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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 h a p t e r

하이브리드 근무 시대에 대한 대비는

화상회의 리모트미팅



2022년도 기업가 HOT 키워드는

‘하이브리드근무형태’ 로의 전환입니다.�

하이브리드근무는사무실출근과재택을혼합한방식으로
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는뉴노멀시대를대표하는하나의근로문화입니다.



*출처 :�잡코리아(직장인 398명 조사)

-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근무
- 주 1회 오프라인 만남 권장

- 오후 2~5시 ‘올 체크인 타임’

- 격주에 한 번씩 금요일 쉬는 날

- 휴가+업무 ‘워케이션 제도’
- ‘타입 O’ (주 3회 이상 사무실 출근)

- ‘타입 R’ (원격 근무 기반)

- 월 1회 오프라인 팀 활동 권고

- 하이브리드근무환경맞춤복지제도

- 최소근무시간제한없는퍼플타임제도

- 매주금요일어디서나근무, ‘마이오피스’

- 배달쿠폰,�온라인 도서관,�재택물품 제공

팬데믹이후변화한업무환경인식,
하이브리드근무전환은이제선택이아닌필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직장인 62.7%는 지금 '하이브리드형으로 근무 중'

'재택+출근'

62.70%'전직원 재택'

9.20%

'전직원 출근'

28.10%

한국



개인입장에서의장점기업입장에서의장점

절충적유연성

개인과기업의니즈에맞게유연성확보

인재풀확보및이탈방지

하이브리드근무는일종의직원복지

고정비용절감

사무실공간임대료,�설비 비용,�이동 감소

업무성과

워킹코어타임을스스로정해업무집중도향상

Well-Being

재정적,�심리적,�신체적 측면에서 삶의 질 개선

Work-Life�Balance

장소에 구애 받지 않아 일과 삶 균형 유지

하이브리드근무에서의필수품은바로
즉시연결 ·�즉각 협업할수있는화상회의입니다.



2019
Before�코로나

2020-2021
코로나대유행시기

2022
하이브리드근무형태로의전환

리모트미팅을이용한

화상회의이용자수

140,582

3,593,021

2,992,574 2,314,140

*�2022.01~2022.08까지의 총 화상회의 이용자 수는 1,542,756으로,�
2022년 연간 화상회의 이용자 수는 2,314,140으로 예상

급변하는기업근로환경에서

필수 SW로 인정받는화상회의서비스,�



수많은기업들이하이브리드근무를위해리모트미팅을선택하는이유!

사용 편의성을 위해 개발된 다양한 기능들과 앞선 기술력에있습니다.�



02 C h a p t e r

왜 리모트미팅인가

-제품 특장점



화상회의도입시고려할점은무엇일까요?

01. 비즈니스연속성 02. 협업 효율성 03. 보안성 및안정성

전세계어디서나끊김없는연결
누구든지쉽게접속

이슈발생시즉각적인상황대처
회의중업무협업동시에가능

기업의보안요구사항만족
무단침입및테러대비

화상회의는모두비슷하다는편견은금물!
비즈니스회의를위해철저하게검증받은제품준비가필요합니다.



•접속즉시회의개설및진행

• IT�숙련도에 상관없이누구나쉽게이용

Fast &�Easy

•공간제약없이 100명이 한 번에

•고객사,�파트너사 등외부손님도손쉽게회의초대

Barrier-less

Advanced

•AI�기반음성감지및소음제거

•AI�기반 3D�아바타 프로필및가상배경

•AI�기반자동회의록

프로그램설치없이웹브라우저에접속만하면회의시작!
물리적제약없이100명이한번에회의진행!

AI�기술을활용하여이제껏경험하지못했던놀라운화상회의환경을제공

Advanced

오프라인회의경험을온라인으로그대로옮긴웹기반화상회의



www.remotemeeting.com

NO DOWNLOAD
INSTALL

설치가전혀필요없습니다.
웹(www.remotemeeting.com)에접속만하면화상회의가시작됩니다!�

프로그램설치가필요없는웹브라우저기반의화상회의



웹에접속하여로그인하고 -라운지에서빈회의실을선택하여 -회의실제목을입력하면끝!
단3�Step이면,�화상회의가시작됩니다.

Step�01

Step�02

Step�03

화상회의를처음접하는초보자도바로사용할수있는쉬운UI∙UX



기존오프라인회의에서회의실문을열고들어가듯이

온라인에서도준비된회의실로들어가는 '라운지'�개념적용

로그인만하면자동으로연결되는1~99개의가상회의룸

초대된방으로
클릭하여바로입장

Click

가상회의실



평소에는소규모비대면회의로활용!
특별한날에는대규모온라인회의 /�컨퍼런스 /�세미나로도활용이가능합니다.�

100명
동시접속

최대100명과동시접속이가능해대규모회의 ·�컨퍼런스 ·�세미나도OK



모든회의참여자들의네트워크품질을자동감지하여
인터넷대역폭이낮은참여자도끊김없는회의를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누적

사용량
Low

Middle

High

High-Definition(HD)�Video�Conferencing

끊김없는회의진행을위해사용자의네트워크대역폭을자동감지하여화질을조정하고깨끗한오디오품질을유지합니다.
화상회의에참여중인사용자의네트워크품질이갑작스레나빠져도최상의오디오품질을확보하여회의가지속될수있도록합니다.

네트워크품질을자동감지하여끊김없는회의연결



알서포트의기술력으로자체개발한AMS�시스템은
트래픽을최소화하여갑작스러운참여자증가에도최상의서비스를제공합니다

10~30%

SFU
Selective

Forwarding
Unit

P2P

MCU
Multi-point

Control�
Unit

Hybrid�MCU�

AMS
Advanced�

Media�Server

알서포트의독자적인기술력AMS(Advanced�Media�Server)



재택근무,이제는생산성을고려할때

장애 없는
100%�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지향합니다.

SLA�100.000%�달성 /�격월 업데이트 /�장애 발생신고 0건.

언제어디서나
웹화상회의를할수있도록

100.000%



•사용자승인관련관리자전권부여

•사용자사용이력관리

•인증된 IP만 접속 가능(White�List기반)한 접근 통제

•신뢰된사용자만회의에참여가능

•신뢰된사용자만게스트초대가능

•비공개회의시철저한보호와기밀성보장

•개인정보(이메일,�이름 등)�노출 차단

•동의없이개인정보제3자 제공 일절금지

•저장데이터(녹화,�비밀번호 등)는 모두 암호화처리

•문서공유에 CDR�차세대 보안 기술적용

•브라우저샌드박스에서동작(악성,�오작동 방지 및 해킹차단)

•강력한암호알고리즘적용과 IETF�보안 표준 준수

•서비스무-설치 실행

•공유문서암호화및자동파기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운영

•해킹대비수시백업및보안시스템설치/운영

•개인정보처리직원관리및교육

• KISA와 중소기업 정보보호종합컨설팅수행

•외부전문보안기업과서비스취약점정기점검

기업이요구하는모든보안수준을준수!�

엔터프라이즈급최고수준의보안을제공합니다.�

서비스보안정책 서비스보안조치

개인정보관리 보안검증및개선



국산소프트웨어RemoteMeeting은외산소프트웨어ZOOM과차원이다릅니다.

Service



인터넷이연결된곳이라면
전세계언제어디서나

끊김없는안정된화상회의서비스를경험하실수있습니다.

RemoteMeeting은전세계어디서나연결됩니다.�



03 C h a p t e r

기능 소개



재택근무,이제는생산성을고려할때

기업에서사용하는화상회의는
필수적이고도전문적인도구여야합니다.



화상회의이용시자주경험하는문제는?

*출처 :�Dimensional Research,�2021.07

회의시원치않는소음(개가 짖는경우,�아이들이떠드는경우)

한꺼번에너무많은사람들이동시에대화함

효과적인브레인스토밍불가능(공동 개발,�화이트보드등)

낮은 품질의인터넷(대역폭,�연결성)

낮은 비디오,�오디오 품질

회의소프트웨어가사용하기어려움

피드백을포착하거나호스트주목을받기어려움

49%

47%

32%

31%

41%

13%

51%

주변소음제거

사회자를통한회의운영

문서공유,�그리기,�원격 제어

AMS�시스템으로트래픽최소화

HD급 비디오컨퍼런스시스템

발언권요청,�채팅 알림

Web 기반의쉬운 UX/UI

Rem
oteM

eetin
g과 함

께라면

걱정
ZERO



대규모인원이함께하는화상회의는,

로그인만하면회원들을위한특별라운지공간으로이동

회의실바로입장또는회의실사전예약(캘린더)

회원은물론, 비회원도초대가능

회의초대 스케줄링

바로옆에서 ∙함께보면서회의하는듯한생생한경험

귓속말

- 손쉬운회의초대는기본

- 편리한회의예약

- 100명이밀집한회의에서도방해하지않고대화

(1:1시크릿음성대화지원)



함께보면서직관적으로설명해야오해의소지를줄일수있습니다.

문서공유 화면공유
오디오공유

원격제어 양방향
그리기

바로옆에서 ∙함께보면서회의하는듯한생생한경험

- 문서공유를통해함께토론

- PC화면공유+사운드공유를통해직관적설명

- 원격제어및그리기를통해즉시협업



회의아젠다에맞춰회의록에메모,

궁금한게있을때채팅으로실시간질의응답,

화면을캡처하여이미지를공유,

회의내용전반을녹화,�

기록하고보관하고재검토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오류를최소화합니다.�

STT�(Speech-To-Text)�방식
직접 입력(Typing)�방식

회의록 채팅 녹화 히스토리

바로옆에서 ∙함께보면서회의하는듯한생생한경험

기록하고남기는것.�커뮤니케이션오류를줄이는시작!



스무스한화상회의운영을위하여회의전반을

진두지휘할수있는운영자가필요합니다.

- 참여자들의기기제어(마이크카메라ON/OFF)

- 발언권부여

- 다양한화면레이아웃으로다이나믹한화면구성

- 화면탭분리로와이드하게한화면에한개씩!

누구나사회자가될수있습니다.

참여자리스트를통해참여자들의기기제어및발언권부여

사화자만의강력한권한설정 (사회자만문서/화면 공유하기등)

화면모드변경을통해다양한화면레이아웃구성

대규모인원이모인회의에서는운영자,즉사회자가필요합니다.

사회자모드 참여자리스트 화면모드

VIP�또는임원과함께하는발표형태의온라인회의인가요?�



주요발표자(VIP)는발표에만집중하세요.��

사회자가 PD가되어온라인발표회를운영합니다.

중요발표자(VIP)가정해진비대면발표라면진행자(PD)가필요합니다.�

사회자모드 화면모드

VIP가비대면온라인발표를진행하는동안

사회자는PD�겸진행자가되어발표시간이

지루하지않도록청중들에게

보다다이나믹한화면을제공하며

발표에몰입할수있는환경을만듭니다.

커스텀모드

주화자 모드
발표자가 1명일경우또는특정인에게스포트라이트를!
- 메인 스피커를메인화면에고정할수있어요.

강조 모드
발표자(패널)가 4명일경우
- 패널의화면을강조하여보여줄수있어요.

분할 모드
출석또는 Q&A�시간과같이참여자전체를노출하여
- 참여자들의생생한반응을살펴볼수있어요.

커스텀 모드
회의참여자수에따라 ·�내 취향에따라
자유롭게회의화면레이아웃을구성할수있어요.�



나만의개성을담은프로필과가상배경으로사생활보호는물론회의환경을전환해보세요.

공감과소통을위한엔터테인먼트요소!나만의개성으로회의분위기전환

아바타 가상배경 리액션
이모티콘

3D 아바타는 기본적으로안녕, 미소, 눈 깜빡임 등 움직임을보여줘요.

사람과 아바타모두리액션이모티콘을활용해격한공감표현해요.

이미지 또는 동영상으로설정할수있는가상배경은
인물의영역을제외하고주변배경을감쪽같이변신시켜줍니다.

- 나를대표하는 3D아바타가나대신회의참여

- 개인공간노출이부담스럽다면가상배경적용

- 공감가는회의내용이있다면리액션발사



웨비나또는온라인컨퍼런스는강연에맞는프레젠테이션 기능이필요합니다.

비대면발표의핵심은화자와청중의대화,프로다운발표기능이필요합니다.

화면
탭분리

화면
스위칭

레이저
포인터

크로마키
배경

- 화면탭분리로한화면에는발표자료를

/다른 화면에는발표자의얼굴을

- 화면스위칭으로발표도중참여자들반응확인

- 크로마키배경으로실감나는가상배경적용

- 레이저포인터로중요한내용은하이라이트



관리자는원격지에서접속하는팀원들
또는외부와소통하는팀원들은별도의보안관리가필요합니다.

화상회의도보안과관리가중요합니다.기업맞춤관리기능제공!

회의실잠금 IP 제한설정 회의시간설정

사용자관리 회의사용량통계

- 사용자등록및지정

- 특정 IP�제한설정

- 회의실잠금및초대받지않은사람강제퇴출

- 기능별사용허용설정

- 회의시간설정

- 회의사용량통계



꼭노트북으로화상회의해야하나요?
아닙니다!�모바일에서도PC와동일한기능제공!

모바일완벽지원!모바일에서도 PC의경험그대로

모바일 ·�태블릿 (iOS�·�Android)�완벽지원

- 회의개설초대는물론,�

- 문서/화면공유등기본프레젠테이션기능지원

- 녹화,회의록등의기능을통한회의기록가능

- 모바일참여자도사회자권한획득가능

- 이동중에도감쪽같은가상배경적용



재택근무,이제는생산성을고려할때

AI�데모체험

음성회의록(STT)

가상배경처리

주변잡음처리

세계최초 AI�기술을 화상회의서비스에접목한

리모트미팅

페이스포커싱

3D�아바타



AI가 음성을 자동으로인식해회의록으로 AI가 당신의 리허설상대가되어줍니다.�

화자(Speaker)의음성을텍스트로자동변환하는

음성인식기반(STT)의AI�대화록기능을제공합니다.�

대규모회의 /�웨비나 /�컨퍼런스를대비해리허설이필요한경우

AI�아루가당신의리허설상대역은물론,�

기능사용방법까지친절히알려줍니다.�

화상회의를돕는스마트한AI�Assistant

*�AI회의록은회의종료후,�히스토리(History)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다운로드가능)



AI가 당신의 사생활을보호해줍니다. AI가 주변 생활소음을차단시킵니다.

사람의얼굴만을탐지하여주변배경만을

흐리게(Blur)또는가상의이미지,�동영상으로처리하는

배경숨김기능을제공합니다.�

리모트미팅은

주변잡음(키보드치는소리,�개짖는소리,�공사소음등)을제거하고

사람의목소리만을깨끗이전달하는기능을제공합니다.

화상회의를돕는인공지능AI�기술

*�크로마키배경천막을활용하는경우 더욱더자연스러운가상배경처리가가능합니다.



재택근무,이제는생산성을고려할때

얼굴을자동으로감지하는페이스포커싱 나대신에회의참여하는 3D�아바타

말하는사람이무의식중에몸을움직여카메라밖으로이탈해서

사람의얼굴을자동으로인식하여화면정중앙에노출해줘

산만해질수있는요소를최대한배제하여회의집중도를높여줍니다.�

3D�아바타로프로필을설정하면

자연스러운제스처(움직임)으로나대신에회의참여했음을알리고

리액션이모티콘감정에맞춰격한공감을해줘

더활력넘치는회의로만들어줍니다.�

화상회의를돕는인공지능AI�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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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C h a p t e r

인증 및 수상경력

도입 효과 및 사례



재택근무,이제는생산성을고려할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RemoteMeeting GS인증 1등급획득

알서포트가독자개발한100%�웹브라우저기반의화상회의리모트미팅은
기능성,�신뢰성,�사용성,�효율성,�호환성,�유지보수성등에대한
인증심사를통해품질에대한우수성을인정받아
GS(Good�Software)�1등급을획득하였습니다.�



다양한수상경력으로인정받은
화상회의솔루션No.1�리모트미팅의우수성

RemoteMeeting은진보적이고독자적인기술개발로제품의기술력과사용편의성을입증하였습니다.

2020

대한민국 SW제품품질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2021

하이테크어워드

올해가장기대되는명품솔루션분야

2018

글로벌상용 SW�공모대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2017

한,미 사용자경험(UX)�특허

회의실객체를이용한화상회의방법

2018

4차 산업혁명대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2020

소프트웨어품질인증

국가공인 GS�인증 1등급

2021

귓속말 (1:1�음성 대화)�특허

개별대화병행형화상회의방법

2022

AI�Korea�Awards

상생상(산자위원장상)�

2022

페이스포커싱특허취득

인물위치조정형화상회의방법



재택근무,이제는생산성을고려할때

약 17,000여개의 기업들이
현재리모트미팅을활용해하이브리드근무중

산업군별
서비스이용률

교육및

관련기관

38%

공공기관14%
IT11%

제조9%

금융5%

유통6%

기타17%

회의시간

34배
증가

화상회의사용증가
(전년 대비)



차량지원비용
• 주유비
• 외근 ·�출장교통비
• 주차비

사무실관리비
• 전기세

• 냉/난방비

• 식대

업무생산성

향상효과

• 빠른의사결정
• 협업을통한의사결정
• 신속한업무처리
• 정보자원의효율적이용

기업의임원들이직접경험한리모트미팅의도입효과



전세계17,000여기업이

일평균52,384건의리모트미팅으로화상회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수많은K-기업 ∙공공기관이애용하는화상회의솔루션

금융∙보험

교육

제조

건설

서비스

의료

공공



05 C h a p t e r

요금제



재택근무,이제는생산성을고려할때

귀하의비즈니스에
가장적합한요금제를선택해보세요.



결제방식 후불

회의시간 종량제과금

화상회의사용형태에따라 ∙사용빈도에따라요금제선택
우리기업에맞는요금제는?

*�VAT�별도• 유저란?�회의를개설하는호스트를의미합니다.�
• 유저요금제의최소구매수량은5�유저입니다.

“정기적으로진행되는온라인회의가있어요.
주또는일단위로진행되는온라인회의가있다면”

“온라인으로진행되는회의가일정하지않아요.
이따금진행되는온라인회의에는 ”

선택

• 해당요금제는분당과금되는요금제로
1시간사용시  12,000원이청구됩니다.�

분당200원

사용하는시간만큼지불하는,�종량제

월17,500원

시간제한없는라이선스를구매,�유저요금제

/1유저

결제방식 선납

회의시간 무제한

(연210,000원 /�1유저)



기업∙기관의대규모비대면행사
외부장비를포함한화상회의장비일체

별도문의

• 주주총회와 같은 대외 행사 /�시무식,�종무식 등의 전사 행사

• 정부(공공)기관에서의 발표자 토론

• 로지텍을 포함한 화상회의 장비 일체

비대면행사개최가예정되어있으신가요?
화상회의장비를구매해야하는데어디서부터알아봐야할지엄두가안나시나요?

“큰 규모의비대면행사
또는참여형방송에사용하고싶어요 ”

지금연락주시면
귀하의성공적인비대면행사개최를위해

도입상담을도와드리겠습니다.�

070-0711-1378 sales.kr@rsup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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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라인업



함께하면더좋은
리모트미팅의라인업을소개합니다.



대표님집무실또는회의실마다한대씩놓으면너무좋은RemoteMeeting BOX

화상회의전용
장비세트구성

TV�리모컨으로켜고끄는것과동일한작동방식

1)�전원을켜고

2)�OK�버튼만누르면화상회의시작!



올인원화상회의장비+@가필요하신가요?

꼭리모트미팅제품이아니여도좋습니다.�
회의실공간에맞게 ∙규모에맞게컨설팅해드립니다.

소형회의실또는임원실
중형회의실

(10~15인미만)
대형회의실
(15인이상)

Logitech
Meetup

Logitech�
Rally

VTV�Conference�
Pack

*�위와같은회의실별화상회의구성장비는예시이며,�귀하의회의실규모에맞게·�사용형태에맞게·�예산에맞게다양한장비를제안해드립니다.�



사무실의틈새공간을스마트워크부스로만들어보세요.

화상회의부스內

RemoteMeeting BOX
RemoteMeeting SW�설치완비

화상회의를위해조용한공간을찾으신다면?

방음은물론화상회의장비일체가갖춰진부스에서

-화상회의 -고객상담 -채용면접



TV에내장된광각카메라와마이크로추가장비가

필요없는 4KUHD화상회의전용디스플레이

*ONE:QUICK기본모델은바퀴가달려있어이동이자유롭습니다.

LG에서선보이는기업용올인원화상회의디스플레이입니다.

LGOne:Quick에는

RemoteMeeting App이기본탑재되어있어

TV리모콘으로바로회의시작!



회의실/거실/호텔등어디에서든PC등별도장비

없이도와이드한 TV화면에서즐기는리모트미팅!

LG SmartTV를사용하고계신가요?�

WebOS�기반의LG�SmartTV에는

RemoteMeeting App이기본탑재되어있어

손쉽게회의시작!



리모트미팅
도입만으로도!

물리적한계극복

언제어디서나연결되어업무를할수있습니다.

디지털협업지원

혁신을만드는도구를통해 분산된인력을연결합니다.

참여증대

직원간유기적상호작용과감정적교류가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근무문화정착을위한필수요소는 ’리모트미팅’입니다.

리모트미팅도입으로업무의연속성과애자일조직문화를확보하세요!



Thanks

Korea�:

138-827�서울시 송파구위례성대로 10�

(방이동 44-5)�에스타워 9~15층

전 화 :�+82-70-7011-3900

팩 스 :�+82-2-479-4429

기술문의 :�support.kr@rsupport.com

구매문의 :�sales.kr@rsupport.com

USA�:

560�Sylvan�Ave.�suite 1000,

Englewood�Cliffs,�NJ�07632,�USA

TEL:�+1-888-348-6330

FAX�:�+1-888-348-6340

Tech�:�support.us@rsupport.com

Sales�:�sales.us@rsupport.com

China�:

北京市朝阳区⾩通东⼤街6号⽅恒国际

A座2708

电话 :�+86-10-8256-1810
支持咨询 :�support.cn@rsupport.com
销售咨询 :�sales.cn@rsupport.com

Japan�:

〒105-0001�東京都港区虎ノ門1-2-20

第3虎の門電気ビル

TEL�:�+81-3-3539-5761

FAX�:�+81-3-3539-5762

Tech�&�Sales�:

https://help.remotemeeti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