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하나만 있으면 놀라운 
품질, 응용범위, 비용절약 
효과를 지닌 HD 협업이 
귀하의 손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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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솔루션
Vidyo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업을 
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화상 회의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저희는 전세계의 의료기관, 교육기관, 정부기관, 금융 및 전문 서비스 기업과 기술 회사 
등에 실용적이며 매력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VidyoConferencing™의 
실질적인 혜택은 무한합니다. 

“Vidyo의 HD 화상은 마치 같은 방안에 
있는 것처럼 얼굴 마비, 부자연스러운 말과 같은 
환자들의 미묘한 증상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해 줍니다.”

데이빗 통 박사(Dr. David Tong), Sutter Health



고성능 인프라
VidyoRouter™ 는 VidyoConferencing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VidyoRouter의 아키텍처는 특허 받은 
Adaptive Vidyo Layering™기술과 H.264 SVC 규격(UCIF mode 2s)을 이용해, 네트워크와 각 엔드 포인트의 역량에 
맞추어 비디오 품질을 최적화함으로써 각각의 사용자들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VidyoRouter는 물리적 혹은 가상 
어플라이언스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의 VidyoRouter 당 최대 100개 (VidyoRouter XL의 경우에는 150개)의 HD 
동시접속을 지원하며, 각 VidyoRouter가 다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확장형 구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VidyoPortal™ 는 웹 브라우저가 있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 기기로부터 연결되어 사용자들과 
관리자들에게 탁월한 편의성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화상회의를 쉽게 개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편리한 장소 한 곳에서 모든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VidyoGateway™ 는 전통적인 룸 시스템을, 성능과 확장성이 더 뛰어난 VidyoConferencing 환경으로 
연결해 줍니다. 물리적 또는 가상의 어플라이언스로 이용 가능한 VidyoGateway는 H.323과 SIP 기반의 인프라를 
폴리콤이나 시스코같은 벤더들이 제공하는 엔드포인트와 연결할 수 있는 포트를 제공하며, H.239 데이터 공유나 H.235 
미디어 암호화 같은 필수적 기능들을 지원해 상호운용성을 보장합니다.

VidyoReplay™ 는 사용자들이 오프라인이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Vidyo 화상회의를 녹화 또는 
웹캐스트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VidyoReplay는 웹에서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 관리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데, 서버 또는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 또는 웹캐스트 영상 스트림은 어느 브라우저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 상에서도 MP4 포맷으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VidyoWay™ 는  무료 B2B 화상협업 서비스로, 최대 25명까지 참가할 수 있는 가상 회의실 환경을 제공합니다. 
게스트는 Cisco, Polycom, Tandberg, LifeSize 및 다른 업체들이 제공하는 어떤 H.323이나 SIP 기반 회의실 시스템을 
통해서도 참가할 수 있으며, Vidyo의 개인용 또는 그룹용 시스템, VidyoWay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울 
이용해서도 참가할 수 있고, 오디오로만 참석하려면 어떤 전화기에서든 참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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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그룹용 솔루션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데스크탑, 또는 멀티스크린 그룹 솔루션이든 어디에서나  
똑같이 자연스러운 고품질을 경험해보세요.

VidyoMobile™  은 iOS 및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신뢰할만한 비디오 협업 엔드포인트로 
전환해 줍니다. Vidyo 모바일은 뛰어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도킹으로 고정된 환경에서는 데스크톱 비디오폰이 되고, 
손안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화상회의를 하실 수 있으며, 대형 화면에 연결하면 모바일 룸 시스템이 됩니다. 이동중일 
때에는 VidyoMobile이 어떤 3G/4G 또는 와이파이 브로드밴드 연결을 통해서도 HD 다지점 화상화의 및 협업 기능을 
제공합니다.

VidyoDesktop™ 과 VidyoWeb™은 윈도우, 맥 OS, 리눅스 컴퓨터 환경에서도 비디오 협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듀얼 스크린 지원, 다자간 컨텐츠 공유, 복수의 HD 스트림을 나란히 디스플레이 하는 등의 
기능들로 인해 대부분의 룸 시스템들보다 더 뛰어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VidyoWeb의 브라우저 플러그-인은 
게스트 참석자들이 사용자 계정을 개설하거나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도 동일한 컨퍼런스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VidyoSlate™ 는 태블릿을 Vidyo 화상회의 콘텐츠 스크린으로 바꾸어서, 콘텐츠 협업을 손바닥 안으로 
가져옵니다. VidyoSlate는 회의 시 태블릿에서 바로 문서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며, 다른 회의 참석자들의 콘텐츠를 보고 
주석을 달 수 있으며, 화이트보드로 공유하여 모든 참석자들이 여러분의 노트와 그림을 볼 수도 있습니다.

VidyoRoom™ 어플라이언스는 고정설치되는 환경을 위한 두 개의 스크린을 가진 그룹용 솔루션으로, 범용 IP 
네트워크 망으로 최대 1080P, 초당 30 프레임까지의 실제같은 영상을 지원합니다. 모든 유형의 엔드포인트와의 매끄러운 
통합, 원격 카메라 컨트롤 같은 첨단 기능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있는 참석자들도 마치 한 방에 있으며, 방관자가 아니라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Vidyo는 HD 화질과 첨단 VidyoConferencing 기능을 휴대용 플랫폼 상에 
통합하기 위해 이동식 카트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VidyoRoom의 전 모델은 다자간 회의, HD 화질, 그리고 듀얼 
스크린 기능을 추가 비용 없이 지원합니다.

VidyoPanorama™는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있는 팀들이 데스크톱, 모바일, 회의실 시스템 등을 이용해 
쉽게 연결하고 협업할 수 있게 해주는 멀티 스크린 그룹 솔루션입니다. 전통적인 룸 시스템은 사람과 콘텐츠용으로 단 2
개의 화면만 지원하는 반면, VidyoPanorama 600은 최대 6개의 화면을 지원합니다. 또한 독점적인 복수 참석자간 콘텐츠 
공유 기능 덕분에 최대 6명의 참석자로부터 스트리밍되는 내용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Vidyo 파노라마는 제조업체 
운영센터, 지휘실 및 통제실, 가상 무역실, 원격 교육까지 다양한 용도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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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yo는 개인 텔레프레즌스의 선도 기업입니다. 우리는 화상회의의 -
한계를 극복하여 오늘날의 다국적 조직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뉴욕의 공항에서 스마트폰으로 
한국에서 데스크톱으로 또는 싱가포르의 텔레프레즌스 룸에서 
텔레프레즌스 수준의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싼 
하드웨어와 고유의 네트워크가 필요 없습니다. Vidyo가 기존의 장비를 
사용하여 일상적인 IP 네트워크상에서 진정한 HD급의 화상회의를 
구현하기 때문입니다. Vidyo로 놀라운 품질, 도달범위 및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면 왜 망설이십니까?

Vidyo의 차별성

화상회의의 새로운 세계
Vidyo는 HD 품질 화상회의가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의 자연스러운 연장선 
상에 있다고 생각하며, 기능이 풍부한 인프라 장비부터 사람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단말을 지원하는 Vidyo의 솔루션들이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의 고객들은 VidyoConferencing™이 동료, 
고객, 파트너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며, 프로첵트 협업을 
하고,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내도록 만드는 것의 진가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Vidyo™화상회의는 자체만으로도 매우 유용한 생산성 도구이며 
여러분의 업무 환경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도구와 결합하면 더 탁월한 역량을 제공합니다.

Microsoft® Lync™, Mitel MiCollab, IBM Sametime® 
과 통합되면, 사용자들이 자신의 통합 커뮤니케이션 (UC) 연락처 리스트에서 바로 HD 
화질의 1대1 또는 다자간 Vidyo 회의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Adobe® Connect™ - Adobe® Connect를 위해 개발된 연결 솔루션은 회의 
주최자들이 어느 회의에서나 HD 화질 VidyoConferencing에 더욱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듯한 상호소통을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화이트보드 및 주석 달기 Vidyo는 시중의 기성제품 화이트보드 시스템들과 통합될 
수 있어, 보드 위에 글로 씌어지거나 그림으로 그려진 회의 참석자들의 아이디어들을 원격 
참가자들도 회의실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카메라의 초점을 
회의실 참석자들로부터 돌리지 않고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전자 화이트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들을 위해, 무료 VidyoSlate 애플리케이션은 참석자들이 파일을 공유하고, 
컨텐츠에 주석을 달고, 자신의 태블릿 터치스크린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VidyoWorks™ 플랫폼은 SDK와 API를 포함하고 있어, 신속하고 간단하게 Vidyo 및 
Vidyo의 Adaptive Video Layering™ 기술과의 통합이 가능하므로, 솔루션 제공업체, 기업, 
개발자들이  고도의 신뢰성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확장성을 보유한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Vidyo 기술이 구현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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