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를 위한 All-In-One 솔루션

RemoteMeeting BOX는 알서포트의 클라우드 화상회의 서비스 RemoteMeeting을 가장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 장비입니다.
패키지의 주요 구성은 ①BOX 본체, ②Full HD 기업용 비디오카메라, ③스피커 일체형 블루투스 마이크로폰과 ④리모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RemoteMeeting BOX는 일반 회의실을 가장 간편하게 화상회의실로 변화시킬 수 있는 토탈 화상회의 솔루션입니다.

RemoteMeeting BOX는?

RemoteMeeting BOX의 쉽고 간편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기업이

화상회의를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한정적인 시간과 비용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하는 고객, 파트너, 해외지사
인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RemoteMeeting BOX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소의 투자 비용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혁신하는 것이
RemoteMeeting BOX의 미션입니다.

RemoteMeeting BOX의 특징

협업 생산성을 높이는 노트북 화면 공유 기능

학습이 필요 없는 쉽고 간편한 사용방법

내 노트북 화면을 HDMI 포트를 이용하여 다른 회의참가자에게 자유자재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과 연결된 HDMI 케이블을 RemoteMeeting
BOX에 연결하면 노트북의 화면이 회의 스크린에 표시됩니다.

RemoteMeeting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하는 놀랍도록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화상회의를 TV처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RemoteMeeting BOX가
설치된 회의실에 들어가서 리모컨의 OK버튼을 누르면 회의를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All-In-One 토탈 화상회의 시스템

강력하지만 가장 저렴한 화상회의 장비

RemoteMeeting BOX가 설치되어 있다면 화상회의를 위해 더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가볍고 빠른 안드로이드 시스템, 고성능의 로지텍 기업용 카메라, 그리고 Jabra
스피커폰으로 구성되어 다른 장비를 추가할 필요 없이 고화질의 화상회의를 구현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회의실을 화상회의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 장비 설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고민 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약 15분의 설치
시간으로 화상회의가 24시간 준비되는 첨단 회의실을 보유하게 됩니다.

RemoteMeeting BOX 사용 방법
OK 버튼만 누르면 화상회의 시작! 리모컨 사용 방법 안내

원-클릭 회의 만들기
RemoteMeeting BOX가 있다면, 단 한 번의 클릭으로 회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리모컨 OK 버튼을 클릭하면 RemoteMeeting의 99개의 회의실 중
BOX 회의 룸으로 Free-set 된 회의실에 자동으로 화상회의를 생성해 줍니다.

세계 최초 HDMI 화면 공유
내 노트북 화면을 간편하게 공유합니다
회의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의 화면을 자유자재로 다른 참여자에게 프리젠테이션합니다.
BOX와 연결된 HDMI 케이블을 노트북과 연결하면 노트북의 화면을 다른 참석자들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2. 노트북 화면이 회의 스크린에 표시되고
다른 거점의 참여자에게 공유

1. HDMI 케이블을 사용하여
노트북과 BOX 연결

3. 리모컨의 화면 모드 버튼을 눌러서
쉽게 화면을 전환

오프라인 회의에서 HDMI 화면 공유
화상회의가 아닌 일반 회의에서도 HDMI 화면 공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HDMI 화면 공유 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HDMI 케이블을 이용해 노트북을 연결합니다.
RemoteMeeting BOX와 연결된 모니터에서 노트북의 화면이 출력됩니다.

RemoteMeeting BOX를 사용하고 있는 산업은?
본사-공장-지사 간의 화상회의
“본사에서 각 지사로 출장 가지 않아도 리모트미팅을 통해 간단히 해결했어요”

대표 사례: 식품 제조업 S사
본사 - 지사 - 공장 - 각 매장 - 해외지점 다자간 화상회의 진행

원거리(국내-해외)간의 화상회의
“매번 이동하지 않아도 화상회의를 통해 정기 업무 교육을 쉽고 편하게 받았어요”

대표 사례: 금융 펀드 W사
내/외부 정례 회의 및 화상 툴을 활용한 펀드 상품 교육 시행

RemoteMeeting BOX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거점 별 화상회의 장비를 구축하여 쉽고 간편하게 화상회의를 진행 – 실시간 이슈 공유 및 업무 협업
-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원거리 지사 ∙ 공장 ∙ 해외 ∙ 매장 등의 사람들과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 재택 근무자 및 사외 근무 인원과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 클라이언트(고객) 잦은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 타사와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자주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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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Meeting BOX가 필요한 기업은?
여러 곳에 퍼져 있는 원거리
영업 거점 또는 해외지사와
즉각적인 협업이 필요한 회사

클라이언트와 상담이 잦은
컨설팅 회사

재택근무 및 사외 근무 인원과
화상회의를 자주해야 하는 회사

높은 구매 비용과 유지보수의
어려움 때문에 화상회의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

넓은 캠퍼스에 산재해 있는
학과 사무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대학

타사와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자주 회의해야 하는
개발 회사

RemoteMeeting BOX의 패키지 구성

RemoteMeeting BOX
•
•
•
•
•
•
•
•
•

RemoteMeeting 셋톱 박스
2.5GHz 고성능 CPU
이더넷
블루투스
빌트인 Wi-Fi
32GB 온-보드 메모리 저장매체
저전력 설계
USB 3.0(x1)/2.0(x3) 포트
HDMI In & Out 포트

리모컨
•
•
•
•

셋톱 박스 리모트 컨트롤러
전원 on/off와 주요 기능을
리모컨으로 쉽게 사용
심벌 마크 기능키 적용
IR Remote

카메라
•
•
•
•
•
•
•
•

Logitech Full HD C930e
기업 전용 화상회의 카메라
화상각 90도
Full HD 지원
프라이버시 셔터
선명한 화질을 가능하게 하는
Carl Zeiss렌즈 사용
오토포커스 기능
저광 자동 보정 기능

스피커폰
•
•
•
•
•
•
•

Jabra 510 고성능 회의용 스피커폰
360 전 방향 (무지향성 마이크)
블루투스, USB 케이블 혼용 방식
DSP 기술 적용(노이즈 제거)
에코 방지 기능
터치 센서 방식
최대 15시간 통화 가능한 충전 배터리

회의실 규모 별 화상회의 장비 도입
소형 회의실 또는 임원실

소형 회의실(6인 미만) 또는 개인 집무실
모니터/노트북이 있는 일반 회의실 또는 집무실이라면
RemoteMeeting BOX 패키지 하나로 전용 화상 회의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규모 별 화상회의 장비 도입
중형 회의실

중형 회의실(10~15인 미만)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형 회의실에서는 RemoteMeeting BOX와
함께 중소 규모에 알맞은 Cam(Meetup 또는 Group Cam)과
함께 안정적인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Logitech Meetup

회의실 규모 별 화상회의 장비 도입
대형 회의실

대형 회의실(15인 이상)
20인 이상의 단체 규모에서도 다수 인원을 와이드 카메라로 모두 화면에
담을 수 있는 대형 화상 회의실 구성이 가능합니다. 화자 인식이 가능한
개별 마이크를 설치하여 회의실에서도 깨끗한 음성 전달이 되어,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최적화 된 화상회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RemoteMeeting BOX 화상회의 장비 파트너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영상과 음성 장비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체결
귀하에 맞는 장비를 추천해드립니다.

로지텍(Logitech) 화상 장비 글로벌 업체의 파트너십 LCP 멤버로서
중소형 화상회의실에 맞춤 장비를 추천해드립니다.
RemoteMeeting Box는 로지텍(Logitech)의 장비와 호환되며,
고화질의 생생한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로지텍 화상 장비 실제 구축 사례

대형 회의실에 안성맞춤인 VTV의 Conference Pack은 깨끗하고 명확한
음성 전달을 위한 고성능 카메라를 활용한 화자 추적 기능을 제공합니다.
RemoteMeeting은 VTV의 Conference Pack과 호환되는
세계 유일 화상 장비이며, 대형 회의실(또는 강당)에서
VTV 화상 장비 실제 구축 사례

고품질의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회의를 위한 가장 스마트한 솔루션

RemoteMeeting BOX Specifications
Input Interface

WiFi (Frequence range)

DC-Jack

1 port

AC Adaptor

USB 3.0

1 port

WebCam

USB 2.0

3 port

Speaker phone, Keyboard, Mouse. Etc.

RJ-45

1 port

Ethernet port

HDMI In

1 port

PC

HDMI Out

1 port

Monitor

IR receiver sensor

1 port

Remote controller

2 412 ㎒ ~ 2 472 ㎒ (802.11b/g/n 20 ㎒ BW)
2 422 ㎒ ~ 2 462 ㎒ (802.11n 40 ㎒ BW)
5 180 ㎒ ~ 5 240 ㎒ (802.11a/n 20 ㎒ BW),
5 190 ㎒ ~ 5 230 ㎒ (802.11n 40 ㎒ BW)

Bluetooth (Frequence range)

2 402 ㎒ ~ 2 480 ㎒ (Bluetooth, Bluetooth Low Energy)

AC Adaptor

Input : AC 100-240 V, 0.7 A, 50-60 Hz
Output : DC 5V / 5A

Power consumption (Typ.)

Standby mode

4.2 watt (Max)

Active mode

8.6 watt (Max)

HDMI Input (on connection)

10.5 watt (Max)

HDMI Input (on sharing)

12.4 watt (Max)

Sleep mode
Environmental Conditions

Operating Conditions
Storing Condition

2.8 watt (Max)
Temperature

0 °C to 40 °C

Humidity

Less than 80 %

Temperature

-20 °C to 60 °C

Humidity

Less than 85 %

Dimension

Approx. 140.0 mm(W) x 140.0 mm(D) x 37.0 mm(H)

Weight

Approx. 0.30 kg

RemoteMeeting BOX 화상회의 도입을 도와드립니다.
화상회의 장비 도입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성심 성의껏 기업에 맞는 화상회의 장비 도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형 회의실

도입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용현 과장

직통전화 : 02-420-1874

국내영업본부
서비스팀

이 메 일 : kyh@rsupport.com

휴 대 폰 : 010-8745-5711

RSUPPORT RemoteMeeting Team 2020

알서포트는 원격지원 전문 아시아 1위 기업입니다. 세계 최초로 웹과 아이콘을 이용한 원격 제어 시스템 특허를 획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표준을 만들어 왔습니다.
전 세계 기업과 정부, 교육기관이 알서포트의 원격 제어 제품을 빠른 속도와 안정적인 서비스,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최고의 솔루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