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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하이브리드 워크에 주목하는 기업들



하이브리드 워크에 주목하는 기업들

미국기업의 74%는
영구적하이브리드워크모델을
적용또는구현할예정

기업 경영진 중 다수는
적절한 수준의 하이브리드
워크가 필요하다고 판단



기업이 하이브리드 워크 도입을 고민하는 이유

1. 하이브리드 워크로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2. 하이브리드 워크를 찾아 퇴사하는 직원들

3. 하이브리드 워크 솔루션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

4. 그 외. 기업 비용 절감 효과 등



성공적인 하이브리드 워크 정착엔
제대로 된 원격 근무 솔루션이 필수



완벽한 하이브리드 워크, 
리모트미팅에서 답을 찾다



RemoteMeeting 진화의 발자취

2018 2019 2020 2021

- 서버 및 시그널링 고도화
- HD Voice 음질 개선

저속 네트워크 환경에서
영상 및 음질 최적화

- 30인 동시 접속
- 세미나 모드 (베타)
- 서버 확장 및 품질 개선

- 100인 동시 접속, 한 화면 노출
- AI 음성 필터로 음질 개선

- 회의 간편 예약 및 스케줄링
- 모바일 - 회의실 개설 및 녹화
- 고화질 회의 녹화

- 사회자 모드 제공
- 좌우 반전
- AI 대화록
- 화면+소리 공유
- 유튜브 공유

- 구글 계정 연동 (SSO)
- 기업 전용 웹페이지 제공
- 회의실 잠금, 접속 제한 기능
- 핀 고정 기능
- 배경 흐림 기능

- AI 주변소음 제거
- 가상 배경
- 페이스 포커스
- AI 라이브 데모

품질 개선

편의 기능 강화

2022

뛰어난 품질 및 편의성 확보

하이브리드 워크에
최적화된 화상회의로 진화



2022 RemoteMeeting 주요 업데이트

소통은 더 부담 없이

회의는 더 편리하게

협업은 더 강력하게

커스텀 모드
화면 스위칭

탭 분리

3D 아바타
리액션
귓속말

원격 제어 & 그리기
iOS 화면 공유
Drag & Drop



소통은 더 부담 없이
3D 아바타·리액션·귓속말



이제 3D 아바타가 나를 대신합니다

3D�아바타

- 업계 최초인간형 3D�아바타 기능제공
- 음성 인식제스처및리액션기능대응
- 실제 동작및표정대응기능업데이트예정



리액션으로 회의에 활력을!

리액션 기능

- 상대 피드백을 직관적으로 확인
- 분위기 개선 효과 기대 가능



때론 둘이서만 나눌 의견도 있죠

귓속말기능

- 지정한 사람에게만음성전달
- 회의 흐름을끊지않고의견교환가능



회의는 더 편리하게
커스텀 모드·화면 스위칭·탭 분리·크로마키



딱 맞는 회의 형태를 찾다

커스텀모드

- 회의에 맞춰자유롭게레이아웃변경
- 총 20종의 템플릿제공
- 이후 커스터마이즈기능강화예정



발표 내용도, 참석자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화면스위칭

- 클릭 한 번으로공유화면/참가자화면전환
- 노트북 PC�및 소형 기기에서유용한기능



듀얼 디스플레이로 편리하게 회의

화면스위칭

- 공유 자료및참가자탭을분리,�자유롭게배치
- 듀얼 디스플레이환경에서편리하게이용가능



크로마키로 화상회의를 프로답게

크로마키기능

- 녹색 배경설치후원하는배경으로합성가능
- 기존 가상배경대비합성품질우수



협업은 더 강력하게
원격제어·양방향 그리기

iOS 화면 공유·Drag & Drop



원격 제어로 더 완벽해진 협업

원격 제어 기능

- 알서포트의 원격 제어 기술력 그대로
- 상대 PC의 화면을 함께 보며 대신 제어 가능



양방향 그리기 - 동시 그리기로 소통 Up!

양방향 그리기

- 공유 문서에 여러 명이 동시에 그리기 가능
- 빠르고 매끄러운 소통에 일조



내 아이폰 화면을 간편하게 공유

iOS 화면 공유

- 안드로이드에 이어 iOS 화면 공유 기능 제공
- 스마트폰 실행 화면을 손쉽게 공유



Drag & Drop – 더 간편하게 문서/이미지 공유

Drag�&�Drop

- 드래그 앤드롭또는 Ctrl+C,�Ctrl+V로 문서및이미지간편공유



다양한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
LG One:Quick·webOS



하이브리드 워크,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다양

거점 오피스

카페

재택근무

거래처

회의실

지방 영업소

One:Quick

RMbox

One:Quick

노트북

노트북

스마트폰

RemoteMeeting - LG TV 및 비즈니스용 올인원 스크린까지 지원



올인원 스크린에 RemoteMeeting을 더하다

One:Quick RemoteMeeting

- LG One:Quick 제품군의 기본 화상회의 S/W로 선탑재
- 구매 시 RemoteMeeting 라이선스 포함



SmartTV로 만나는 리모트미팅

LG SmartTV 사용자라면 누구나!

LG webOS용 RemoteMeeting
LG 콘텐츠 스토어에서 리모트미팅을
다운로드 받으면 노트북 연결 없이도
화상회의를 LG TV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최고의 화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술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