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개요

회사명
케이비에스미디어(주)

본사
서울특별시마포구매봉산로 45

대표자
김영삼

종업원수
259명 (2021.�12.)

매출액
2,629억 8,706만
(2021.12.GAAP�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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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콘텐츠 유통

·�콘텐츠 기획〮제작
·�문화〮교육
·�디지털 서비스

Case�Study

KBS�미디어

·�국내외 어디서나웹브라우저에서회의시작!
글로벌비즈니스를위한비대면미팅으로비용절감효과까지!

· 노트북 없이리모트미팅 BOX�설치만으로
전용화상회의실공간마련

도입전

과제
도입후

효과
· 재택근무 확대로 화상회의 솔루션 필요
· 해외 출장 중단으로 인한 대안 필요
· 국내외 행사의 취소 및 온라인 개최

· 전사적 수준에서 비대면 미팅문화 활성화
· 미〮일 등 전세계 다양한 지역과 화상회의 진행
· 쉬운 사용법으로 초보자도 편리하게 회의 참여

대내외잦은비대면커뮤니케이션을

위한검증된화상회의솔루션

KBS 본사에서 먼저 리모트미팅을 사용하고 있

어서 성능이나 안전성 면에서 이미 신뢰도를

얻어쉽게선택하게되었습니다.

본사와의 회의에서도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

어회의준비및진행이편리했습니다.

리모트미팅 도입 이후부터는 사내외 회의는 물

론, 채용 업무에서도 대면 면접 대신 주로 비대

면 면접이 눈에 띄게 활성화되었습니다. 또한

주 1~2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일본, 미국 등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해외 바이어들과의 비

대면 미팅을 통해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

할 수 있었으며, 해외 온라인 마켓 행사가 열리

는 시기에는 일주일 내내 화상 회의를 적극 사

용하며업무효율성을높이게되었습니다.

K-콘텐츠글로벌확산을위한

비대면업무환경구축

KBS 미디어는 공영방송 KBS의 자회사로서 주

로 방송프로그램의 국내외 판권 수출과 VOD

유통 사업을하고있습니다.

또한 KBS홈페이지, 디지털 뉴스, 모바일 앱 등

KBS그룹의 디지털 서비스를 총괄 개발, 운영하

고 있으며, 국제 규모의 전시나 행사, K-POP 공

연을 통해 전세계적인 한류 콘텐츠 확산을 이끌

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방송 문화 콘텐

츠회사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재택근

무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비대면 업무 환경

도입 및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

로 업무상 꼭 필요한 해외 출장이 불가능해지며

대면 미팅을 비대면 미팅으로 대체해야 했으며,

각종 국내외 콘텐츠 마켓 행사도 취소 또는 온

라인으로 대체됨에 따라 화상회의/웨비나 솔루

션이 회사 업무에 필수 요소라고 생각되어 고심

끝에리모트미팅도입을결정하게되었습니다.

쉬운사용법은물론깨끗한음질과

화질로직원만족도증가

리모트미팅은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서비스임

에도 해외 유수의 화상회의 솔루션과 대등한

성능을 내며 전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브라

우저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에

익숙하지 않은 상대방한테 PC 브라우저에서

URL만 입력하도록 안내하면 화상회의가 가능

한점이매우편리했습니다.

최근 사내 화상회의실 전용 공간을 구성하면서

리모트미팅 BOX를 도입했습니다. 회의실에 굳

이 노트북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TV처럼 리모

컨 하나만으로 간편하게 화상회의를 바로 시작

할 수 있어 직원들 만족도 역시 매우 높았습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