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개요

회사명
참빛그룹

본사
서울특별시용산구남영동 17-1 참빛빌딩

대표자
윤철호. 이대봉. 이호웅

종업원수
2,000명

매출액
5000억

URL
http://www.charmvit.co.kr

사업내용
· 에너지사업/제조,건설업/관광,레저사업/
해외사업등

Case Study

참빛그룹

도입전

과제
도입후

효과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국내외 지사 방문
· 제한된 대면 회의로 직원 관리 문제 발생

· 출장 비용, 시간 절감으로 업무 효율 증가
· 화상으로도 원활하고 유기적인 소통 가능

효율적인비대면화상면접으로

경쟁력있는인재채용

참빛그룹은 리모트미팅을 이용해 비대면 실시
간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직자들과 채
용을 진행하는 기업들 양쪽 모두가 선호하는
화상 면접은 이동 거리나 장소의 제약 없이 언
제든지 유연하게 면접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대면 면접과 유사하
고 보다 다양하고 뛰어난 지원자들을 빠르게
만나볼 수 있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도 비대면 화상 면접 방식을 지속하고 있습니
다.

베트남 5성급호텔운영,

출장대신화상회의로해결

참빛그룹은 강원도 및 충북권의 도시가스를 공

급하고, 국내외 호텔과 리조트를 운영하며 서울

예술고등학교와 예원학교 재단을 운영하는 등

에너지, 레저,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

행하고있습니다.

국내외 곳곳에 지사를 보유한 참빛그룹은 코로

나 사태 이전부터 계열사 관리를 위해

WebRTC(Web Real-Time Communications)

기반 화상회의인 리모트미팅을 사용해왔습니다.

화상회의 도입을 결심한 이유는 베트남에 위치

한 그랜드 플라자 하노이 호텔과 미팅을 위한

출장 비용의 부담을 줄이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리모트미팅을 도

입한 후, 지사에 있는 임직원들과 더욱 원활하

고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의사

결정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도 전사적으로 기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리모트미팅 라이선스를 추가 구매하

여 사용하고있습니다.

세계무대에서도통하는

화상회의,리모트미팅의비결

참빛그룹은 신규 사업을 위한 해외 바이어 및

투자자들과 만나는 중요한 자리에서도 리모트

미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초대 링크만으로

웹에서 바로 프로필을 생성해 신속하게 회의에

참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직관에

따라 설계된 간단한 사용법 덕분에 난생 처음

화상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도 새롭게 공부할 필

요가 없습니다. 대내외로 리모트미팅 사용량이

늘어나고 해외 계열사 직원들과의 안정적인 회

의 니즈가 증가하면서 전용 H/W 제품인 리모

트미팅 BOX도 도입했습니다. 사내 회의실 규

모에 맞게 화상회의 장비를 설치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인원들이 번거롭게 PC를 세팅

할 필요가 없어졌고,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회

의를진행할수 있게되었습니다.

· 국내외 지사와 리모트미팅으로 소통하며
업무효율 증가및의사결정 시간단축

· 리모트미팅 전용 H/W장비도입으로
복잡한준비절차 없이 즉시회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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