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루미
클라우드 서비스 &
솔루션 소개

(주)구루미



구루미는
고객에게
시간을 선물합니다



구루미로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구루미로
아낀 시간이

딸과, 아들과

10초 더 눈 마주치고

5분 더 도란도란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구루미로
아낀 시간이

부모님께

한 번 더 전화 드려

부모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지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구루미로
아낀 시간으로

10분 더 일찍 들어가

아내를 그리고 남편을

한 번 더 안아줄 수 있는

사랑으로 꽉 찬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구루미
서비스의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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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진보되고 진화하고 있는 영상통신 기술인

WebRTC (Web Real-Time Communication) 기술과 HTML5기술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영상통화와 영상강의가 가능합니다

구루미 서비스의 특징

영상통화

영상강의

가장 진보된 기술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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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루미 서비스는

아마존 클라우드에 설치되어

365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루미 서비스의 특징

아마존
클라우드

구루미
서비스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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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ROI를 제공하는 영상통신플랫폼(1/2)

구루미 서비스의 특징

구루미는 국내 최고의 WebRTC기술을 이용해 서버로 통신하는 데이터를 최소화하여

실시간 영상통신 서비스에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네트워크 사용비용을 50%이상 절감합니다.

구루미 서버

네트워크 사용비용

50%이상 절감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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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비용절감 80% 이상

구루미 서비스의 특징

01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통신자의 회선을 사용합니다.

서버사용 20% 미만

02

NAT/방화벽이 있을 경우에는

서버의 회선을 사용합니다.

구루미 서버

1. 시그널링
(AWS)

1. 시그널링
(AWS)

2.미디어 송/수신(P2P)

2.1 영상데이터

2.2 음성데이터

구루미 서버

1. 시그널링(AWS) 1. 시그널링(AWS)

2.미디어 송/수신(AWS)

최고의 ROI를 제공하는 영상통신플랫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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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루미는

웹표준을 만드는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의 회원사이자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WebRTC부문 연구개발 협력사입니다. 

구루미 서비스의 특징

W3C

회원사

WebRTC부문

연구개발 협력사

보증된 기술력(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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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루미의

분산처리 기술 특허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 방화벽이 존재하는 ‘기업’ 및 ‘기관’에서도

고품질의 영상통화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구루미 서비스의 특징

보증된 기술력(2/2)



구루미
서비스&플랫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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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루미
클라우드 서비스

사내에 제품을 설치 할 수 없을 경우, 

영상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IT인력이 없을 경우,

구루미 최고 엔지니어와 솔루션을 활용하세요.

구루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불필요한 유지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에게 집중 할 수 있습니다.

구루미 제공 서비스 및 제품

02

구루미
영상교육 솔루션

보안상 등의 이유로 자체 시스템을 보유해야 할 경우,

영상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IT인력이 있을 경우에

구루미 솔루션을 구입하여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 구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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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루미 서비스 제공 기능 01 / 03

화상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OpenAPI를 제공하여 고객이 직접 원하는 기능을 구현 할 수 있습니다.

구루미 제공 서비스 및 제품

번호 특징 상세설명

1 고품질 화상회의 제공 • 최대 Full HD의 고품질 화상회의를 제공 합니다.

2 최대 64자 화면 레이아웃 제공 • 1:1화면부터 최대 64명이 동시에 얼굴을 보며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3 효율적인 회의를 위한 공유 기능

• 문서공유 기능과 화이트보드 기능을 통해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 효율적인 회의가 가능합

니다.

• 화면 공유 기능은 전체화면 또는 특정 프로그램을 회의 참석자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합

니다.

4
안전한 데이터 유통과
안전한 회의를 위한 데이터 보안

• 구루미 솔루션에서 유통되는 데이터는 HTTPS, TLS, DTLS기술로 암호화 되어 전송됩니다.

5
1000명이 참여 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

• 세미나 형식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직원 교육 및 조회등이 가능합니다.

6 기타
• 회의 또는 교육을 실시간으로 녹화하여 기록자료 또는 재사용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

다.

• 문자 채팅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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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능 상세설명

1 로그인 • 로그인 기능을 통해 인증된 사용자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의실개설
• 회의실을 즉시 개설하거나 예약시간을 설정하여 개설 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 설정, 예약시간 설정, 세미나 모드 선택 등 회의에 대한 상세 설정이 가능합니다.

3 영상회의
• 참여한 사용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회의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최대 64자의 화면 레이아웃을 제공합니다.

•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등 장치를 제어 할 수 있습니다.

4 화면공유 • 내 화면을 공유하여 동영상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유 하며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5 문서공유
• MS-Office문서, PDF문서, JPG, BMP이미지를 회의 참여자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문서나 이미지에 판서를 하며 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6 채팅
• 문자채팅이 가능합니다.

• 회의 또는 교육 중 문자채팅을 통해 의견을 전달 할 수 있습니다.

7 녹화 • 구루미 솔루션을 통해 진행하는 회의 및 교육을 녹화 할 수 있습니다.

구루미 서비스 제공 기능 02 / 03

구루미 제공 서비스 및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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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루미 서비스 제공 기능 03 / 03

구루미 제공 서비스 및 제품

번호 구분 표준 비고

1 사용자 화면 개발 표준 • HTML5 • W3C 표준

2 통신 표준 • WebRTC
• W3C 표준

• Web Real-Time Communication

3 영상코덱
• VP8

• VP9

• H.264

• 이기종 연동을 위한 H.264코덱 지원

4 음성코덱
• OPUS

• G.711

• G.722

• 이기종 연동을 위한 G.711코덱 지원

5 기타 • SIP • 이기종 연동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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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터마이징 사례

구루미 제공 서비스 및 제품

01

원격상담서비스

Hello
에임메드

1:1 심리상담서비스에 활용

구루미 솔루션 구입 후

OpenAPI를 이용해 UI변경하여 사용

02

업무용 메신저

블라섬톡
(주)신세계 I&C

구루미 온라인 화상서비스를

사내 업무용 메신저에 연동하여 사용

03

임직원 원격회의

구루미
현대백화점 그룹

구루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국 점포에 있는 임직원과 회의 진행



구루미
서비스
가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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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루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요금
구루미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당 과금 방식과 API사용시 사용시간에 따른 과금제가 적용됩니다.

구루미 서비스 가격 정책

01

계정 요금제
02

구루미 API 사용요금 제

구루미 API를 이용하여 고객분이 원하는 웹서비스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요금은 구루미의 API사용요금 정책에 따릅니다.

월 서비스 이용시간을 예측 할 수 없을 경우,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계정을 구매하여 계정별 월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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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별 사용요금 부과 정책
사용시간에 관계 없이 계정별 월 이용요금을 부과 하는 방식입니다.

계정은 1인 1계정이며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루미 서비스 가격 정책

번호 요금제 기본 제공 내용 기본 요금 비고

1 기본u
• .한 화면에서 동시 4명 이하의 영상통화 기능을 제공

• 전자칠판, 문서공유(1개파일 제한)

5,000 원 /월

(3,000 원 / 월,1년 일시

불)

※ 1년 일시불 시 월 3천원

2 골드u
• .한 화면에서 동시 25명 까지 영상통화 기능

• . 전자칠판, 문서공유, 화면공유,문자채팅 제공
14,900 원 / 월

3 플래티넘u
• .한 화면에서 동시 5명이상 64명 이하 영상통화 기능

• . 전자칠판, 문서공유, 화면공유, 문자채팅
19,900 원 / 월

4 OpenAPI • 개발지원이 있을 경우 별도 협의 및 비용이 발생 합니다.

※ 녹화 기능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 교육기관은 특별할인율이 적용되어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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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사용 요금 정책
구루미 API를 이용해 고객사의 자체 서비스를 만들어 서비스 할 경우 적용되는 요금제

구루미 사용사간 공식에 의해 계산된 사용량에 따라 부과 됨

구루미 서비스 가격 정책

번호
사용시간
(분,GM)

통화
분당요금단가

부가서비스
분당요금단가

산정식

1 2K이하 9,900원 100,000원

■ 계산식

⊙ 사용료 =   참여자수 * (참여자수-1)*(구간별 요금단

가+부가서비스분당요금단가)

※ 용어

⊙ K       1,000단위

⊙ GM   개설 룸당 사용시간(분단위) 총량

(GM =참여자수 * (참여자수-1)* 사용시간(분)

※ API사용시 구루미 기술사용에 대한 보안서약 및 구루미 기술 적용에 대한 고

지를 서비스 또는 어플리케이션 내에 표기 해야 하며, 표기 위치는 협의에 따릅

니다.

※ API사용시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한 별도의 비용이 청구 됩니다.

※ 부가서비스 : 문서공유,전자칠판,동영상공유,녹화

2 2K-10K 4.5 원 45원

3 100K-500K 4.2원 42원

4 500K-1.5M 4 원 4원

5 1.5M초과 3.5 원 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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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형 솔루션 가격 정책
서비스 제공사가 화상통신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이 가능 할 경우 구루미 솔루션을 구입하여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구루미 솔루션은 솔루션 기본 가격에 사용자수와 커스터마이징 요구에 따라 비용이 추가됩니다.

구루미 서비스 가격 정책

번호 항목 기본 제공 내용 기본 요금 비고

1
구루미 화상통화 솔루션

(GRMWCS)

• 화상통화 기능

• OpenAPI 제공
2,000만 원 (1식)

솔루션 기본 엔진 비용

구성 : 영상통화서버, 공유서버

2
구루미 화상통화 솔루션

(GRMWCS)

• 화상통화 기능, 문서공유 기능, 

전자칠판 기능, 화면공유 기능

• OpenAPI 제공

3,500만 원 (1식)
솔루션 기본 엔진 비용

구성 : 영상통화서버, 공유서버

3

구루미 컨텐츠 공유 솔루

션

(GRMCSS)

• 문서공유 기능, 전자칠판 기능, 

화면공유 기능

• OpenAPI 제공

3,000만 원 (1식)
솔루션 기본 엔진 비용

구성 : 영상통화서버, 공유서버

4
구루미 녹화 서버

(GRMRS)
• .실시간 녹화 기능 제공 500만 원 (1식) * 동시10채널녹화

4 사용자당 추가 요금

• 100 명 미만
1유저당 5,000 원 / 

월
구루미 솔루션을 직접 구축하는 경우

구루미 솔루션을 구입하고 추가로 사

용자수에 따른 비용을 지불 해야 합

니다.

사용자수에 따른 비용은 1년,2년,3년

일시불 납부 방식입니다.

• 100 명 ~ 999 명
1유저당 4,000 원 / 

월

• 1,000 명 ~ 9,999 명
1유저당 3,500 원 / 

월

• 10,000 명 이상
1유저당 3,000 원 / 

월

※ 커스터마이징 요구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교육기관은 특별할인율이 적용되어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구루미
서비스
주요 기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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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기능
댄디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와 최고의 통신 기술이 어우러져 함께 있는 듯한 생생한 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루미 서비스 주요기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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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공유 기능
내 화면을 공유하며 소통하세요! 

내가 실행하고 있는 동영상, 문서와 같은 다양한 컨텐츠를 함께 보며 소통할 수 있습니다.

구루미 서비스 주요기능 소개

내 컴퓨터 상대방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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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공유 기능
부드러운 필기가 가능한 국내 최고의 판서기술을 만나보세요.

구루미 전자칠판에 문서와 이미지를 공유하고 판서하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판서를 하며 소통할 수 있어 교육과 회의의 효율을 높여 줍니다. 

구루미 서비스 주요기능 소개

공유된 문서 목록 및
페이지 영역

공유영역

그리기
도구

왼쪽 메뉴에서

문서 모양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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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기능
고객이 원하면 모든 것을 기록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화상수업을 녹화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녹화된 영상을 새로운 컨텐츠로 재생산 하거나 화상 수업시 교육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구루미 서비스 주요기능 소개



구루미
회사 소개



구루미는 최고의 기술로

고객의 시간을 아껴 드리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 합니다.



• 회사명 주식회사 구루미

• 대표자명 이랑혁

• 설립일 2015. 9. 9

• 주요사업 • HTML5기반 실시간 영상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

• HTML5기반 실시간 스트리밍 서버스 제공

• HTML5기반 실시간 컨텐츠 공유 솔루션 제공

•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77 제B동 509호

( 정자동, 분당인텔리지II )

• 기타 • 국제 웹표준 기구 W3C 회원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패밀리기업

구루미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착한 사람들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영상통신서비스 회사 중 유일하게 W3C회원사이며, 

한국 최고의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WebRTC 기술 연구 협력사(e-패밀리기업)이기도 합니다.

작지만 국내 최고의 HTML5 및

WebRTC기술을 보유한 회사



신생기업인 구루미의 영상통신 솔루션 및 서비스는

품질이 보증된 제품만 사용하는 통신사인 LGU+ 뿐만 아니라 수 십조 매출 기업인 신세계그룹과

현대백화점 그룹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및 파트너



구루미 서비스 접속 정보

gooroomee.com



Thank you

lucas.lee@gooroomee.com



부록



asd

asd

Smart Phone Tablet PC 영상회의 장비

클라우드내 서버 구성

복제 및 배포 금지© 2015 구루미 All rights reserved.

Server

asd

미디어 서버
GRM-MCU

GRM-G/W

asd

AS 서버
GRM-AS

PC
Client

(Mixed)
H.264, VP8, VP9 /

G.7xx, OPUS

H.264, VP8 /
G.7xx, OPUS

HTML5 / WebRTC

이기종 연동 G/W기타 연동 G/W
(조직도 등)

H.264/SIP



번호 구분 서버명(약자) 주요기능

1 AS 서버
로드밸런서
(GRM-BL, Gooroomee Load Balancer)

• 웹 부하 분산 및 이중화 기능을 위한 서버

2
서비스관리서버
(GRM-SWS, Gooroomee Smart Web Server)

• 계정 관리

• 단말 관리

• 미팅룸 관리

• 권한 관리

• 타서비스 연동 관리

3

컨텐츠 공유 서버
(GRM-SCS, Gooroomee Smart Contents Share 

server) 

• 문서공유

• 이미지공유

• 판서공유(펜, 형광펜,레이저포인터, 지우개, 화이트보

드)

4 미디어서버
아이스 서버

(GRM-ICE, Gooroomee ICE server)

• STUN 기능

• TURN 기능

5
스마트 MCU

(GRM-SMCU, Gooroomee Smart MCU)

• 영상, 음성 믹싱

• SIP 연동

• WebRTC to SIP

• 최대64자 믹싱 화면 제공

6 연동G/W 연동G/W
• 이기종 연동

• 조직도 연동 등 수행

시스템 설명

복제 및 배포 금지© 2015 구루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