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화상회의는 이제 현대의 직장에서 널리 사용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일상적인 작업들을 간편하게 해줍니다. Yealink는 기업이 더욱 큰 비즈니스적 성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비즈니스 화상회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습니다.

Yealink Meeting Server, MeetingEye400, MeetingEye600, VC800, VC500, VC200 회의실 시스템을 포함하여 

보다 완전하고 안전한 화상회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제 Yealink와 함께 Easy VC 시대로 들어오십시오.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위한

Yealink 
화상회의솔루션

제품문의 - ㈜지유글로벌  02-461-0741
www.guglobal.com/www.vcmall.co.kr / yealink-korea.com

sales@guglobal.com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본 간행물에 포함된 제품, 가격 및 기능 정보는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bout YMS (Yealink Meeting Server,  MCU)
YMS는 HD 화상회의 협업을 위해 설계된 분산형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업무상의 화상 회의가 편리하고 간단해집니다. 

또한, 선명한 오디오, HD 비디오, 콘텐츠 및 웹 협업과 모든 장치를   연결하여 절감된 비용으로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YMS는 MCU, 등록자 서버, 디렉터리 서버, 탐색 서버, 회의 및 장치 관리 서버, SIP 트렁크, YMS는 MCU, 등록자 서버, 디렉터리 서버, 탐색 서버, 회의 및 장치 관리 서버, SIP 트렁크, WebRTC 서버, GK & H.460서버, 

Microsoft SfB(Lync) 게이트웨이, 녹화 기능 서버와 공동 작업 서버를 함께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효율적인 회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회의실 시스템, 비디오 폰, 휴대폰 및 개인용 컴퓨터 등 여러 장치와 연결하여 시공간 제약 없이 

편안한 회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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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link Meeting Server의 광범위한 통합 및 상호 운용성



Smart Video Conferencing Endpoint
Ideal for small and huddle room

-   TV에 쉽게 장착할 수 있는 All-in-One 디자인

-   Android 7.1 OS

-   4K 해상도 비율, 4x e-PTZ 카메라, 103º 광각 렌즈

-   Yealink Noise Proof Technology용 빔 포밍 마이크 어레이 6개

     장착(지향성 음성 픽업)

-   내장 블루투스

-   내장 듀얼밴드 Wifi(2.4)GHz/5GHz)-   내장 듀얼밴드 Wifi(2.4)GHz/5GHz)

VC200

Wireless 
Content Sharing

Android 7.1 
OS

Ultra Full-HD 
4K Camera

4x e-PTZ 
Camera

Wide-angle 
Lens

Beamforming 
Microphones

-

-

-

VC200 Codec(코덱 / 카메라 / 마이크 폰 / bracket 일체형)

PoE 어댑터

VCR11 리모콘

VC200 구성품

Video Conferencing System
Designed for Ultra-large Conference Rooms

-   1080p / 60fps 및 5x 광학 PTZ 카메라로 83º 수평 시야 렌즈

-   H.265 / HEVC 비디오 코덱, 512Kbps 대역폭에서 1080p

-   2개의 HDMI 출력 및 2개의 HD 컨텐츠 입력 가능(HDMI + Mini-DP)

-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과의 연결 호환 가능

     (Yealink Cloud, Yealink Meeting Server, StarLeaf, Pexip, Mind, 

      Zoom, BlueJeans, vidyo, uprism io)

VC500

Wireless 
Content Sharing

Wide-angle 
Lens

Fits on TV H.265 / HEVC 1080p / 60fps

-

-

-

VC500 Codec

VCR11 리모콘

AC 어댑터

VC500 구성품

Yealink VC Product

VC200/VC500
- 무선 콘텐츠 공유 지원
- H.265 / HEVC 비디오 코덱, 최대 30% 패킷 손실 방지
- H.323과 SIP 프로토콜 지원

*사양에 따른 옵션선택이 가능합니다.



Video Conferencing System
Designed for Better Collaboration

-   24개 사이트 다중 연결 내장 및 2개의 가상 회의실 지원
    (1080p / 60fps 및 12x 광학 PTZ 카메라 호환 가능)

-   H.265 / HEVC 비디오 코덱, 512Kbps 대역폭에서 1080p 

-   슈퍼 오디오 & 비디오 패킷 손실 복구 기술, 최대 30%까지 복구

-   HD 비디오를 USB 플래시 드라이브 이동/저장 가능

-   무선 컨텐츠 공유 기능 지원

    멀티 카메라 솔루션으로 ‘1+8’개의 카메라까지 지원    멀티 카메라 솔루션으로 ‘1+8’개의 카메라까지 지원

*   CP960 : 5인치 터치 화면 및 무선 감지 마이크 2개로 구성 (Optional)

VC800

24 sites
Multipoint

Multi-camera
Solution

H.265 / HEVC 1080p / 60fps

-

-

-

내장 MCU (Option)

VCR11 리모콘

AC 어댑터

VC800 구성품

Video Conferencing System
Designed for Ultra-large Conference Rooms

-   H.265 / HEVC 비디오 코덱으로 최대 30% 비디오 손실 저항

-   HDMI 인터페이스 2개로 비디오/오디오/기타 전자기기 아웃풋 기능

-   RCA 오디오 입/출력

-   VCH50 화상 회의 허브

*   멀티 카메라 솔루션  (최대 9대 VCC22 카메라 연결 가능)

*   VCH50 / WPP20을 지원하여 유무선 콘텐츠 공유 가능

*   CP960과의 연결 호환 가능*   CP960과의 연결 호환 가능

VC880

3rd-Party
Camera

24-Site
Multipoint

Multi-Camera
Solution

H.265 / HEVC 1080p / 60fps

-

-

-

VC880 Codec

VCR11 리모콘

VCH50 화상회의 허브

VC880 구성품

Yealink VC Product

VC800/VC880
- H.323/SIP 듀얼 프로토콜
-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과의 연결 호환 가능 (Yealink Cloud, Yealink Meeting Server, 
StarLeaf, Pexip, Mind, Zoom, BlueJeans, vidyo, uprism io)

*사양에 따른 옵션선택이 가능합니다.



Ultra HD & Super-wide View Camera
최대 133° 시야각을 지원하는 20-메가 픽셀 UHD 카메라는 왜곡 없는 생생한 

회의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비디오 및 콘텐츠 공유를 위한 듀얼 4K UHD 리소스를 통해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보고 들을 수 있으며

몰입형 대면 회의 환경으로 회의 시 중요한 모든 순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MeetingEye400

All-in-one Design, Easy Deployment
일체형 디자인, 손쉬운 설치

Ultra HD & Super-wide View Camera
Ultra HD & 슈퍼 와이드 View 카메라

20M Pixel All-in-one Design AI Framing Security Protection

Bi-Camera, Perfect in Detail and Panorama
20M 픽셀 초광각 렌즈 및 10x 하이브리드 줌 렌즈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중소형 회의실 내 모든 참석자를 무리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K@30p에 듀얼 4K UHD 화상 통화 및 다양한 무선 콘텐츠를 공유합니다.

MeetingEye600

Sound Tracking, Quality in Sound Effect 
사운드 트래킹, 고품질의 사운드 효과

Bi-Camera, Perfect in Detail and Panorama 
Bi-카메라, 디테일과 파노라마의 완벽함

Bi-Camera Distant Close-up Al Framing Security Protection

Yealink VC Product

Meeting Eye400/600
- All-in-One 디자인 [화상회의 코덱/4K 카메라/MEMS마이크/스피커 일체형]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렌즈 캡 및 인공 지능 기술

- Yealink Meeting 클라우드와 활용도 좋은 제품



웹사이트  www.yealinkmeeting.co.kr  ｜  가입문의  sales@guglobal.com

카테고리

Yealink Meeting  라이선스 안내

가  격

최대회의참가자

주요 특장점

공통 1080p 해상도 화상회의 /  MS OUTLOOK PLUG-IN / 채팅 기능 / WINDOWS, MAC, IOS, ANDROID / JOIN BY BROWSER

FREE

100명

0원/host

-  1080p 해상도

-  40분 무료 화상회의

-  즉시 또는 스케줄 

-  화상회의

최소 1 호스트 이상

STANDARD

100명

월 14,600원/host

-  1080p 해상도

-  시간 제한 없음

-  레포트 및 통계 제공

-  1GB 클라우드 레코딩

-  REST API

최소 1 호스트 이상

BUSINESS

300명

월 19,800원/host

-  모든 STANDARD 기능

-  SINGLE SIGN-ON

-  맞춤 번호 세그먼트 리소스

-  컴퍼니 브랜딩

-  커스터마이징

최소 10 호스트 이상

ENTERPRISE

300명 (최대 500명)

월 19,800원/host

최소 50 호스트 이상

-  모든 BUSINESS 기능

-  고객 전담 매니저

-  무제한 클라우드 저장

-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

AES-256

AES-256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CCPA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

GDPR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

TLS
TRANSPORT

LAYER SECURITY

Why Yealink Meeting?
    강력한 보안과 저비용으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전문 화상회의를 제공합니다.

    Yealink 하드웨어 및 타사 코덱과 높은 호환성을 보장하고,  MS Teams와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비 대 면 시 대 의 화 상 회 의 게 임 체 인 저  

Yealink Meeting 
클라우드 화상회의 서비스

화상회의 | 원격수업 | 웨비나

Compatibility

Security

Artificial Intelligence

Global Architecture



Microsoft Teams dedicated Video Solutions!

Yealink는 현존하는 화상회의 솔루션 중 마이크로소프트와 가장 활발히 협업이 이루어지는 브랜드입니다.

Teams가 탑재된 코덱 기반의 Teams 전용 화상회의 엔드 포인트와 구축형 서버 솔루션에서의 Teams Gateway, 

그리고 클라우드 화상회의 내에서의 Teams Access는 기존 MS Teams의 한계를뛰어넘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즉각적으로 Teams 활용이 가능한 솔루션… Yealink에 있습니다!

Yealink Solutions for Microsoft

MeetingEye600
Teams All-in-one Meeting Bar

MeetingEye400
Teams All-in-one Meeting Bar

VC210
Teams Collaboration Bar

VP59
Teams Desktop Phone

코덱 기반 화상회의 솔루션

CP960
Conference Phone 
Teams Edition

CP900
Teams Speakerphone

CP700
Teams Speakerphone

VOICE SOLUTION

UVC40
All-in-one USB Meeting Bar

UVC80
USB PTZ Camera

UVC50
USB PTZ Camera

UVC30
USB Camera

마이크로소프트 인증 USB 카메라 솔루션
YMS

Teams Gateway & SfB Gateway
(구축형 서버)

Yealink Meeting
Teams Access

(클라우드 기반 화상회의)

SOFTWARE SOLUTION

Yealink는 MS Teams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Video Devices

4K USB 카메라 UVC30
- 4K 비디오 해상도

- 3x Digital Zoom

- Field of view (diagonal): 120°

- 안면 인식 및 자동 프레임

올인원 USB 비디오바 UVC40
- SONY 1인치 CMOS 20MP 카메라

- 133° 초광각 렌즈

- 프라이버시 보호 렌즈 캡 (자동 On/Off)

- 8개 MEMS 마이크 어레이 내장

- 자동 프레임 및 스피커 추적 기능

- 내장 Wi-Fi로 기기 관리 제어 가능- 내장 Wi-Fi로 기기 관리 제어 가능

PTZ 카메라 UVC50
- 1080p/60fps 비디오 해상도

- 5x Optical Zoom

- Field of view (diagonal): 91°

- Tilt range: 40°

화상회의 카메라 VCC22
- 12x Optical Zoom, PTZ 제공

- Full HD 1080p/60fps 비디오 해상도

- VC800과 1+8 멀티 카메라 기능

- Ethernet 전원 장치(PoE)

PTZ 카메라 UVC80
- 1080p/60fps 비디오 해상도

- 12x Optical Zoom

- Field of view (diagonal): 78.5°

- Tilt range: 60°

Voice Devices

HD IP 컨퍼런스 폰 CP960 
- 최적의 HD 오디오

- 720x1280 해상도의 5인치 멀티 
   터치 스크린

- Android 5.1 운영 체제 기반

- USB Micro-B 포트를 통해 PC에 연결

화상회의 사운드바 Mspeaker II
- 유연한 응답 : 100Hz-20KHz

- RMS : 10W

- 1 x 3.5mm line-out 포트

- 1 x Yealink VCH 포트

- 블루투스 지원

화상회의 마이크 어레이 VCM34
- 3개의 마이크 내장형 마이크로폰 어레이

- 6m, 360° 음성 픽업 가능

- Yealink Noise Proof Technology

- Power Over Ethernet(PoE)

- 최대 4개의 마이크 장치 연결 가능

유/무선 회의용 마이크 CPW90
- Optima HD 음성

- 3m, 360° 음성 픽업 가능

- 음소거 터치패드(용량성)

- Echo cancellation

포터블 스피커폰 CP900
- 우수한 품질의 사운드

- 휴대용 디자인

- Teams 스마트 버튼

- 지능형 연결 기능

USB 헤드셋 UH33
- 노트북 및 스마트 기기에 USB 및 
   3.5mm 연결

- 컨트롤 유닛을 통한 통화 관리

- 통합 LED 표시등 및 경고음

- HD 음성/광대역 스피커 성능 및 노이즈 제거

천장형 회의 마이크 VCM38
- 내장 8개 마이크 어레이

- 지능형 노이즈 감소 기술

- 동시에 최대 8개의 VCM38 장치 연결 가능

- 천장 또는 역상 설치 가능(높이 조정 가능)

- 표준 PoE 전원 공급 장치 지원

포터블 스피커폰 CP700
- 우수한 품질의 사운드

- 휴대용 디자인

- 직관적인 표시등

- 지능형 연결 기능

Etc.

협업 터치패널 CTP20
- 13.3인치 IPS FHD 1080p 정전식 터치스크린

- 다양한 VCS endpoint 제어 기능

- 공유 콘텐츠 주석 기능 지원 

무선 프레젠테이션 Pod WPP20
- FHD 화질의 콘텐츠 공유

-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 없는 
   Plug and Play 방식

- 레코드 기능

Accesso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