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개요

회사명
에스원 CRM

본사
경기수원시팔달구인계동 946-6 

대표자
천병규

종업원수
258명 (2021. 12.)

매출액
138억 9,753만
(2021.12.IFRS 개별)

URL
https://www.s1crm.com/

사업내용
·전화상담/전기공사,전기통신공사/전화권. 
유판매,소프트웨어개발,판매,고객관리
컨설팅,교육,인력파견,장애대응

Case Study

에스원 CRM

도입전

과제
도입후

효과
· 재택 근무 도입 후 직원 관리 어려움
· 재택 직원과 소통 시 오해 발생
· 교육 진행 등 부득이한 출근 필요

· 직원 건강 및 근무 준비 상태 체크
· 팀 조회 등 주기적 소통 통한 친밀감 형성
· 줄어든 출근횟수로 직원 만족도 상승

쉽고편리한 S/W 리모트미팅으로

직원및관리자만족도증가

화상회의 도입 전 국내외 많은 제품들을 비교/
검토하여 사용법이 가장 간단한 리모트미팅을
도입했습니다. 리모트미팅은 별도 프로그램 설
치가 필요 없는 웹(web) 기반 화상회의로, 누
구나 URL만으로 쉽게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
니다. 전화 및 화상 설명만으로 모든 직원들이
금방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른
사내 정착이 가능했습니다. 덕분에 출근 횟수
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고 관
리자및 직원만족도가대폭상승했습니다.

재택근무도입통해

장애인근로자근무환경 개선

에스원 CRM은 국내 최초 전문 보안 회사인 에

스원 세콤의 종합 상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시행하여 총 250명의 직원 중 100명 이상이 장

애인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우수

고용 사업장으로서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

기 위해 근무 환경 및 체제를 개선하는 등 장애

인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

하고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근로자들의 경우 출·퇴근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안전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에스원 CRM은 장애인 직원 복지 혜택의 일환

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했습니다. 초기에는 재택

근무 직원의 근무/근태 관리 방식이 미흡했고,

무엇보다 함께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도구

의 필요성을 느껴 화상회의 도입을 결심했습니

다.

양방향커뮤니케이션덕분에

재택직원관리효과상승

에스원 CRM은 재택근무자들을 위해 팀 조회,

신규 제품 교육, 직원 건강 체크 등 근태 관리

및 업무 공지를 목적으로 매일 리모트미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도입 전에는 재

택 직원들과 전화, 메시지로 업무 관련 커뮤니

케이션을 나눴습니다. 단순 음성, 문자 커뮤니

케이션 방식은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까지 파악

하기 어려워 오해가 생기고 혼선을 빚게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얼굴

을 보고 소통할 수 있는 화상회의를 통해 명확

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임직

원 간 친밀도까지 높아졌습니다. 중요한 전달

사항을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택

직원관리도훨씬용이해졌습니다.

· 리모트미팅으로 사내재택근무자 관리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전사고예방

· 쉽고 빠른비대면 커뮤니케이션으로
직원관리 효율대폭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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