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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화상세미나 시스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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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Web + Seminar)는 웹 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저비용으로 교육과 홍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발표자
와 참여자간 실시간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V-Seminar는 쌍방향 화상, 대화, 판서, 채팅 기능 등을
제공하여 웨비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V-Seminar는 웨비나 사이트와 화상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고객사별 별도의 웹 주소를 부여하여 독립형 화
상세미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V-Seminar는 PC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모바일(Android, iOS)도 연동하여, 원클릭 / 원터치 만으로 세미
나를 진행하거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Simple : 화상세미나 참가 신청과 참여 과정이 매우 간단합니다.
•Easy : 세미나 개설 및 관리, 다양한 통계보기 등 세미나 진행 및 관리가 매우 쉽습니다.
•Mobile : 국내 최초로, PC는 물론 스마트 폰과 태블릿 PC에서도 간단하고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Interactive : 동시 2,000명 이상 실시간, 쌍방향 화상세미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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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화상세미나 Process
준비단계

WEB(입장)

V-Seminar 오픈
(건우CNS)

발표자, 패널, 참여자

화상 세미나 개설
(관리자)
V-Seminar
로그인

간단한 회원가입
화상세미나 목록 확인
상세정보보기

•PC
•Mobile

화상솔루션(진행)
화상세미나 진행
•동시 2,000명까지 접속 가능
•Full HD 및 고음질 지원
•서비스 안정성 유지
•서버자동 녹화 및 저장
•장애발생 시 신속한 지원

WEB(피드백)
관리자
컨텐츠 관리
•화상세미나 녹화 파일 관리
•각종 통계자료 관리 : 화상세미나
진행 내역, 사용시간, 접속자 기록
등

참가신청
서비스 관리

화상세미나 입장

•화상세미나 관리
-웨비나 개설, 상세정보 등록
-진행상황 관리 : 예정, 입장, 종
료등
•웨비나 참가자 목록 확인
•사용통계보고서 제공 가능

지난 화상세미나 보기

Contents 서버 (고객사)
웨비나 자동/수동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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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V-Seminar의 주요 기능
세미나 개설 및 관리

V-Seminar

화상세미나 진행

PC, Mobile

웹 기반 화상세미나 서비스

•관리자
-화상세미나 개설, 수정, 삭제 등
-상태관리 : 예정, 진행, 종료
-각종 통계 제공
-엑셀다운로드 기능
•발표자 / 패널
-발표자 권한 자동 획득
-화상, 음성, 판서, 채팅 등으로 발표 진행
-참여자에게 화상, 음성, 판서, 채팅 권한
부여하거나 회수 가능
•참여자에게 가장 편리한 프로세스
-초 간단 사용자 등록
-참가신청 또는 취소
-원 클릭, 원 터치 만으로 화상세미나 입장

고객 및 기술 지원

VideoWare

Support
웹 기반 화상솔루션

•동시 2,000명까지 접속 가능 (확장 가능)
•저대역폭에서도 안정적인 화질 및 음질 구현
•각종 발표 자료 공유
•판서 기능
•채팅 기능
•모바일 지원 (iOS, Android)
•녹화 기능
•인쇄, 저장 기능
•발언권 부여 및 회수 기능
•발언권 요청 기능
•원격제어 기능

•검증된 전문 인력 투입
•신속한 장애 처리 지원
•안정적 센터(IDC) 운영
•결과보고서 등 각종 피드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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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V-Seminar 서비스 상품 및 가격
구 분

Lite

Standard

Premier

화상 세미나 접속자 수

동시 100명까지
가능

동시 200명까지
가능

동시 500명까지
가능

110만원

110만원

110만원

110만원

220만원

330만원

110만원

110만원

110만원

서비스 세팅비
(최초 1회만 납부)

정기
서비스료
(월 납 기준)

서비스 세팅비

기 타

• 동시 501명 이상은 별도 협의

• 주3회 이상 사용 시 할증료 있음.(사용
횟수에 따라 별도협의)
• 분기 납, 반기 납, 1년 납 가능
(할인율 각 5%, 10%, 15%)
• 이동형 Conference CAM 증정 (별첨 참
조)

• 3개월 이내 재 사용시 서비스 세팅비
50% 할인

부정기
서비스료

220만원

385만원

550만원

(모든 금액은 부가세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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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화상세미나 활용 사례
1. 한국환경정책연구평가원
 전 지구적 CO2 감소를 위한 파리협약 체결로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우리나라 최대 환경 관련 국립 연구기관 입장에서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오피니언 리더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통 필요
성 대두
 기존의 메일링 서비스 수신자를 대상으로 쌍방향 화상세미나를 진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

(통계보고서 : 고객의 요청 시
건우CNS에서 무상으로 작성
하여 제공)

통계 보고서 표지
웨비나 사이트 화면

웨비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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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화상세미나 활용 사례
2. 직선제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전국의 산부인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보험청구교육, 신약 소개 등을 진행
 주3회, 각 1시간씩(점심시간) 화상세미나 실시
 참여자는 PC 또는 스마프 폰으로 접속. (평균 약 100명 참여. 이 중 약 30%가 스마트 폰으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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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화상세미나 활용 사례
3. EBS 화상수능 교육







고객사 LMS사이트 이용
스튜디오 및 방송시간 부족으로 EBS수능교재 전체를 방송으로 소화 불가능
수시로 각 과목별 특이사항이나 모의고사 실시 후 질의응답형 수능교육 필요
1인 강의 저작시스템으로 활용하여 홈페이지에 동영상 서비스
학생들은 EBS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개설된 라이브클래스 목록을 보고 입장.
모든 강의내용은 서버에 실시간 저장된 후 LMS시스템을 통해 VOD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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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화상세미나용 이동형 컨퍼런스캠

[품명 : 로지텍 ConferenceCam CONNECT]
“카메라/마이크/스피커 기능 일체형”
[카메라 성능]
•Full HD 1080p, 30 프레임 지원
•CarlZeiss 렌즈
•디지털 4배줌
•촬상각도 90도
[스피커폰 성능]
•고음질 마이크와 스피커 내장
•반경 2~3M 커버
•노이즈 감소, 에코캔슬 기능 내장

(샘플사진입니다)

[디스플레이]

[기타]
•PC 연결 : USB
•충전식 배터리 내장
•무선 지원 (블루투스 지원)
•크기(폭x높이): 7.5 x 30.4 cm

•PC나 노트북의 모니터
•TV 또는 빔 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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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LEADING SPECIALIST!
고객에게 가장 알맞은 화상회의솔루션과
최적의 화상장비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