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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배경- 스마트워크 환경으로 변화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따른 개인의 생산성 향상과 팀의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는

“스마트워크” 환경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제언 배경- 다양한 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

업무 환경
의

다변화

모바일 단말을 활용해 공
간 제약없이 실시간 업무

처리

원격지 출장 또는 지사 근
무자와 협업

주거지 인근에 구축된 전
용시설 (센터)에서 사무실
과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

직장에서 업무효율성을 높
일 수 있는 화상회의 등 시
설환경을 구축하여 근무

이동/현장에서
모바일 오피스

지사, 원격지
오피스

스마트워크센
터에서 원격근

무

직장에서
스마트 오피스

다양한 업무 방식과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 필요



솔루션 개요- 스마트 화상 회의 기대 효과

Microsoft의 스마트 화상 회의 솔루션으로 다음과 같은 스마트 워크가 가능

스마트
소통 방안

• 지방 이전에 따른 본사와 지사 또는 협력사 간의 원격지 소통 방안 확보
• 서울 및 수도권 위주의 유지보수 업체와 소통 방안 확보
• 업무회의를 위한 이동 거리 및 시간 단축

• Smart Office를 위한 원격 근무 환경 구축
• 모바일 기기 운영 환경을 위한 지원 가능

• 운영중인 메신져 연동과 회의 예약 솔루션 지원 가능
• 기 운영중인 화상회의 솔루션 노후화 대체 - HD급 이상의 화질
• 도입 및 운영 비용 절감 효과

스마트
오피스 환경

스마트
솔루션



솔루션 개요- 스마트 화상 회의 솔루션 주요 기능

웹 회의

Office 

응용 프로그램 오디오 회의

그룹 채팅 인스턴트 메시징 모바일

화상 회의
공유(바탕 화면, 

파워포인트 등)

스마트 워크를 위해 다양한 회의 관련 기능을 제공



솔루션 기능- 스마트 장치를 통한 화상 회의

스마트 폰과 태블릿 PC 와 같은 다양한 스마트 장치를 통해 이동 중에도 온라인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음



솔루션 기능- 다양한 스마트 화상 회의 기능

문서 및 화면 공유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회의 참석자들간의 공통 문서 작성 등의 협업 가능



지정된 일정을 미리 예약하여 개인 또는 회의실을 통한 온라인 회의 예약 가능

편리한 UI 구성으로 화상회의 즉시 참여 / 다양한 검색 옵션 / 조직도 연동을 통한 화상 회의 개설

솔루션 기능- 스마트 온라인 화상 회의 예약



회의 예약과 함께 다양한 화상회의 기능을 활용하여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음

솔루션 기능- 스마트 가상 회의 진행 절차



회의 예약과 함께 다양한 화상회의 기능을 활용하여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음

솔루션 기능- 스마트 가상 회의 진행 절차



회의 예약과 함께 다양한 화상회의 기능을 활용하여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음

솔루션 기능- 스마트 가상 회의 진행 절차



분류
일반 웹켐

- 개인
고화질 웹켐

- 소규모 회의실
회의용 웹켐

- 소규모 회의실
Round Table

- 중/대규모 회의
Sfb Room System

- Immersive TelePresence

사용자 규모
최적: 1명
최대: 2명

최적: 2명
최대: 3~4명

최적: 3~4
최대: 7~6명

최적: 4 ~12명이하
최대: 20명

최적: 4 ~ 6명
최대: 6 ~16명

적용장비

Sfb 인증을 받은 웹켐

1. Microsoft LifeCam St
udio

2. Logitech WebCam 9
30e

Logitech BCC950 Conferen
ceCam

Polycom CX-5100HD
(Round Table)

Sfb Room System

기능
– 화상

발표자 화면
및 Gallery 

View
지원함 지원함 지원함 지원함 지원함

파노라마 화면
(회의실 전경 표

시)
지원하지 않음 지원하지 않음 지원하지 않음 지원함 지원하지 않음

기능
– 음성

스피커폰 지원하지 않음 지원하지 않음 지원함 지원함 지원함

위성마이크 지원하지 않음 지원하지 않음 지원하지 않음 지원함 지원함

기타기능 광학 오토포커스

 리모콘을 통한 화면
조정가능
(확대/축소, 위치조정)

 스피커폰 내장

 음성을 인식하여 해
당 위치의 화면을 표
시

 스피커폰 내장
 HD 화질 지원

 터치스크린을 지원하
는 대화면

 간단한 조작으로 회
의진행

회의 규모에 따른 다양한 회의 환경의 장비를 지원하며 회의실은 별도의 장비를 지원

솔루션 기능- 다양한 규모의 회의 장비 지원



활용 시나리오 예시- 원격지 근무자 회의

원격지, 타 기관 또는 해외 자매 기관 근무자와 회의나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

 수도권에 소재하는 36개
중앙행정기관(16개 부처, 20개 소속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3단계에 걸쳐
세종시로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을 제외한 총
148개 공공기관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



활용 시나리오 예시- 이동 중 회의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이동 중 화상 회의 시나리오



활용 시나리오 예시- 해외 법인 간 회의

해외 공관 또는 자매결연 도시 담당자와 회의에 활용



활용 시나리오 예시- 실시간 정보 전달

실 시간 자료 검토 및 전달이 필요할 경우에 활용



활용 시나리오 예시- 웹 세미나 활용

다수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웹 기반 온라인 화상 세미나에 활용

설문조사
QnA 활용



기본 구성 방안



Front-End (IM/상태정보)
Skype for Business Server

Domain Controller
Active Directory

화상회의예약솔루션Edge (원격접속, Media Relay)
Skype for Business Server

Office Web App
PowerPoint PT

화상 회의를 사용하기 위한 최소 구성은 하기와 같음

기본 구성- 시스템 구성도

상기 구성도는 내부망 사용자를 위한 구성도이며 외부 네크워크 및 모바일 사용은 제한되어 운영
상기 구성도는 물리적인 구성을 기준으로 제안되었으며 가상 서버를 이용하는 구성도 가능



기본 구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Sfb 서버 역할
수
량

시스템 사양
비고

CPU RAM HDD NIC 기타

Sfb Front-End
IM, A/V 통화, 

상태정보
1 2 core 32GB

146GB x 2EA(RAID 

1)

Gigabit Ethernet 

x 2

OWA
(Office Web Apps)

PPT 문서
공유하여
화상회의

1 1 core 8GB 146GB x 2EA(RAID 1)
Gigabit Ethernet 

x 2

Domain 
Controller

사용자 인증, 

리소스 관리
1 1 core 8GB

146GB x 2EA(RAID 1) Gigabit Ethernet 

x 2

Sfb Edge
외부 사용자

서비스
1 1 core 8GB 146GB x 2EA(RAID 1)

Gigabit Ethernet 

x 2

예약 솔루션 화상회의 예약 1 1 core 8GB 146GB x 2EA(RAID 1)
Gigabit Ethernet 

x 2

총 수량 5 6Core 64GB

 하드웨어 구성

 소프트웨어 구성

분류 제품 수량 단가 가격 설명

서버
라이선스

Windows Server 2012 R2 Standard 
Edition

5

Skype for Business Server 2015 1

사용자
라이선스

Windows Server CAL 50 GA/GAS 계약 시 제외

SfB Standard CAL 50 GA/GAS 계약 시 제외

SfB Enterprise CAL 50

합계



항목 내용 수량 단가(원) 소요비용(원)  비고

기본 솔루션

화상회의 예약 솔루션 - 기본 솔루션 1 식 10,000,000 10,000,000

사용자 수량 50 명 20,000 0 - 무료제공

소계 10,000,000

솔루션 구축

Deployment
- SfB 서버 구축 및 가이드
- 서비스 설치 및 가이드
- 테스트

1.5 M/M 9,000,000 13,500,000

소계 13,500,000

합계 23,500,000 VAT 별도

기본 구성- 솔루션 구축 및 비용

솔루션 구성 필요 사항



사용자 환경에 요구되는 H/W, S/W 사양

구분 항 목 내 역 비고

PC 환경

지원 OS
및

브라우져

Windows 7 이상
Internet Explorer 8.X 이상 32bit / 64bit 지원
Firefox 12.X 이상 32bit 
Chrome 18.X 이상 32bit 
Safari 지원하지 않음

H/W 요구사항
X86 CPU Dual Core 2.0GHz 이상 / RAM 4GB 이상 권장
(여유 메모리 1GB 이상 권장)

S/W 설치사항
- .Net Framework 4.0 Client Profile 이상
- Lync2013 Client(Office2013 이상)
- Skype Business 2016 Client(Office2016 이상)

- 최신 Service Pack 설치

기본 구성- 사용자 환경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