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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처럼 리모컨 하나로 작동되는 화상회의,
이보다 쉬울 수는 없습니다!

2020/02 v.1

RemoteMeeting BOX는, 전용 리모컨의 조작만으로 편리하게 온라인 화상회의를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며,
참여자 초대와 영상회의, 화상회의, 화면 공유 회의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HDMI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으로 노트북 PC 화면을 상대방과 공유하면서 화상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패키지 구성	   P1
· 리모컨 사용법	   P2
· 동작 방법 	   P3 - P17 



1

패키지 구성TV처럼 리모컨 하나로 간단히  시작과 진행!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화상회의 

RemoteMeeting BOX 패키지 주요 구성품

RemoteMeeting BOX

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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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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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컨

스피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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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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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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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 사용법 회의 개설과 참여를 전용 리모컨으로 시작해보세요.

전원 전원 ON 또는 3초간 누름 시 전원 OFF
전원 ON 상태시 대기모드 ON 또는 OFF 

방향/OK 버튼

OK(확인) 선택, 포커스 핀 위치의 선택
상,하,좌,우
화상 회의 중 ‒ 부 화면(PIP) 좌우 선택 후
OK 선택 시 주화면으로 고정

메뉴 메뉴 열기/닫기

화면전환 화면 변경 영상회의 <-> 외부 연결된 기기 화면 (HDMI IN)

취소(뒤로) 메뉴 창 닫음. 전 단계로 이동

화면 공유 나의 현재 화면을 다른 참여자에게 미러링 보내기 

화면 캡쳐 회의 중 현재 화면을 이미지 타임라인으로 저장

볼륨 증가 음량 높이기 

볼륨 감소 음량 낮추기

카메라 조절 내 영상의 전송을 중단 또는 재전송

음소거 버튼 마이크 음소거 또는 음소거를 해제

키패드 1

키패드 5

키패드 3

키패드 7

키패드 2

키패드 6

키패드 4

키패드 8

키패드 9

회의 참여/녹화 
제어 다이내믹

화상 회의 전 ‒ 회의 참여 접속 코드 입력
화상 회의 중 ‒ 녹화 시작 또는 녹화 종료 

키패드 --

PIP 제어 
다이내믹 화상 회의 중 -  부화면(PIP) 표시 또는 숨기기

키패드 O

라운지 다이내믹 LOUNG(회의실 목록) 표시 또는 홈 화면으로 이동
키패드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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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동작회의 시작은 전용 리모컨의 OK 버튼으로!

RemoteMeeting BOX 시작 화면 설명 

HOME 화면
- 대기 화면 

전용 리모컨의 OK 버튼을 누르면, 화상회의가 바로 시작됩니다. 

LOUNGE 화면
- 회의실 선택 화면

라운지의 회의실 목록 화면에서 선호하는 도시명의 회의 룸을 선택하면 새로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용자가 개설한 회의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이용 상태는 각 회의실 배경의 ON/OFF 상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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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동작

RemoteMeeting BOX의 이용 프로세스 

- 회의실을 선택하고 개설하시겠습니까?
- 회의실을 선택하지 않고 개설하시겠습니까?

7 페이지 상세 안내

8 페이지 상세 안내 9 페이지 상세 안내

10 페이지 상세 안내

미 선택

개설

회의실 번호로 참여

참여

접속 코드로 참여

화상회의 진행 다양한 기능을 통해 
생산성 향상!

리모컨으로
빈 회의실 선택 후, 

회의 시작!

리모컨으로
초대받은 회의실 번호를 

선택하여 회의 참여!

회의 종료

- 화상회의를 새로 개설하시겠습니까?
- 개설된 회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안내된 회의실 번호 (OO번, 도시명)으로 참여하십니까?
- 접속 코드(6자리)로 참여하십니까?

안내된 접속 코드 (6자리)
입력 후, 회의에 참여!

HOME
대기화면

LOUNGE
회의실 

선택 화면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고 
연결 코드 입력 화면

 

리모컨의 
      또는       버튼을 눌러 
LOUNGE 화면으로 이동

리모컨의
      또는       버튼을 눌러 
LOUNGE 화면으로 이동

리모컨의 
    버튼을 눌러

회의 시작!

리모컨      버튼을 눌러 
회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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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리모컨 하나로
화상회의에 필요한 모든 동작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 동작

RemoteMeeting BOX 시작 화면 설명 

회의실 잠금
비 공개 회의 (초대된 사람만 회의 참여 가능)

화면 변경/전환
화상회의중인 화면과 공유한 화면의 전환

회의록
회의 내용을 회의록을 통해 실시간 공유

타임라인(채팅)
회의 참여자들과의 채팅 표시

카메라 제어	 	             15 페이지 상세 안내

카메라 ON / OFF 제어

마이크 제어	 	             15 페이지 상세 안내

마이크 ON / OFF 제어

녹화	 	 	             14 페이지 상세 안내

회의 내용을 녹화하여 회의록으로 활용
 

화면 캡처		 	             13 페이지 상세 안내

회의 중의 화면을 스크린 캡처

 화면 공유		 	             12 페이지 상세 안내

회의 참여자들에게 내 PC 화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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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동작

기타 편의 기능 

  오프라인 회의   PC/노트북 연결
- 16 페이지 상세 안내

화상회의와 연결된 HDMI 케이블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트북 화면을 TV 모니터로 연결하여 보여줌.

연결 상태 진단
- 17 페이지 상세 안내

연결 상태가 불안정하여 일시적으로 화상회의 연결이 안될 경우, 현재 접속 상태을 확인.



7

기본 동작리모컨의 OK 버튼을 눌러 회의 시작!

OK 버튼을 누르면 바로 회의가 시작됩니다. 

* 	회의실 정보 입력, 참석자 목록 작성, 회의 요청 보내기 등의 	
작업 없이도 바로 회의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HOME
대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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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동작리모컨으로 빈 회의실 선택 후, 회의 시작!

전용 LOUNGE 회의실 목록 화면에서 
원하는 도시명(회의 룸)을 선택하여 바로 회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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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동작리모컨으로 초대받은 회의실 번호를 선택하여 회의 참여!

*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 한 라운지만의 UX로 개설된 회의 룸을 선택하기만 하면 바로  회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설된 (초대받은) 회의에 참여하는 방법
– 회의 룸 직접 선택 방법

LOUNGE
회의실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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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동작안내된 접속 코드(6자리) 입력 후, 회의에 참여

HOME 화면

접속 코드 입력 화면

회의 화면

개설된 (초대받은) 회의에 참여하는 방법
– 접속 코드(6자리) 입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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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동작회의 종료

화상회의 종료(나가기) 

회의 화면

종료 확인

HOME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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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동작화면 공유

회의 참가자들에게 내 PC 화면을 공유하기

* 	[화면 공유] 버튼을 클릭하면 회의 영상 화면이 내 PC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회의 중 노트북 화면을 다른 참여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함께 자료를 보며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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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동작화면 캡처

회의 중 발생되는 이벤트를 스크린 캡처로 남기고,
타임라인으로 참여자들에게 공유해보세요. 

화면 캡처 기능

스크린 샷

타임라인

* 	이미지 캡처가 포함된 타임라인 보기는	
참여자 계정으로 웹(www.remotemeeting.com) 로그인 후 – 	
HISTORY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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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동작녹화

회의 내용을 녹화하기 

<녹화 사용 방법>
・리모컨 → 녹화 버튼 클릭
・	(또는) 리모컨 → 메뉴 버튼 → 좌측 메뉴 – 녹화 버튼 클릭

* 	녹화된 영상은 참여자 계정으로 웹(www.remotemeeting.com) 로그인 후 – 	
HISTORY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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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동작카메라 마이크 제어

회의 진행 중 카메라 · 마이크 ON/OFF 하여
회의 내용에 보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회의 시작 화면

카메라 OFF

마이크 OFF

* 	이미지 캡처가 포함된 타임라인 보기는	
참여자 계정으로 웹(www.remotemeeting.com) 로그인 후 – 	
HISTORY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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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동작(기타)
HDMI 화면 공유

모니터에 연결된 HDMI 케이블 분리 할 필요 없이
편리한 2 Port HDMI 지원으로 모두 연결하세요.
* 	전면부의 HDMI 케이블과 발표자의 노트북을 연결한 후,	

외부 화면 연결(HDMI IN)을 실행하여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처럼 HDMI를 연결하여 화면 공유
- 일반 오프라인 회의에서도 PC 화면을 공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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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동작(기타)
연결 상태 진단

셋톱 박스 쉽고 빠르게 진단하세요.

스피커폰 연결

마이크 테스트

스피커 테스트

카메라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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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oteMeeting BOX 매뉴얼 다운받기	
https://www.remotemeeting.com/public/common/file/RemoteMeeting_BOX_Manual(KR).pdf 
	

•		RemoteMeeting BOX 기기 등록 안내	
온라인 화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RemoteMeeting.com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기기(RemoteMeeting BOX)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 :	

      	
          

1. https://www.remotemeeting.com/rmadmin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세요. (관리자 ID
필수) 2. 장비 관리 메뉴에서 제품 하단 면에 표기된 Serial Number를 등록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