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연수, 사장 면담에도 활용! 
멀리 떨어진 각 거점을 가까운 존재로 바꾼 Remote Meeting BOX 의 활용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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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타 님 : 이바라키현 히타치시의 본사를 포함해 전국에 여섯 개의 
거점이 있습니다. 미토, 도쿄, 우쓰노미야, 센다이에 영업소를 겸한 
사업소가 있으며, 이바라키현 내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히라타 님 : 업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전화나 메일로 했습니다만, 
중요한 회의는 가능한 한 직접 모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분기에 한 번 있는 예산회의나 한 달에 한 번 있는 실적회의 등에는 
과장 이상의 임직원이 몇 시간에 걸쳐 이동해 참석했었습니다. 
이동에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등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과장 이상은 대략 ��명 정도로, 회의 때마다 히타치시의 본사에 
모였으며, 실질적으로 �시간 정도인회의를 위해 이동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 업무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요한 회의도 최대한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도록, 현장의 
사원이 주도해 Web 회의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개 거점에서 임직원이 이동했고, 이동시간 및 비용에 부담 느껴

─ 귀사의 거점 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개 거점 간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도입사례

IEC 주식회사

취재에 협조해 주신 분
히라타님

일본을 대표하는 종합 전기 메이커를 중심으로 많은 공장이나 중소기업이 모이는 이바라키현 히타치시에 본사를 두는 IEC 주식회사.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하드웨어 설계,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폭넓은 사업을 다루는 IEC 주식회사는 각 거점을 묶기 위해 화상 회의 디바이스

「Remote Meeting BOX」 및 Web 회의 시스템 「Remote Meeting」를 도입했습니다. 도입의 배경에는 어떠한 과제가 있고, 
현재 어떻게 「Remote Meeting BOX」를 활용하고 있을까요. 담당자분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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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oteMeeting과 RemoteMeeting의 로고는 RSUPPORT의 상표입니다. 
※ 기타 회사명, 상품명 등은 일반적으로 각 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회의, 연수, 사장과의 면담에도 활용! 사내에서 생겨난 독자적인 활용방법이란?

─ 각 거점의 담당자에게는 어떻게 사용법을 설명하셨습니까?

─ 현재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활용하시나요?

─ 잘 쓰고 계시는 기능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히라타 님 : 각 거점의 스탭에게 사용법을 지도했지만 매뉴얼을 
만들거나 스터디 모임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조작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조금의 설명으로 사용법을 이해시킬 수 있었습니다.

히라타 님 : 녹화 기능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원이 모여 연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연수 상황을 동영상으로 
남기고 동영상 자료로서 사내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히라타 님 : 예산회의와 실적회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사내 연수나 연말 연시의 사장 인사, 거점에 따라서는 
고객과의 상담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활용으로, 입사 �, �년째의 사원에 대한 사장 면담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장이 각 거점으로 이동하여 한사람 
한사람 면담을 실시했지만,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여 현재는 온라인 
면담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도입 전 예상한 대로 회의 비용 대폭 삭감! 코로나에 직면해도 혼란 없이

─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 본 제품에 대한 소감을 들려주세요.

히라타 님 : 도입 이전의 과제였던 회의 비용을 삭감할 수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바로통상업무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또, 도입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가 시작되어 현의 경계를 
넘어 이동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미리 Web 회의 시스템 체제를 
정비하고 있었기에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히라타 님 : 경영진으로부터는 '시간 낭비 없이 중요한 회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굉장히 좋은 대처다'라는 말을 듣고 있으며, 역시 비용면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Remote Meeting BOX가 없었다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회의를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PC나 스마트폰처럼 업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입의 결정적 요인은 동일 서비스 대비 낮은 도입비용과 러닝 비용

─ Web회의 시스템 도입을 위해 비교 검토한 것은 무엇인가요? ─ 도입을 결정하게 된 결정타를 알려주십시오.

히라타 님 : 먼저 중시한 것은 비용입니다.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웹 회의 
시스템에서는 웹 시스템과 전용 기기를 도입하는 데에 ���만엔 단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의 규모와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능면에서는, 대전제로서 문제 없이 접속할 수 있을 것, 그리고 조작이 
간단할 것이 비교 검토의 주안점이었습니다.

히라타 님 : 데모 체험을 실시한 결과, 「Remote Meeting BOX」의 조작 
방법이 심플하고 알기 쉬웠습니다. 하드웨어의 전원을 켜고 리모컨의 
OK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정식 계약 후 각 거점 마다 「Remote Meeting BOX」와 
「Remote Meeting」의 계정을 세트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