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최초 All-in-One 화상 회의 부스,  콜라박스
국내 최초, 국내 유일 디자인 출원 제품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어느 곳이든
어울리는 실용적이고 고품격 디자인의 국내 생산 제품입니다.COLABOX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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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요 Outline

COLABOX는
국내 최초, 100% 국내 제작한 다목적 화상회의 부스 입니다. 

국내 제작으로 우수한 퀄리티를 자랑하는 콜라박스를 만나보세요.

MEET MEET2 SOLO 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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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ne

COLABOX는
국내 최초, 100% 국내 제작한 다목적 화상회의 부스 입니다. 
국내 제작으로 우수한 퀄리티를 자랑하는 콜라박스를 만나보세요.

EGI (Electro Galvanized Iron) 강판은
전기아연도금강판으로 낮은 온도에서 도금되어
내식성, 내구성이 강해 자동차,선박 등에 사용됩니다. 

외장마감: EGI 강판

KOTITI(국가공인시험연구원)로부터 항균 성능테스트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방염 테스트를 통과하였습니다.

내부마감: 항균/방염 페브릭

국내 대기업 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특수 방음설비로
국내 최고 수준의 방음 성능을 자랑합니다.

8T 특수강화유리 & 6중특수방음처리

1

2

3

제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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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ne

COLABOX는
국내 최초, 100% 국내 제작한 다목적 화상회의 부스 입니다. 
국내 제작으로 우수한 퀄리티를 자랑하는 콜라박스를 만나보세요.

저소음 환기팬으로 공기를 순환하며 흡기팬으로
내,외부 온도를 맞춰 별도의 냉,온열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소음 환기/ 흡기시스템

220V 콘센트, 랜포트, USB포트, 개별 전원(조명/ 환기)이
기본 제공되며 요청에 따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콘센트

화상회의 장비 / 카메라, 마이크, 모니터 등
다양한 화상 장비 옵션을 제공합니다.

화상회의 장비및시스템

4

5

6

제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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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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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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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우수한 방음 성능
국내 대기업 연구소가 고안한 특수 6중 방음구조로

우수한 방음 성능을 자랑합니다.  

6중특수방음구조

EGI강판 차음재 흡음재 합판 스펀지 페브릭

83.2

42.67

83.27

44.43

단위:dB
COLABOX 외부 평균 소음도(dB)
COLABOX 내부 평균 소음도(dB)

평균소음감쇠수준

기능/장점

제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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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안전한 소재, 인증된 자제로 제작
포름알데히드,중금속이 미검출된 자재를 사용하며,

방염 및 항균처리를 통해 보다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기능/장점

안전성테스트검사완료 인증된자제및제품

제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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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콜라박스 기본 구성
콜라박스는 국내 최초 화상회의 부스로 기본 부스에 다양한
화상회의 장비, 화상회의 프로그램까지 한번에 구매 가능합니다. 

제품구성부스형 오피스

리모트 미팅 박스
화상회의 장비
(셋톱박스,웹 카메라,스피커,마이크)

화상회의 계정
리모트미팅 접속가능 계정 1개

제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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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미팅이란?
리모트미팅은 100% 웹브라우저 화상회의입니다. 16년간 클라우드 원격 서비스를 제공해 온

아시아 No.1 기업 알서포트가 독자개발한 100% 웹브라우저 화상회의로 국내 화상회의 시장 1위 제품입니다. 

제품구성

한 화면에 100명까지 송출

100인세션처리
사용자중심 라운지시스템

라운지
참여자들의 발언권 제어

사회자 모드

100명까지 동시 접속

100명동시접속
강력한 영업용 화상회의

문서공유
암호화,접속제한,비저장 등

강력한 보안

Features제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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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옵션
다양한 옵션으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합니다.

옵션

Features

사용중 표시등

회의실 사용중 여부 확인 가능

테이블 & 수납형 소파

효율적인공간 활용

그라데이션 시트지

투명유리 / 미스트유리로변경 가능

리모트미팅 박스 & 모니터

화상회의에적합한 회의 시스템 내장

시건장치 - 디지털 도어락

도어락 설치 가능합니다.

AI 면접부스 패키지

조명, 백스크린, AI면접 연습용 프로그램까지
한번에 Package 구매 가능합니다. 

화상회의 장비

카메라, 스피커 등 화상회의에필요한 장비
Package 구매 가능합니다.

기본옵션

추가옵션

제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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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옵션
다양한 옵션으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합니다.

옵션

Features

콜라박스에조명,백스크린,AI 면접연습솔루션까지
한번에구매할수있는Package 상품입니다. 

AI 면접부스 패키지

국내 1위 AI 면접 연습 프로그램, 뷰인터
뷰인터는 AI 면접 및 대면 면접에 대비해
구직자(학생)들의 면접 연습을 도와주는 면접
트레이닝 서비스입니다. 

· 편안한광으로면접에최적화된조명
· 3200~5600K 색온도조절가능
· 누구나손쉽게조작가능

조명

AI 면접연습용프로그램무상제공
AI 면접 솔루션 탑재

· 면접자의깨끗하고밝은이미지를위한
화이트스크린(접이식)

· 방염처리하여안전하게사용가능

화이트 스크린

카메라 / 마이크 / 헤드셋 / 조명 /
백스크린등화상면접을위한장비탑재

화상면접 AI면접을 위한
All-in-One 부스

제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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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는컬러로변경이가능합니다.

컬러 커스터마이징

기본컬러 :  BLACK
Door Frame COLOR

기본컬러 :  GRAY
Interior COLOR

기본컬러 :  GRAY
Stool COLOR

기본컬러 :  WHITE
Exterior COLOR

다양한 옵션
다양한 옵션으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합니다.

옵션

Features

색상표 ※ 색상표에 없는색은협의가능합니다. 

제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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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옵션
다양한 옵션으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합니다.

옵션

Features

Door Frame ExtreiorDoor Frame Extreior1 Extreior2 Door Frame Extreior

MEETSOLO mini

※ 이해를돕기위한예시이미지입니다.

제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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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의후면을유리로변경할수있습니다.

후면유리 변경

다양한 옵션
다양한 옵션으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합니다.

옵션

Features

Mini 전면 Mini 후면 Mini 측면MEET 적용이미지

※ 이해를돕기위한예시이미지입니다.

제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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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장비
용도에 맞게 다양한 화상회의 장비를 구성할 수
있으며 통합 유지보수를 제공합니다. 

장비

Features

• 리모트미팅셋톱박스
• 웹카메라(Logitech C930e)
• 스피커/마이크(Jabra Speak 510)

기본옵션 - 리모트미팅 박스 (전용 올인원 셋탑)

RemoteMeeting BOX 패키지 주요 구성품

• 2.5GHz 고성능 CPU 
• 이더넷 / 블루투스
• 빌트인Wi-Fi 
• 32GB 온-보드 메모리저장매체
• 저전력설계
• USB 3.0(x1)/2.0(x3) 포트
• HDMI In & Out 포트

리모트미팅 셋톱박스
•  전원on/off와주요기능을

리모컨으로 쉽게사용
•  심벌마크기능키 적용
•  IR Remote

셋톱 박스 리모트 컨트롤러

• 기업전용화상회의 카메라
• 화상각90도 / Full HD 지원
• 프라이버시 셔터
• 선명한화질을 가능하게 하는

Carl Zeiss렌즈 사용
• 오토포커스 기능
• 저광자동보정기능

Logitech Full HD C930e

• 360 전방향 (무지향성 마이크) 
• 블루투스,USB 케이블 혼용방식
• DSP 기술적용(노이즈 제거) 
• 에코방지기능 / 터치센서방식
• 최대15시간통화가능한

충전배터리

Jabra 510 고성능 회의용
스피커폰

OK버튼하나로회의개설
화상회의 개설

접속코드6자리만입력하면
회의참여끝

회의 참여방법

제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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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화상회의 장비
용도에 맞게 다양한 화상회의 장비를 구성할 수 있으며 통합 유지보수를 제공합니다. 

장비

Features

• CPU : i5-10210U
• RAM : 16GB
• SSD : 256GB
• OS : Win 10 Pro

HP - 260 G4 Mini PC
SOLO 추천

• CPU : i5-11400
• RAM : 8GB
• SSD : 256GB
• OS : Win 10 Pro

삼성 - DB400TDA-Y03/C
MEET 추천

LF24T354FHKXKR

삼성 LED 모니터 24인치

SOLO 추천

LH32QMRNBGCXKR

삼성 LED 모니터 32인치

MEET 추천

LF27T352FHkXKR

삼성 LED 모니터 27인치

SOLO 추천

S34J550W

삼성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MEET 추천

MEET 추천

모니터 PC

제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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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없는 가격의 편안하고 튼튼한 헤드셋

Logitech H570E 헤드셋

SOLO 추천

스피커 겸 마이크

Jabra Speak 510

SOLO 추천

헤드셋,스피커

MEET 추천HDR 및 Windows Hello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4K 웹캠

Logitech BRIO UHD PRO

SOLO 추천

HDR 및 Windows Hello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4K 웹캠

자브라 PanaCast

MEET 추천

카메라

기타 화상회의 장비
용도에 맞게 다양한 화상회의 장비를 구성할 수 있으며 통합 유지보수를 제공합니다. 

장비

Features

H.264 지원 고급 1080p 비즈니스 웹캠

Logitech C930E 비즈니스 웹캠

제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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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장비

1~4인 규모에 최적화된 웹캠, 스피커폰, 리모컨

Logitech BCC950

SOLO 추천

소형 회의실과 허들룸을 위한 올인원 Conferencam

Logitech Streamcam

All-in-One 장비

기타 화상회의 장비
용도에 맞게 다양한 화상회의 장비를 구성할 수 있으며 통합 유지보수를 제공합니다. 

장비

Features

• 화면크기 - 139cm
• 해상도 - 4K Ultra HD(3,840*2,160)
• 밝기 - 450nit
• 크기 - 1265 * 769.5 * 61.8
• 카메라 - 4K Ultra HD

올인원 화상회의 디스플레이

LG One:Quick

제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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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상세
03

Product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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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상세 Specification

COLABOX SOLO
상세사양

크기 W 1420 × D 1220 × H 2100

환기 저소음 환기 / 흡배기 시스템

상부 전원 콘센트,랜포트,USB포트,개별스위치(조명/환기)

하부 전원 콘센트 2개

조명 LED 다운라이트 주광색 / 백색등 중 선택

외부마감 전기아연도금강판(EGI) - 기본컬러 Black & White 색상 변경 가능

내부마감 항균, 방염 페브릭 - 기본컬러 Gray 색상 변경 가능

기타 테이블, 수납형 소파

벽걸이 모니터(LG / 24inch)

화상회의 패키지(리모트미팅 박스)

리모트미팅 계정(1 User/ 1 year License)

22



Specification

COLABOX SOLO
제품도면

제품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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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COLABOX MEET
상세사양

크기 W 2420 × D 1220 × H 2100

환기 저소음 환기 / 흡배기 시스템

상부 전원 콘센트,랜포트,USB포트,개별스위치(조명/환기)

하부 전원 콘센트 2개

조명 LED 다운라이트 주광색 / 백색등 중 선택

외부마감 전기아연도금강판(EGI) - 기본컬러 Black & White 색상 변경 가능

내부마감 항균, 방염 페브릭 - 기본컬러 Gray 색상 변경 가능

기타 테이블, 수납형 소파

벽걸이 모니터(LG / 27inch). 모니터 암

화상회의 패키지(리모트미팅 박스)

리모트미팅 계정(1 User/ 1 year License)

제품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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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COLABOX MEET
제품도면

제품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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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COLABOX mini
상세사양

크기 W 1000 × D 880 × H 2080

환기 저소음 환기 / 흡배기 시스템

상부 전원 콘센트,랜포트,USB포트,개별스위치(조명/환기)

조명 LED 다운라이트 주광색 / 백색등 중 선택

외부마감 전기아연도금강판(EGI) - 기본컬러 Black & White 색상 변경 가능

내부마감 항균, 방염 페브릭 - 기본컬러 Gray 색상 변경 가능

기타 테이블, 수납형 소파

제품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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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COLABOX mini
제품도면

제품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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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례
04

Product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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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대구상공회의소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제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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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동대문구창업지원센터

제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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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경민대학교 경민대학교

제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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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경남무역 경남로봇랜드재단

제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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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제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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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SK오앤에스 SK오앤에스

제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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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이화여자대학교 에트리

제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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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방송고등학교 방송고등학교 방송고등학교

제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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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제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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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인천대학교 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제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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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진주지식산업센터 창원대학교

제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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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진주시청 진주시청

제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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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강원청년창업사관학교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성신여자고등학교

제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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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제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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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한국노동연구원 소프트캠프

제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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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문의
Tel : 02-414-4337
Mail : colabox.kr@rsupport.com

알서포트(주)   05544 서울시송파구위례성대로10
(방이동44-5) 에스타워9~15층

QR 코드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쇼룸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화상회의 전문 부스 COLABOX
고민하지 말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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