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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은더욱강화된H/W와 S/W가결합된 Yealink 화상회의솔루션

Yealink 미팅서버, Yealink클라우드, VC800, VC500, VC200, MeetingEye Series 룸영상회의시스템을포함하여
기업이더큰비즈니스성공을달성할수있도록보다완전하고안전한다지점화상회의솔루션을제공합니다. 

Yealink VC Solution Outline



전문적인화상회의솔루션예링크(Yealink)로쉽고간편하게,
보다합리적인가격으로타브랜드와는차별화된우수한기능을경험할수있습니다.

Yealink VC Solution Outline



온라인으로컨택하는ONTACT 시대로의변화
비즈니스뿐아니라교육, 의료등다양한분야에서의화상회의는이제필수적인뉴노멀

VC200

For healthcare workers
Yealink VC200을사용하면의료진과환자간원격진료를함으로써
효율성을높이고시간과비용을절약하며안전을보장할수있습니다. 

플러그앤플레이의단순성으로장치를쉽게설치할수있습니다.

Yealink화상회의솔루션의활용사례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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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link화상회의솔루션의활용사례02.
온라인으로컨택하는ONTACT 시대로의변화

비즈니스뿐아니라교육, 의료등다양한분야에서의화상회의는이제필수적인뉴노멀

For teachers and students
Yealink 제품의광범위한비디오및음성장치범위는
고객의요구사항에따라적합한솔루션을제공하여

원격학습및교육환경을쉽고효과적으로만들어줍니다.

VC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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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link화상회의솔루션의활용사례03.
온라인으로컨택하는ONTACT 시대로의변화

비즈니스뿐아니라교육, 의료등다양한분야에서의화상회의는이제필수적인뉴노멀

For public sector
정부행정, 공공서비스, 공공안전또는사법및국방분야에도

Yealink의광범위한비디오및음성장치범위는
고객의요구사항과예산에맞는솔루션을제공하여원격통신을
보다효과적으로만들고고객이요구하는결과를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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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link화상회의솔루션의활용사례04.
온라인으로컨택하는ONTACT 시대로의변화

비즈니스뿐아니라교육, 의료등다양한분야에서의화상회의는이제필수적인뉴노멀

For executive room
VC200 또는VP59를사용하여홈오피스를
전문임원회의환경으로만들수있습니다.

VC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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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link화상회의솔루션의활용사례05.
온라인으로컨택하는ONTACT 시대로의변화

비즈니스뿐아니라교육, 의료등다양한분야에서의화상회의는이제필수적인뉴노멀

For everyday work use
전용홈오피스가있는지여부에상관없이

Yealink 의광범위한비디오및음성장치범위는
고객의요구사항에대한적합한솔루션을제공하여

원격협업및비즈니스를더쉽게만들어줍니다.

Yealink VC Solution Outline



비대면시대의화상회의게임체인저

모바일, PC 또는화상회의코덱으로어디서든접속할수있는
Yealink Meeting클라우드화상회의입니다.

강력한보안과저비용으로
안전하고수준높은전문화상회의를제공합니다.

Yealink하드웨어및타사코덱과높은호환성을보장하고,
MS Teams와액세스가가능합니다.

Yealink Meeting(YM)

http://www.yealinkmeeting.co.kr/

Yealink Meeting 클라우드 센터

http://www.yealinkmeeting.co.kr/


모바일기기/ PC / 화상회의코덱에상관없이

클릭한번으로회의에참여/ 시작할수있습니다.

사용자를위한쉬운가이드와스마트한사용자인터페이스로

모든것을처음부터끝까지쉽게사용할수있습니다.

화이트보드주석, 터치회의제어를위한협업용터치패널을선택하여

Yealink Meeting에서는실시간으로상호협업이가능합니다.

회의실장치는전원이켜지고, 

자체적으로업데이트되면자동으로구성됩니다.

Easy

For Admis

Real-time

Interaction

Zero-learning

For users

Any device,

Anywhere, anytime

Ease of Use 사용의 편의성

Yealink Meeting 차별화포인트①



Always Secured and Protected
강력하고 지속적인 보안/보호

외부의악의적인공격을피하기위해고도로보안된

Amazon Web Services(AWS)를기반으로합니다.

모든통신데이터는전송중에암호화되어

내부분류정보또는회의콘텐츠에대한강력한보호를제공합니다.

GDPR및CCPA를준수하는Yealink Meeting은

개인및조직의개인정보보호를보장합니다.

관리자를위한참석자(인증, 발언권한등)에대한설정은

안전한회의를보장합니다.

Disruption-free

settings

International

Privacy compliance

No information

leakage

Anti-hacking

& Attack

Yealink Meeting 차별화포인트②



High Security Easy Of Use
Worldwide
Coverage

Broad
Compatibility

▪ 전 세계의 여러 서비스 노드가 있는 고급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

▪ 1080P 전체 인코딩 및 디코딩 기능

▪ 표준 SIP/H.323 엔드 포인트 다이얼 서버 IP를 지원하여 회의에 직접 참여

▪ 오디오, 비디오 및 콘텐츠 공유를 위한 Microsoft Teams와의 상호 운용

▪ 많은 참가자들이 실시간 방송을 동시에 볼 수 있는 RTMP Live 지원

▪ Outlook, Web 또는 Yealink Client를 통한 회의 예약 지원

▪ P2P, 예약된 회의, 즉시 미팅, 가상회의실 등의 여러가지 회의 모드를

지원하고 스피커 모드, PIP(Picture in Picture)모드, 갤러리 모드를 포함한

다양한 레이아웃 모드를 지원

▪ TLS/SRTP/HTTPS 및 동적 비밀번호로 회의 보안성 보장

▪ Yealink VC 장치와 통합되어 회의 알림 및 원터치 회의 액세스 지원

▪ 기업 보고서 및 통계, 데이터 시각화 분석 지원

Key Feature



* 기능 추가 업데이트 예정

카테고리 프리(Free) 기본(Standard) 비즈니스(Business) 기업용(Enterprise)

가 격 0원/host
월 14,600원/host

(최소 1개 host 구매 조건)
월 19,800원/host

(최소 5개 host 구매 조건)
월 19,800원/host

(최소 50개 host 구매 조건)

최대참가자 100명 100명 300명
300명

(업그레이드 시, 500명 까지 가능)

특징

• 화상 회의 시간 40분 제한
• 즉각적이며 예약 회의 가능
• 챗 기능
• 아웃룩 플러그 인

• 화상 회의 시간 제한 없음
• 보고 및 통계
• 클라우드 저장용량 1GB
• Rest API

• 모든 기본 특징 보유
• Single Sign-On *
• 클라우드 저장 용량 1TB
• 맞춤 번호 세그먼트 리소스
• 회사 브랜딩 및 커스텀 가능

• 모든 비즈니스 특징 보유
• 성공적인 고객 전담 매니저
• 클라우드 저장 용량 제한 없음
• 번들 할인

즉각적 or 회의 예약 가능 가능 가능 가능

회의 횟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회의 시간 매 회의 시, 40분 제한 시간 발생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Mac, Windows, iOS 및 안드로이드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웹 브라우저로 참석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챗 기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해상도 1080P 1080P 1080P 1080P

아웃룩 플러그인 가능 가능 가능 가능

클라우드 저장소 불가 1GB 1TB 제한 없음

커스텀 VMR ID 불가 가능 가능 가능

Single Sign-On * 가능 가능

회사 브랜딩 및 커스텀 * 가능 가능

독점 도메인 이름 * 가능 가능

고객 성공을 위한 전담 매니저 * 있음

Plans and Pricing



System 
Services 
Modules
시스템
서비스 모듈

• MCU
• 등록 서버
• 순회 서버
• 기업 디렉토리 서버

• 회의 관리 서버
• H.323/SIP 트렁크 서버
• RTMP Live 서버
• 전화회의 서버

Audio And 
Video 
Features
오디오/
비디오 특징

• 듀얼 1080P30 : 비디오(영상), 콘텐츠 공유
• 비디오 해상도 : 1080P, 720P, 360P, 4CIF, CIF
• 비디오 코덱 : H.264 High Profile, H.264, H.263+, H.263, VP8
• 오디오 코덱 : Yealink ARES, Opus, G.722.1C, G.722.1, G.722, G.711(a/u), G.729, AAC-

LC
• FEC(Forward Error Correction), 70% 오디오 패킷 및 30% 비디오 패킷 손실 방지
• 대역폭 동적 적응 조정

MCU

• 1080P30 Full HD 비디오 인코딩 및 디코딩
• 믹스 프로토콜, 대역폭, 해상도 및 프레임 비율
• 매 회의마다 최대 1,000명의대화형 방송 회의 가능
• 제한이 없는 그룹 회의
• 유연한 레이아웃 : 갤러리 모드 NxN(N=2,3,4,5,6,7), 스피커 모드

1+N(N=0,4,7,9,12,16,20) 및 Picture in Picture 모드
• 더 많은 참가자가 참여함에 따라 갤러리 및 스피커 모드 레이아웃이 동적으로 확장
• 스포트라이트 설정 가능
• 음성 활성화 스피커 지원
• 구성 가능한 비디오 회전식 슬라이드쇼
• 충돌이 없는 영구적이며 동적인 회의 ID 및 비밀번호
• 구성가능한 영구 가상 회의실(VMR)
• 대화형 음성 응답(IVR : Interactive Voice Response)
• Teams Client를 통해 Cloud 화상 회의에 참여 가능

Register and 
Traversal
등록 및 순회

• 기업 셀프 관리
• 최대 10,000개 계정 가능
• 일괄 계정 가져오기/내보내기
• 조직 구조
• 사용자 계정에 대한 그룹 관리

• 기업 내 4자리 확장
• 기업 전체의 9자리 클라우드 계정
• 포트 자원 소비 없이 P2P 회의 가능
• 기업 디렉토리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 ICE/TURN/STUN/NAT/H.460

Meeting
Management
회의 관리

• 웹 또는 아웃룩을 통한 회의 예약 지원
• 회의실과 연결된 회의실 시스템 계정
• 스피커 모드, 갤러리 모드, Picture in Picture 모드 지원
• 한번의 클릭으로 바로 회의 가능(즉시 회의)
• Yealink 비디오 엔드 포인트에 예약된 회의의 자동 동기화 가능
• 회의 알림 및 원터치 회의 액세스
• 자동 다이얼링
• 표준 SIP/H.323 장치를 통해 회의 등록 및 참가
• 휴대폰 및 데스크탑 전화를 통한 회의 참가
• QR 코드를 통해 회의 정보 공유

Meeting
Control
회의 제어

• 개인 레이아웃 및 방송 레이아웃
• 참가자 초대/제거
• 회의 잠금/잠금 해제 및 종료
• 회의 로비
• 오디오 및 비디오 음소거/음소거 해제
• 회의에서 발언(말하기)신청
• 스포트라이트로 설정
• 이름 바꾸기
• 원격 카메라 제어(FECC)

• 참가자의 역할 무료 전환
• 연락처, H.323/SIP/Teams장치 초대
• 수동/자동 롤 호출 및 내보내기 기록
• 빠른 통화
• 회의 배너
• 개인 또는 모든 당사자에게 동적/정적

자막 메시지
• 참석자 이름 및 상태 표시 또는 숨기기
• 통화 통계

Value-Added
Services
추가 서비스

• 전화회의 서비스
•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

• 라이브 생방송 서비스
• 지원 팀 서비스

System
Management
시스템 관리

• 이메일 알림
• 휴대 전화 번호를 계정에 연결
• 회의 통계 : 회의 및 포트 세부 정보

• 회의 매개 변수 구성
• 공개 API

Network and
Security
네트워크 및
보안

• H.323/SIP
• 듀얼 스트림 프로토콜 : H.239/BFCP
• SRTP/TLS, AES(256) 암호화
• 회의 비밀번호 및 트러블슈팅 메커니즘
• HTTPS 웹 서버
• SSH 리모트 보안 액세스

• Double-layer 방화벽
• 침입 탐지 시스템(IDS)
• 실시간 네트워크 모니터링
• 시스템 방어
• 취약점 검색 및 버그 수정
• 안티 바이러스

Specifications



Other

Artificial Intelligence

자동프레임기능 백그라운드블러처리 발언자추적기능



Other

Smart & Simple 인터페이스

로그인 메인인터페이스 링크를통한참여 회의인터페이스



Yealink One-stop Device Solution for Cloud Mee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