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비는 USB 원터치 연결 Tik ! 

URL 주소
‘https://URL’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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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틱, 클릭, 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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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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앤나우로 해결 (1)

Q.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은 비싸고, 무료 영상통화는 품질이 안 좋아요 A. 나우앤나우는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솔루션을 대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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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이에요 A. 기존 장비도 그대로 사용 가능하시고, 추가로 필요한 장비는 상담을 통해
추천 드립니다.

가격 품질

모바일

사용성

가용성

매월 저렴한 가격으로

를 통해 회의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1. 화상회의에 대한 고민은 나우앤나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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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H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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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앤나우를 통해 출장 비용을 줄이고

빠른 의사결정으로 시장을 선점하세요!
“

“



4. 쉽고 강력한 부가기능 무료 제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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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쉽고 강력한 부가기능 무료 제공 (2)

4 다양한 화면 레이아웃 기능
(1명~72명까지 표현)

5 프로그램 공유로 전문적인 회의 가능 6 나우앤서베이 연동을 통한 설문조사 가능



서버 구축이나 타사 제품 보다 저렴한데 품질도 좋을까..?

5.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품질을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화상회의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디바이스 에서도

화상회의 시스템 리더로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6. 최고의 솔루션으로 화상회의 시장 선도

를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화상회의를 쉽고 스마트하게 도입해 보세요

! 다양한 고객들의 화상회의 도입과 성공사례

공공, 재단 기업 교육 제약 방송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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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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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서비스팀 | 02-3149-4811 | uc@eli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