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실닷컴 화상 회의
솔루션 제안

VIDEO CONFERENCE SMART SOLUTION

비대면 업무 확산에 따른 새로운 회의문화의 핵심인

화상 회의 장비를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설치 할 수 있도록

회의실닷컴만의 “화상 회의 솔루션” 을 제안해드립니다.

2020.09.03



왜 화상 회의 솔루션을
설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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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화상 회의실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대면 업무에 대한 인식 변화로 많은 직장과 학교 내에서 화상 회의 솔루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키워드 검색율
2020.01~03

화상회의 뉴스 보도
2020.04



왜 회의실닷컴의
화상 회의 솔루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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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닷컴은 총 70여개의 가맹점, 350여개의 회의실이 등록된 회의실예약 전문 플랫폼입니다.

회의실닷컴은 화상 회의 솔루션 전문 업체인 ㈜지유글로벌과의 협력으로 고가의 화상 회의 솔루션을
월 임대 방식으로 부담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HJ 컨벤션센터 오픈 (440평 규모)
SPACE332 코워킹 스페이스 오픈

2011

2012

2013

2015

2017

2019

2020

서울대학교 내 컨벤션 플라자 위탁 운영
(5,000평 규모)

HJ 비즈니스센터 강남점 확장
(200평 규모 1개층 확장)

HJ 비즈니스센터 강남점 오픈
(독립사무실 및 회의실 임대업)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오픈
(독립사무실 및 회의실 임대업)

회의실예약 플랫폼, 회의실닷컴 서비스 출시

회의실닷컴 가맹수 총 74개, 회의실수 350개,
누적 이용고객수 40,000명 돌파

2006

2007

2008

2015

2017

2018

2019

2020

지유코리아 설립

중국 칭다오 사무소 개소

화상회의 시스템 개발, 화상교육 시스템 구축

위치 추척, 카메라 추척, MIC 시스템 생산

MCU 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개발 전담 부서 운영
ISO 9001 인증 (화상회의 전문 설계/구축)

Yealink 화상회의 솔루션 런칭 및 MOU 체결

Yealink 클라우드 화상회의 구축
채널 파트너 20여 개 보유

주요 고객사 / GS리테일, 고려제강그룹, ㈜신원, 경기도청 31개 시군,
원자력환경공단, 홍익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외 다수



회의실닷컴 화상 회의
솔루션의 특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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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닷컴에서 제안하는 화상 회의 솔루션을 선택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Show Room 체험 및 가맹점별 맞춤 솔루션 제공

강남과 광화문에 설치된 Show Room에서

화상 회의 솔루션을 직접 경험 할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 솔루션 임대 및 회의실 A/V 시스템 리

모델링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01
회의실닷컴 신규 섹션 홍보 제공

회의실닷컴 홈페이지 (www.회의실.com) 내 화

상회의실 섹션을 통해 화상 회의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무료로 화상회의실을 홍보해 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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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닷컴 화상 회의
솔루션의 특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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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닷컴에서 제안하는 화상 회의 솔루션을 선택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노트북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무료 제공

코덱 기반의 화상 회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상대방과의 회의가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03
A/S 무료 제공

24개월 A/S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기본 설치형 제품 적용 기준이며 고객 과실의

경우에는 무상 A/S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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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회의 솔루션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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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회의 솔루션이 설치된 회의실의 대관료는 일반 회의실보다
최소 1.5배에서 2배 더 많은 대관료가 부과되므로
일반 회의실 운영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강남구 A 회의실 기준

일반 대관료 10시간 운영수익 화상회의 대관료 10시간 운영수익

4인 회의실 48,000 480,000 72,000 720,000

8인 회의실 66,000 660,000 132,000 1,320,000

16인 회의실 144,000 1,440,000 288,000 2,880,000

※  화상회의 솔루션의 월 임대료 부담을 어떻게 해결 하는가?

구성상품 월 장비 임대료 1시간 화상회의 대관료 Pay back period (시간)

4인 회의실 패키지 A 99,000 72,000 1.4 시간

8인 회의실 패키지 B 190,000 132,000 1.5 시간

16인 회의실 패키지 C 290,000 288,000 1.1 시간

최소 월 2시간 미만의 화상회의실 운영으로

월 임대료가 해결 됩니다!



Contact Us
VIDEO CONFERENCE SMART SOLUTION

T. 1811-6618  DT. 070-8856-2962
E. lina.kim@kmeetingroom.com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20층
20F, 149, Sejong-daer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회의실닷컴 / 김린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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