구매 없이도 고품질의 화상 회의실 구축이 가능합니다.

손쉬운 설치 방법

TV리모컨처럼 간편한 조작 방식

합리적인 도입 가격

전원 ‒ OK 버튼만 누르면 화상회의 시작!

간단한 설치로 일반적인 공간이 화상회의실로 변화되는 마법



RemoteMeeting BOX만 있으면
단 5분의 장비 세팅으로 일반 회의실ᆞ개인 집무실이 화상회의실로 변화합니다!

어떤 기업ᆞ어떤 회의실 환경이던 
RemoteMeeting BOX 하나로 화상 회의실 구축이 가능합니다.

HDMI만 연결하면 설치 끝!
회의실 또는 집무실에 비치된 모니터에 셋톱 박스(STB)의 �

HDMI만 연결하면 화상회의를 위한 세팅 작업 완료!

회의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강력한 협업 기능 
노트북의 화면을 (문서 또는 데스크톱 화면) 공유하여�

회의 참여자들과 공동 / 협업 작업을 보다 쉽게! 

전용 리모컨으로 더 쉬운 작동법
TV만큼 쉽게 직관적으로 설계된 RemoteMeeting BOX의 

전용 리모컨은 처음 접한 사람도 별도의 교육없이 바로 사용. 

별도의 회의 준비가 필요 없다!
회의 준비 필요 없이 회의 시간에 맞춰 

전용 리모컨의 전원 – OK버튼만 누르면 즉시 회의 참여!

리모컨의 
OK 버튼만 누르면

화상회의 시작!

RemoteMeeting BOX 란?
번거로운 사전 준비 작업 없이 필요할 때 즉시 화상회의를 �
시작할 수 있는 화상회의 장비 패키지입니다.
리모컨의 OK 버튼만 누르면 바로 화상회의가 개설되는 
리모트미팅 박스는 누구나 언제든지 손쉽게 화상회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RemoteMeeting BOX만 있으면
기업의 업무 방식이 스마트워크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RemoteMeeting BOX만 있으면
아주 쉽고 경제적인 화상회의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사 –지사/공장 간
실시간 화상회의

상품 교육
전파 교육

재택 근무
원격 근무

세일즈 미팅
온라인 고객 상담

본사에서 각 지사로 출장 가지 않아도 
리모트미팅을 통해 간단히 해결했어요!

매번 이동하지 않아도 
화상회의를 통해 

정기 업무 교육을 쉽고
편하게 받았어요.

대표 사례 : 식품 제조업
본사-지사-공장-매장-해외 다자간 화상회의

대표 사례 : 금융 펀드
국내-해외-각 거점의 정례회의 및 펀드 상품 교육

All – In – One  
토탈 화상회의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화상회의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올-인원 패키지로 구성. 
셋톱 박스, 전용 리모컨, 카메라와 마이크 및 스피커까지!
별도의 화상회의 장비 구매 없이 패키지 구성품만으로도 
완벽한 화상회의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별도의 학습이 필요 없는 간단한 사용법으로  
누구나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설정이나 장비 설치를 위한 사전 준비 없이 모니터와 전원, �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면 바로 화상회의 시작!
셋톱 박스의 전원을 켜고 리모컨의 OK버튼만 누르면 바로 회의가 시작됩니다.

저비용ᆞ고성능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성능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RemoteMeeting BOX는 일반적인 회의 시스템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
도입 장벽이 낮으며 일반적인 회의실 또는 개인집무실에 손쉽게 고품질의 �
화상회의실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타
27.8%

금융 6.2%
SW 6.2%
의료 4.6%

도매 4.6%
운송 3.1%
유통 3.1%

공공기관
15.6%

제조업
41%

서비스업
15.6%

기업의 RemoteMeeting BOX 활용사례 



RemoteMeeting BOX가 제안하는
회의실 규모별 · 용도별 화상회의 장비 도입 

임원(개인) 집무실 

중형 회의실(15인 미만)

소형 회의실(6인 미만)

대형 회의실(15인 이상)

대표이사 임원 등의 개인 집무실에 전용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 실시간 보고 또는 이슈 공유 도구로 활용 

중형 회의실에는 RemoteMeeting BOX + Logitech의 Cam을 �
함께 사용하여 안정적인 화상회의를 진행 

모니터 또는 노트북이 있는 일반 회의실이라면
평소에는 일반 회의실로 / 필요할 땐 화상회의실로 활용！

대형 회의실에는 RemoteMeeting + VTV의 Conference Pack을 �
함께 사용하여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최적화 된 화상회의를 진행

이용 조건
• RemoteMeeting BOX는 RemoteMeeting 웹 서비스(정액제)와 �

함께 구입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 RemoteMeeting 서비스 ID 구매 수에 따라 �

RemoteMeeting BOX의 이용 요금이 달라집니다.
• RemoteMeeting BOX와 연결되는 TV 또는 모니터 · 프로젝터 �

등은 HDMI 입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 최소 500Kbps 이상의 네트워크 속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제품 사양

셋톱 박스 CPU : Quard-core 2.5GHz
Memory : 3GB LPDDR3 (1600MHz)
Storage : eMMC 32GB
LAN : 최대 480Mbps
Wireless : 802.11g/n, Bluetooth v3.0
I/O : HDMI in/out, USB2.0(3port), USB3.0(1port)

카메라 Full HD 1080p 지원

스피커 & 마이크 Bluetooth, Eco-canceling

리모컨 18 keypad, IR sensor
※ 본 구성품 및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moteMeeting BOX 구성 이미지 RemoteMeeting BOX 패키지 가격 안내

RemoteMeeting 서비스 요금 안내

정액제
ID 17,500원 / 1 ID

요금제 사용자 수에 맞춰 ID를 구매 
– 시간 제한 없이 화상회의 이용

* RemoteMeeting BOX를 도입하시려면 ID 정액 요금제 서비스 구매가 필요합니다. 
   (ID 정액제 연간 결제 후 (최소 구매 수량: 4 ID) 하드웨어 패키지 도입 및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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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05544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0(방이동 44-5) 에스타워 10~15층
Tel : +82-70-7011-3900
Fax : +82-2-479-4429
기술문의 : support.kr@rsupport.com
구매문의 : sales.kr@rsupport.com
기타문의 : info.kr@rsupport.com

日本
〒105-0001 東京都港区虎ノ門1-2-20�第3虎の門電気ビル7階
購入前のご相談：03-6273-3871�
テクニカルサポート：03-6273-3872
一般のお問い合わせ : support.jp@rsupport.com�
購入のお問い合わせ : sales.jp@rsupport.com

中国 
北京市朝阳区阜通东大街6号方恒国际A座2708
咨询电话 : +86-10-8256-1810
联系邮箱 : co-china@rsupport.com

정가

1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