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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Meeting BOX를 소개합니다.

화상회의와 비디오 협업 장비
RemoteMeeting BOX는 기업의 회의실을 화상회의와 비디오 협업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가장 효율적인 장비입니다. 온라인 화상회의 서비스인 
remotemeeting.com을 다른 어떠한 장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맞은 회의실 크기
RemoteMeeting BOX는 5~6인용 소규모 회의실에 적합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
다. 말하는 사람의 위치가 스피커폰에서 1미터 이내에 있다면 좋은 오디오 감도
를 유지하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RemoteMeeting BOX는 유선과 무선 두 가지의 네트워크를 상황에 따라 선택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 적당한 비디오 및 오디오 품질을 유지하기 위
해서 최소 3Mbps의 네트워크 속도를 권장합니다.

NOTE :  무선LAN은 주변 물리적 환경에 따라 속도가 변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연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무선LAN 환경보다 유선LAN 환경이 더 안정적인 회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디스플레이
RemoteMeeting BOX의 화면 출력을 위해 연결되는 모니터는 HDMI 입력을 지
원해야 합니다. 

RemoteMeeting BOX 거치
RemoteMeeting BOX를 테이블 위에 간편하게 거치하거나 패키지에 포함된
배사 마운트를 이용해 회의실 벽에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거치

스피커폰

Remote
meeting
BOX

모니터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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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사 마운트를 사용한 벽걸이 거치

나무 소재로 만들어진 벽에 마운트를 나사를 사용하여 고정합니다. 

고정된 마운트에 RemoteMeeting BOX 본체를 걸어 놓습니다. 

배사 마운트를 사용한 본체 고정 방법
RemoteMeeting BOX를 테이블 위에 설치할 때, 패키지에 제공된 벽걸이 마운
트와 고정 벨크로 세트를 이용하여 RemoteMeeting BOX를 거치면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

1. 작은 벨크로에 붙어 있는 이형지를 제거하고 배사 마운트 밑면
두 가장자리에 각각 부착합니다.

2. 큰 벨크로에 붙어 있는 이형지를 제거하고 RemoteMeeting BOX를
고정할 위치에 접착면이 바닥을 향하게 하여 부착합니다.

3. RemoteMeeting BOX에 배사 마운트를 부착하고 큰 벨크로가 설치된
위치에 거치합니다.

RemoteMeeting BOX

배사 마운트

작은 벨크로(2개)

큰 벨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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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Meeting BOX의 구성 물품

RemoteMeeting BOX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물과 그 외관을 확인합니다.
이상이 있다면, RemoteMeeting BOX 고객센터 또는 제품 구입처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RemoteMeeting BOX 본체                                                                     리모컨과 배터리

                  
    카메라와 프라이버시 커버                    스피커 (USB&블루투스)                               이더넷 케이블

          
                 HDMI 케이블                                         USB 연장 케이블                                           AC 어댑터                                    

               벽걸이 마운트와                                     고정 벨크로 세트                                    사용자 설명서와
                    고정 나사                                                (테이블 거치용)                                               보증서

각 부분의 이름과 역할

윗면

1. 전원 버튼
RemoteMeeting BOX의 전원 및 대기 모드를 ON/OFF 할 수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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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1. HDMI 입력 단자
HDMI 출력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노트북 PC와 같은 장치와 HDMI 
케이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HDMI 케이블을 1.에 연결하면 연결된 장치의 화면 이미지를 회의 모니터
에서 회의에 참석한 인원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2. 리모컨 IR 수신 센서
리모컨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신호를 수신합니다.

1 2

뒷면

1. 전원 연결 단자
AC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2. 이더넷 포트(RJ-45)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3. USB 3.0 포트
대용량 파일 전송 장치를 사용할 경우 USB 3.0 포트에 연결합니다.

4. USB 2.0 포트 3개
RemoteMeeting BOX 패키지 포함된 로지텍 웹캠 C930e를 USB 2.0 
포트에 연결합니다.
 또한, 스피커폰과 사용자가 선택한 USB 장치를 추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마우스 등) 

5. HDMI 출력 단자
RemoteMeeting BOX 패키지에 포함된 HDMI 케이블을 사용하여 TV  또
는 모니터의 HDMI 단자와 연결하여 화면을 출력합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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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

1. 전원 ON/OFF
2. 선택
3. 방향키
4. 기능키

1

2

3

4

리모컨 각 버튼 기능

  전원 ON/OFF        전원 ON/OFF , 대기모드 ON/OFF

  방향키                        위로
  방향키                        아래로
  방향키                        왼쪽으로
  방향키                        오른쪽으로
  선택                             메뉴 선택, 포커스 된 위치의 선택        

  메뉴                             메뉴 열기/닫기
  화면 전환                  화면 변경 : 영상 회의 → 외부 연결 화면(HDMI IN)
  취소                             메뉴 창 닫음; 전 단계로 이동
  볼륨 증가                  스피커 볼륨 증가
  화면 공유                  나의 현재 화면을 다른 참여자에게 미러링
  화면 캡쳐                  나의 현재 화면을 이미지로 저장
  볼륨 감소                  스피커 볼륨 감소
  카메라 ON/OFF    내 영상의 전송을 중단/ 재 시작
  마이크 ON/OFF    내 음향의 전송을 중단/ 재 시작

  다이내믹                   화상 회의 전에 버튼을 눌러 회의 접속 코드 입력, 
                                              화상 회의 중 버튼을 눌러 녹화시작/녹화종료

  다이내믹                   화상 회의 중 부화면(PIP) 표시/숨기기
  다이내믹                   회의실 목록 표시, 홈 화면으로 이동



RemoteMeeting BOX USER GUIDE RemoteMeeting BOX USER GUIDE20 21

  숫자 키 
  점                                  

숫자 입력이 필요할 때 활성화(e.g, IP 주소, 접속 코드)

  삭제                  
       

                          

 

RemoteMeeting BOX 장비 등록

온라인 화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remotemeeting.com의 관리자 페이지
에서 RemoteMeeting BOX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
       

        
         

1. https://www.remotemeeting.com/rmadmin에 접속 후, 로그인 해주세요.
(관리자 ID 필수)
2. 장비관리 메뉴에서 제품 아랫면의 S/N(Serial Number)를 등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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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Meeting BOX 설치

RemoteMeeting BOX에 카메라와 스피커폰을 포함한 패키지 구성품을
연결합니다. TV 또는 모니터에 HDMI 케이블로 연결하고 전원을 켜서 화면을
출력합니다. 순서에 상관 없이 다음 그림과 같이 연결하고 마지막에 전원 버튼
을 누릅니다.

이더넷 케이블 설치
이더넷 케이블을 이더넷 포트에 연결합니다.

카메라 설치
카메라를 USB 2.0 포트에 연결합니다. 

Logitech Webcam C930e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로지텍 웹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ogitech.com/ko-kr/product/c930e-webcam

 프라이버시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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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폰 설치
스피커폰을 USB 2.0 포트에 연결합니다

Jabra Speak 510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자브라 웹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
습니다.
http://www.jabra.co.kr/business/speakerphones/jabra-speak-series/jabra-
speak-510

Getting Started(installation)

Install package contents including RemoteMeeting BOX, camera, and 
speakerphone. Connect RemoteMeeting BOX to TV or monitor by HDMI 
cable and turn on the power to display screen. 
Install all necessary devices following guide pictures below regardless of 
order and push power button at the finish to get started.

Connect Ethernet cable
Connect ethernet cable to ethernet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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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연결
뒷면 HDMI 포트에 HDMI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AC 어댑터 연결
전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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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개념도
모두 연결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보입니다.

초기 장비 설정

RemoteMeeting BOX의 구성품을 모두 연결했다면,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공급하고 초기 설정을 실행합니다. 

전원 공급
전원버튼을 눌러 전원을 공급합니다.

NOTE : 대기 모드와 시스템 종료
사용 중 전원 버튼을 짧게 한 번 누르면 대기모드로 전환하며 전원 버튼의 LED가
깜빡입니다.  대기모드에서 전원 버튼을 짧게 다시 누르면 대기모드에서 빠져나와
화면이 출력됩니다.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리모컨의 전원 버튼도 동일하게 작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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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설정 

      리모컨 방향키를 사용하여 언어를 선택합니다.

지역 시간대 설정(Time Zone)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설정

      연결할 네트워크 환경을 선택합니다.

• 유선LAN(자동 연결): IP주소를 자동으로 할당 받는 이더넷
• 유선LAN(고정IP): 고정 IP주소를 입력해야 하는 이더넷
• 무선LAN: 무선 네트워크

NOTE: 로컬 네트워크 환경 정보를 모른다면, 사내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전 단계로 이동하고 싶다면 리모컨의 취소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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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LAN(자동 연결)

유선LAN(자동 연결)을 선택하면 위의 화면처럼 자동으로 IP주소를 할당 받습
니다. 

유선LAN(고정IP)
                        

        유선LAN(고정IP)을 선택하면 위의 화면처럼 IP 정보를 직접 입
력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입력했다면 연결을 선택합니다. 

무선LAN
무선LAN을 선택했다면, 무선LAN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검색된 목록 중 사용할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무선네트워크 연결 암호가 설정되어 있다면 암호 입력 창과 가상 키보드가 화
면에 출력됩니다. 리모컨을 사용하여 키보드에서 문자를 입력하여 암호를 완
성하세요. 

   엔터 키를 선택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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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폰 무선 연결
Jabra 스피커폰을 USB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무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설치 설명에 따라 스피커폰을 무선 연결하세요. 

연결이 성공하면 스피커폰에 있는 블루투스 LED가 하얀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화면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전환합니다.  

연결 순서
1.스피커폰의 전원 버튼을 1초간 터치하여 전원을 켜주세요.
    (완전방전 상태라면, 스피커폰의 USB케이블을 본체에 연결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2. 스피커폰의 블루투스 버튼을 2초간 터치하면, 스피커폰의 LED가  파란색으로
     바뀌고 깜빡입니다.
3. 목록에서 검색된 Jabra SPEAK 510 USB를 선택합니다.

 

스피커 테스트
스피커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예를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NOTE: 스피커폰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USB 케이블 또는 무선 연결 상태를 확인
하고 스피커폰의 볼륨 키(+/-)를 눌러 볼륨을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과정을 시도하였지만, 스피커가 여전히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니요를 선택
하고 스피커폰 연결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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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테스트
마이크가 정상 작동하는 지 확인합니다. 

스피커폰에 말을 해보세요. 화면에 마이크 아이콘의 막대들이 음성에
반응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예를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NOTE: 화면에 마이크 아이콘의 막대들이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스피커폰의 무선 
연결 상태 확인해 보세요. 스피커폰이 음소거(mute) 상태라면 음소거를 해제해 주세요. 
(음소거 상태인 경우 빨간색 LED 램프가 모두 켜져있습니다.)

위의 과정을 시도하였지만, 마이크가 여전히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니요를 선택
하고 스피커폰 연결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카메라 테스트
장착한 카메라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예를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NOTE: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카메라 연결 케이블 연결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RemoteMeeting BOX 본체에서 카메라 연결 케이블을 제거/연결 과정을 몇 차례 진행
하면서 카메라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과정을 시도하였지만, 카메라 화면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면 
구입처로 문의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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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완료
축하합니다! 초기 설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제 RemoteMeeting BOX만이 줄 수 있는 신개념 협업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홈 화면으로 버튼을 선택해서 홈 화면으로 갑니다.  

NOTE: 정상 동작하지 않는 장비는 홈 화면의 메뉴에서 다시 장치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 이 제품은 주위 온도가  0℃~40℃ 사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제품을 해체하지 마십시오. 사용자가 제품을 해체한 적이 있다면                                                                                                                                                
        제조사 제품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기기는 업무용(A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정 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장치는 클래스A 정보 기술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가정 환경에서                                                                                                                                                
        사용하면 전파 방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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