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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ortless video conferencing, the way you’ve always wanted

화상회의�제품들의�기능/품질�평준화로 
 어떤�기능들이�되는지를�따지는�것은�이젠�더�이상�의미가�없습니다. 

 얼마나�놀라운�기술력을�가지고�디테일을�신경�쓴�제품인지
 한국�회의�문화에�맞춘 B2B 성격의�기능들을�제공하는지 

 또�급할�때 · 도움이�필요할�때�한국어�지원이�가능한지를�따져봐야�합니다.

RemoteMeeting

화상회의�제품�선택�시

유의사항
전용�프로그램을�설치하고�때마다�업데이트를�진행해야�하는가

약간은�번거로울�수�있는�세팅�과정을�거쳐야하는가

Windows와 Mac, iOS와 Android 또는 Windows와 iOS간의�호환이�잘�되는가

영상이나�음성의�끊김이�간헐적이고�규칙적으로�발생하지는�않은가

일반�계정을�사용한다고�가정했을�때,
제한�시간이�있어 1시간�이상�넘어가는�회의를�진행할�수�없지는�않은가

*1~3의�경우, 컴퓨터에�대해�잘�알지�못하는�구성원과�화상회의를�진행하게�되는�경우
안내를�해줘야�하는�소모적인�시간�투자가�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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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비교표

회의�시작�전01

전용�프로그램�설치가�필요한가요?

모바일에서의�화상회의

한�회의실에�최대�참여자�수

 비회원�초대�가능�여부

구글�계정�연동

연속�회의�가능�시간

다양한�초대�방식

화질�선택�가능�여부

장치�테스트 

화상회의�전용 HW 라인업

화상회의�보조(마이크· 웹캠)장비�호환

전용�회의실

대기실�개념

회의�시작�모드�선택

프로그램�설치가
필요�없습니다 exe 프로그램�설치

HD/일반

화상회의·문서공유회의
·영상공유회의

exe 프로그램�설치

URL 입장, 이메일�초대만�가능

호스트가�수락해야만
회의�입장�가능

호스트가�수락해야만
회의�입장�가능

100명 100명
(유료�결제�시, 1000명)

100명
(유료�결제�시, 300명)

무제한 무료�최대 40분 무료�최대 60분
(유료�결제�시, 30시간)

ZOOM Teams리모트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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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비교표

회의�중02

 HD 화질

회의�중�장치(오디오/비디오) 선택

주변�소음�제거

비디오�필터

가상�배경�화면

크로마키�설정

프로필: 3D 아바타

회의실�잠금(비밀�회의실로�변경)

사회자�권한�획득

사회자�변경

사회자 ‒ 참여자�비디오�제어

사회자 ‒ 참여자�오디오�제어

사회자 ‒ 발언권�부여

사회자 ‒ 참여자�특정�기능�사용�제한

사회자 ‒ 참여자�강제�퇴장

사회자 ‒ 회의�전체�종료

카메라에서
일반/HD 화질�직접�선택

네트워크�상태에�따라
자동�변경

동물�캐릭터인물�캐릭터�제공

누구나�사회자가�될�수�있습니다

ZOOM Teams리모트미팅

인물�캐릭터

호스트가�사회자로�고정호스트가�사회자로�고정

호스트가�사회자로�고정사회자�권한을�가진�사람만
변경�가능

참여자�전원�퇴장�후�종료�가능 종료�후�재접속�가능

OFF는�가능하나
ON은�참여자에게�요청

OFF는�가능하나
ON은�참여자에게�요청

설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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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공유

공유된�문서�위에�그리기

화면�공유

iOS 화면�공유

소리�공유

공유된�화면을�원격제어

공유된�화면�위에�그리기

화이트보드

ZOOM Teams리모트미팅공유�기능

 채팅

1:1 채팅

시크릿(음성) 대화

리액션�이모티콘

액션�로그�기록

ZOOM Teams리모트미팅대화�기능

 AI 자동�회의록

수동�회의록

녹화

스크린캡처

ZOOM Teams리모트미팅기록�기능

유료�결제�시, 녹화�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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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탭�분리(멀티�모니터)

화면�스위칭(공유�화면 ‒ 참여자PIP)

PIP 숨기기

PIP 고정

화면�레이아웃�구성

화면�레이아웃: 커스텀�모드

ZOOM Teams리모트미팅

4 Type 4 Type 3 Type

개인�화면에서만�고정�가능

20종의�레이아웃�제공

화면�구성

 회의�예약 

주소록

회의�반복�여부

예약�시간�간격

참가자�추가

회의�내용�설명

예약�알림

ZOOM Teams리모트미팅

30분�단위 15분�단위 30분�단위

10분전�알림 5분전�알림 5분전�알림

기능�비교표

회의�예약03



리모트미팅 Vs. 줌(ZOOM) Vs. 팀즈(Teams) 기능�비교표 07회의�관리�및�지원   |   가격�요금제

기능�비교표

회의�관리�및�지원04

가격�요금제

 회의�이력�관리

현황 & 통계

제품�이해를�위한�정보�제공

서비스�상태�체크

문제�발생�시�해결: 온라인�문의

문제�발생�시�해결: 원격제어

문제�발생�시�해결: 유선�지원

문제�발생�시�해결: 1:1 채팅

한국어�문의�응대

개인�계정: 
본인�회의�이력만�확인�가능

챗봇가상회의실에서
AI 라이브�데모�체험

ZOOM Teams리모트미팅

참석�보고서:
회의�시간만�확인�가능

월�요금
1. 무료
2. Basic (200원/1분)

3. User (17,500원/1 ID)

1. 무료
2. Pro ($14.99/1 ID)

3. Business ($19.99/1 ID)
    최소�구매�수량 10 ID
    ($199.9 과금)

4. Enterprise ($19.99/1 ID)
    최소�구매�수량 100 ID
    ($1,999 과금)

1. 무료
2. Essentials (4,500원)

3. Basic (6,700원)

4. Standard (14,100원)

5. Premium (24,700원)

ZOOM Teams리모트미팅



Effortless video conferencing, the way you’ve always wanted

한국�개발�업체가�만든�서비스�답게
한국�기업의�회의�문화에�맞춰,
한국�회의�패턴에�맞게�설계된
B2B 전용�화상회의�서비스로

기업에서�요구하는�기능과�보안, 품질 
모두를�제공하는�전문�도구�입니다.

학생, 주부, 종교, 모임�등 
직장인들보다는�온라인�수업

또는�랜선�모임에�더�많이�활용되고�있는
B2C 성격이�강한�화상회의�서비스입니다.

심플한 UI와�기본�기능들만�제공하고�있어서
아직까지는�전문성을�갖춘�서비스라�말하기는

힘들고 Microsoft 365 앱과�함께�사용하는
부가�서비스에�더�가까운�제품입니다.

줌 ZOOM

팀즈 Teams리모트미팅

보안

연결 

품질

리모트미팅은�줌(ZOOM)과는�다르게
줌�바밍과�같은�보안�이슈�없는�견고한�보안�시스템을�자랑합니다.
- 서버�운영�위치: 한국, 일본
- 개인�정보�유출�우려�없습니다.
- 제 3자가�회의실�난입할�수�없습니다.
- 문서�보안, 전송�구간�암호화, 접근�차단�설계�등으로�안전망을�구축하였습니다.

리모트미팅은�팀즈(Teams)와는�다르게
한창�일�할�시간에�연결이�안되는�셧다운�이슈�없이�서비스가동률 100%를�자랑합니다.
- SLA(Service Level Agreement) 100% 달성! 셧다운�없는/장애�발생�신고�없는�안정적인�서비스입니다.

리모트미팅은�줌(ZOOM) · 팀즈(Teams)와는�다르게
업계�최고의�비디오/오디오�품질을�제공합니다.
- 사용자의�네트워크�환경에�따라�화질을�자동으로�조절합니다.
- 생활�소음을�제거하고 3중�음성�필터링을�거쳐�사람의�목소리만을�깨끗하게�전달합니다.
- 실시간�미디어�서버와  클라우드�서버가�통신하여�이질감�없는�화상회의�환경을�제공합니다.
- 동급�최고의�비디오�장치가�탑재되어�있습니다.
- 코덱(Codec)-SW-HW 통합�지원합니다.
- 화상회의�시, 다양한�보조�장치(마이크, 웹캠, TV 등)를�연결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 음성�지연이�거의�없어 (0.2~0.3초�딜레이) 대면하여�대화하는�듯�합니다. (타�제품�평균 0.5초�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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