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비는 USB 원터치 연결 Tik ! 

URL 주소
‘https://URL’

COPY

회의방 초대 링크 주소를 Click ! 화상회의 시작! Talk !1 2 3

복잡한 과정 없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틱, 클릭, 톡 !



PC와 회의실의 쉬운 연동
BOYD실현, 쉬운 접근성과
다양한 브라우저와 OS 지원

소형회의실의 혁신
저렴한 비용으로 소형회의실을
스마트 회의실로 업그레이드

모바일 화상회의
최신 모바일 및 타블렛을

이용한 화상회의 지원

안정적인 글로벌 화상회의
글로벌의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영상회의

모바일 화상회의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및 태블릿을

이용한 화상회의

1. 우리 회사도 국내 지점이나 해외 바이어와 글로벌 화상회의를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2. 다른 회사들도 비용절감을 위해 화상회의를 많이 도입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 사장님의 고민

◆ 담당자의 고민

1. 우리회사에는 IT 전문가(화상회의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관리하지?

2. 우리는 소회의실(허들 룸)만 있는데 화상회의 장비를 설치 할 수 있을까?

3. 끊기지 않는 영상회의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 사용자의 고민

1. 장비를 설치하고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깔고...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2. 사용방법이 어려워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불편하면 어떻게 하지?

3. 중요한 순간에 오류가 나서 회의가 끊기면 안되는데

글로벌 화상회의 도입 한방에 고민 해결



1. 화상회의에 대한 고민은 나우앤나우 렌트로 해결 (1)

Q.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은 비싸고, 무료 영상통화는 품질이 안 좋아요 A. 나우앤나우 렌트는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솔루션과 장비까지
대여해 드립니다.

Q. 화상회의를 자주 하지 않는데 장비를 사려고 하니 부담되요 A. 나우앤나우 렌트는 화상회의에 필수적인 장비까지 빌려 드립니다.

Q. PC와 모바일 기기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싶어요 A. PC/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든 기기를 통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화상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Q. 화상회의 어렵지 않나요 A. 장비는 USB로 연결, 화상회의는 원-클릭 접속으로 아주 쉽습니다.

Q. 기존에 쓰던 장비가 있는데 새로 사려고 하니 비용적으로 아까워요 A. 기존 장비도 그대로 사용 가능하시고, 추가로 필요한 장비는 바로
빌려 드립니다.

가격 품질

장비 랜탈

모바일

사용성

가용성

자산 관리 Q. 장비를 구매하면 관리가 귀찮고 재산 목록에도 포함시켜야 돼요 A. 렌트를 통해 자산 관리와 재무 관리를 편하고 쉽게 해보세요.

매월 저렴한 가격으로

를 통해 회의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1. 화상회의에 대한 고민은 나우앤나우 렌트로 해결 (2)

Q. 화상회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회사에 도입은 가능한지 궁금해요

A. 걱정 마세요. 화상회의에 대한 모든 것을 환경에 맞추어 친절하게

속 시원히 알려 드립니다.

Q. 화상회의 해보려니 가격 검색 해봐야지, 보고서 써야지, 

기획안 올려야지… 너무 골치아파요

A. 전문가의 무료 컨설팅부터 맞춤형 보고서 제공까지 어렵고 귀찮은

부분은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Q. 개인용, 소회의실용, 대형 회의실용, 강의실용 화상회의 방식들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 지 알고 싶어요

A. 화상회의에 관련된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드리기 때문에

화상회의에 대해 잘 몰라도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컨설팅

보고서

회의 방식

매월 저렴한 가격으로

를 통해 회의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2. 쉽고 간편한 사용법

장비는 USB 원터치 연결 Tik ! 

URL 주소
‘https://URL’

COPY

회의방 초대 링크 주소를 Click ! 화상회의 시작! Talk !1 2 3

복잡한 과정 없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틱, 클릭, 톡 !

- USB에 꽂기만 하면 되는 Plug-in 방식 장비로 비전문가도 쉽게 설치합니다

- 직관적 UI와 간편한 조작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화상회의를 경험합니다

- 한 번 보고도 이해할 수 있는 아이콘과 화면 배치

- 켜기만 하면 언제든 화상회의를 시작할 수 있어 중요한 회의도 쉽게 진행합니다

간편한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쉬운 사용

- 복잡한 설치과정 無 ! 장치 관리 프로그램 No ! 장비에 대한 전문 지식 X !

- 간편한 프로그램 설치와 삭제 방법

- 문서 공유, 화면 판서, 채팅 등 부가 기능도 간편하게 사용하세요



3. 귀찮은 관리, 대신해 드립니다

렌트형 상품으로 관리를 쉽게!

- 값 비싼 화상회의 장비들을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 재산관리가 쉽습니다

- 기업의 종합 소득세 신고나 기업 활동에 유리합니다

- 사무실 이전이나 화상회의 추가/축소에 자유롭습니다

- 재산 등록, 감가삼각, 물품 관리 등 일절 필요 없습니다

기획안 올려서, 사장님 승인 받고, 재무팀이 확인하고, 구매팀이 구매했는데. 관리는 누가??

FREE



4. 맞춤형 제안으로 화상회의 도입을 쉽게

부가 비용 없이 원하시는 환경에 맞추어 컨설팅해 드립니다

1. 서울 본사, 미국 지사, 중국 지사 간 화상회의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A사

2. 공장 내 회의실, 사무실 개인 자리, 임원실 간 화상회의를 하고싶은 B사

3. 외국 지사 및 바이어와 화상회의를 위해 다국어 지원이 필요한 C사

- 19개의 다양한 언어를 지원

4. 윈도우가 아닌 MAC PC에서 화상회의가 필요한 D사

- Windows/MAC OS/Linux 등 다양한 기종 지원

5. 직원들이 모바일로도 화상회의에 접속하고 싶은 E사

- PC/모바일/태블릿/회의실 등 다양한 장치에서 사용 가능

- 모바일 접속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어떠한 환경에도 맞춤형 제안으로 도입을 쉽게!

- 계획하신 예산에 맞춤 제안과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사무실과 회의실 환경에 맞추어 도움을 드립니다

- 특별한 기능과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상담도 제공합니다

필요하시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전문 컨설팅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5. 출장 비용의 획기적 감소

출장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장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 비용
(출처: Carlson Wagonlit Travel)

약 80만원

매년 출장 경비 증가율
(출처: Global Business Travel Association) 

5% 약 1,470조

글로벌 연평균 출장비
(출처: Global Business Travel Association)

나우앤나우 렌트를 통해 출장 비용을 줄이고

빠른 의사결정으로 시장을 선점하세요!
“

“



6. 쉽고 강력한 부가기능 무료 제공

나우앤나우 렌트 화상회의 기능 200% 활용

1 문서 공유 기능 활용하기 2 화이트 보드 기능으로 아이디어 전달 3 실시간 채팅 기능으로 공지 및 질의응답



서버 구축이나 타사 제품 보다 싼데 품질도 좋을까..?

7.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품질을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화상회의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디바이스 에서도

미국 3대 화상회의 시스템 리더로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8. 名品(명품) 품질

화상 솔루션 소개( Vidyo Conference )

- 2015년 가 발표한 세계 3대 화상회의 시스템 리더(소프트웨어 화상회의 부분1위 )

1. 끊기지 않는 안정적인 국내외 영상회의 (H.264 SVC 기술) 

2. FHD & HD 고화실 영상회의, 고화질 문서 협업

3.다자간 회의 무한 확장 가능(고가의 MCU 구입 없음)

4. 16개 국어 지원, 다양한 OS(Android/ iOS지원)

5. 다양한 브라우져 지원(IE,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MAC 지원)

6. 스마트글라스, 드론 등 여러 장비와 연동하여 영상 협업

1

PC+

WebRTC

SI

(Embeded)

스마트폰,

태블릿

IP 전화기

IP CCTV
드론,

스마트

글라스

코덱

타사장비

(MCU)

기타
(ATM/Robot

/KIOSK)

모든 환경에서 가능한

Vidyo의 강력한 영상협업 기능

Any Device, any network

기술표준

H.323/SIP, VP8, VP9(WebRTC),
H.264SVC, H.264, H.263, H.263+,
Speex Wideband, G.711, G.722, H.239

지원 OS

Windows XP, 7, 8, 8.1, 10
Linux/Unix/MAC OS
Android / iOS

다양한 기능

-화면공유, 문서공유
-스마트글라스, 드론 연동
-다자간 회의
-화이트보드
-카메라 컨트롤, 회의실 기능



9. 최고의 솔루션으로 화상회의 시장 선도 (1)

를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화상회의를 쉽고 스마트하게 도입해 보세요

! 글로벌 TOP 기업들의 Vidyo 화상회의 도입과 성공사례

공공

●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KIAPS)
● 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
● 충북도청
● 서울시청
● 청와대
● 한국수입업협회
● 천안시청 산림녹지과
● 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본부)
● 국립수산과학원
● 대법원
● 해양수산부
● 한국수입업협회

● 한국남부발전
● 한국거래소
● 한국나노기술원
● EC21
● KISITI
● Smartro
● 콜럼비아대사관
● 주한미군
● KBS 외

교육

● 당근영어
● 보임잉글리쉬
● 문정아중국어어학원
● 파고다어학원
● 우성대학교
● 세종대학교
● 명지대학교
● 리더스옥션
● 영어와나

● 서울대병원
● 에임메이드
● 양산부산대병원
● 충남대병원
● 홍진주 성형외과
● 유신씨앤씨
● 사회보장정보연구원
● 아스텔라스
● 탄자니아 헬스케어
● 동방메디컬
● 세브란스병원(필리핀 헬스케어)
● 온라인팜
● 서울아산병원

헬스케어



9. 최고의 솔루션으로 화상회의 시장 선도 (2)

Enterprise-대기업

● SKC&C
● SKTELECOM
● 현대기아차
● 삼성전자
● LG전자
● SKTELINK
● LS-Likko
● LG하우시스
● 효성
● 삼성물산
● 케이뱅크
●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 신한 BNP
● LS-니꼬
● 삼화페인트
● 동부대우전자
● LS 메카피온

● 코라오
● 이노인스트루먼트
● 옵티스
● 인지디스플레이
● 오비고
● UJU ELECTRONICS
● 태정산업
● 시엔에이전기
● Smartro
● 갭인터내셔널인크한국지점
● 유니컨버스
● 옵티시스

Enterprise-SMB

● 서용건설
● 아진인터내셔널
● 유니티
● 제이씨코리아
● 박스미디어
● 우인웨이브
● 동성홀딩스
● 다본다
● 한국나노기술원 외

를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화상회의를 쉽고 스마트하게 도입해 보세요

! 글로벌 TOP 기업들의 Vidyo 화상회의 도입과 성공사례



10. 화상회의 도입에 부가적인 도움도 드립니다

- 물리적인 출장 감소로 인한 비용 절약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한국 본사와 해외 지사 간 Face-to-face 미팅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간적 시간적 제약 없이 실시간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의 맞춤형 자료 제공

1 화상회의 도입 시 이득이 무엇인가요?

-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대한 사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등 유형별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를 통해 효과적인 화상회의 노하우를 알려 드립니다

2 우리 회사와 같은 케이스도 있을까요?

- 여러 데이터 및 ROI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고서 작성을 위한 화상회의 자료 및 스펙을 제공해 드립니다

- 누구나 화상회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3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의: ㈜엘림넷 UC솔루션팀 | 02-3149-4832 | vidyo@eli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