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개요

회사명
고양도시관리공사

본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 (대화동)

대표자
안병구

종업원수
494명 (2022. 12.)

매출액
450억 7,000만
(출처 : NICE 2022.06.)

URL
http://www.gys.or.kr

사업내용
· 체육센터, 문화센터, 교통시설, 환경시설,

도시개발 관련 각종 사업 진행

Case Study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입전

과제
도입후

효과
· 분산된 사업장 간 불필요한 이동시간
· 코로나19로 인해 회의 중단 장기화
· 대면 회의에 소요되는 준비 시간 낭비

· 시간 낭비 없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
· 정기회의 및 각종 모임 비대면 개최
· 긴급한 상황에서도 신속 유연한 대처

리모트미팅으로시간낭비없이

효율적인회의진행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대면 회의는 사전 공지 및
자료를 준비하고 직접 회의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습
니다. 리모트미팅을 전면 도입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언제나 화상으로 즉각 소통할 수 있
게 되어 각종 장애나 재난 상황 발생, 급박한 일
정 변동 시에도 신속 정확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산된사업장관리도

리모트미팅으로한번에해결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도

시 사업과, 고양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공공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기관입

니다.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어가고, 고양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든

든한 평생지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문

화가 확산되자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정기적으로

진행하던 주간회의, 월간회의 등을 모두 서면으

로 대체했습니다. 회의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업

무가 지체되는 불편을 겪어 대면 방식과 유사한

화상으로 회의를 재개하기 위해 리모트미팅 도

입을 결정했습니다. 회의 업무 상당 부분이 화

상으로 대체되면서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여러

시설들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었

습니다. 사업장 관리를 비대면으로 운영하게 되

며 이동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별도사용법교육필요없는

고품질WebRTC 기반화상회의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각종 위원회 및 노조대위

원 활동 등 다양한 대내외 모임을 화상으로 진

행하고 있습니다. 리모트미팅은 깔끔한 UI·UX

와 쉬운 사용법으로 화상회의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물론 모든 연령층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사용법이 어렵고

준비 과정이 복잡한 외산 제품에 비하여 국산

화상회의 S/W이면서 PC에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에 빠른 소통과 의사 결

정이 필요한 한국 기업의 회의 문화에 적합했

습니다.

· 이동 시간과 출장 비용을 아끼는 방법!
대면 미팅 대신 리모트미팅으로 해결

· 디지털 격차 해소하는 쉬운 S/W
문제 상황 발생해도 즉각 대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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