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주식회사 HD플라워 홀딩스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웹회의를 도입.
합리적인 요금과 뛰어난 조작성 때문에
타사제품에서 RemoteMeeting으로 전환.

도입전

과제

도입후

・ 출장 비용과 시간
・ 고가의 화상회의 요금
・ 복잡하고 어려운 서비스

효과

출장시 이동시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 웹회의를 도입

RemoteMeeting을 선택한 이유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요금제도

저희는 플라워 비즈니스, 관혼상제 비즈니스 등
다양한 니즈에 맞추어 국내외 7사의 기업을 다각
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도쿄
와 히로시마는 물론, 해외에도 사업거점을 두고
있으며, 종업원도 많이 늘어 몇년 전 부터 그룹 거
점간의 커뮤니케이션 강화가 시급했습니다.
WAN 구축으로 PC나 휴대폰, 모바일 단말을 통한
정보통신망은 마련했지만 임원회의 등이 필요한
중요 회의나 상품/서비스 기획회의에는 서로간에
얼굴과 상품을 보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빈번한 출장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출장에 드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Remot
eMeeting이 아닌 별도의 웹 회의를 도입했습니
다.

전에 사용했던 회의시스템에 큰 문제나 요망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비슷하거나 더 나은 기능
을 가지고 가격 대비 성능이 높은 웹회의가 있다면
전환하고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비교 사이트의를 중심으로 약 3개월간 조사를 하면
서 ‘RemoteMeeting’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데모
를 신청하고 2주간 사용해보며 품질을 체크했습니
다. 임원 결재를 받아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도 실행
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과 비교하여 손
색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가
격을 고려하여 ‘RemoteMeeting’ 으로 전환하게 되
었습니다.
동시에 복수의 회의를 진행하고자 ID 요금제를 선
택했으며 가격 면에서는 타사 제품과 비교한다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도입 즉시 사용 가능한 웹회의

연간 100만 엔 이상의 경비 삭감에
성공
웹회의는 주로 임원회의와 조례에 이용하고 있습
니다. 한 달에 3~4회 개최되는 그룹사의 임원회의
시에는 두 명의 임원이 고속철도를 타고 이동하지
않아도 웹회의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
고 거래처가 있는 홍콩에서의 미팅도 웹회의로 대
체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부분 만으로도 연간 100만엔 이상의 교통비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전에 사용하던 웹회의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웹회
의 시스템에서 RemoteMeeting으로 전환하는 작업
이 원활했기 때문에 시스템 담당자로서 참으로 고
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작도 쉬웠기 때문에 매뉴얼 없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 합리적인 요금제를 통한 경비 절감

・ 간단한 조작으로도 원활한 회의 가능

회사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HD 플라워 홀딩스
본사
〒590-0824 오사카부 사카이시
사카이구 오이마츠쵸 1-35-7
대표자
대표이사 회장
대표이사 사장

森本

종업원수
400명(2018년 2월 현재)
자본금
9000만 엔
URL
http://www.hd-flower.co.jp
사업내용
꽃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인재파견
등에 관련된 기업의 총괄·운영 등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일하는 방식 개혁에도 활용 예정
당사에는 각 사업회사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8개의
‘HD그룹 위원회’가 존재합니다.각각의 위원회 활동
에 웹회의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한 운영이 가능하
리라 생각됩니다.
그 밖에도, 회원이 아닌 사람도 웹회의에 초대가 가
능하고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팀에서의
면담, 채용에 있어서의 면접, 재택근무등의 일하는
방법 개혁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습니다.
시스템 담당자로서는, PC 조작 등의 지원 도구로도
활용하고 싶습니다.

문의처(대리점)

※RemoteMeeting와 RemoteMeeting의 로고는 RSUPPORT의 상표입니다.
※그 외의 사명, 상품명 등은 일반적으로 각사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 연 100만엔 이상의 출장비 절감

관리부 정보 시스템과 有

님

「RemoteMeeting으로의 교체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시스템 담당자로서 이만큼
고마운 일은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