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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of
Collaboration in office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고 비즈니스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많은 기업들은
멀리 떨어진 사업장 간, 혹은 다양한
근무 형태를 가진 임직원 간의
효과적인 협업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외 현장과 본사 간 급한 회의가
필요한 경우와 회의실이 없는
상황에서 문서를 보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경우,
혹은 수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격 세미나가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협업이 늘어남에
따라, 이 모든 협업 환경을
아우르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회의의
개념을 바꿔보세요
빠른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한 의사 결정은
이제 기업의 성공에 있어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더욱 빠르게 바뀌어야 합니다.

신속한 회의로
업무 속도를 높이세요
Samsung Square Meeting은 비디오/웹/오디오
컨퍼런스가 가능한 통합 컨퍼런싱 솔루션으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PC, 모바일, 전화 및 영상 회의실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회의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회의 접근성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효율적인
회의 관리

그룹 웨어, 메신저 및 다양한
기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회의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다양한 모드와
기능들을 이용해 회의에 더욱
효과적으로 몰입할 수 있습니다.

더욱 강력해진 Admin 기능으로
회의 히스토리와 공유된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Samsung Square Meeting은
고객사의 그룹웨어 시스템 및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손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참가자들은
자신의 다양한 디바이스 (PC, 모바일,
비디오 컨퍼런스 장비 등)를 이용해서
회의에 빠르게 입장할 수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문서 혹은 영상 모드를
선택하여 교육이나 면접 등 다양한
목적의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서를 위한 펜 툴을 사용해
문서나 화이트보드에 판서할 수 있고,
참석자의 PC 화면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회의 참석자 간의 더욱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집니다.

상시 회의 기능(Virtual Meeting
Room)을 이용 회의 종료 후에도
해당 회의 공간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저장됩니다.
또한 리뷰 모드를 통해 한 달 내에
종료된 회의 공간에 다시 접속하여
당시 회의 참석자들이 공유한 채팅,
판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Key Functions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연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더욱 쉬워진
회의 관리 기능

통합 컨퍼런스

다양한 미팅 모드

상시 회의

웹 컨퍼런스, 영상회의, 음성회의 등 다양한
종류의 회의를 개설하여 업무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으로 자유로운 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팅 상황에 따라 2/6/10인의 영상 모드 혹은
문서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팅의 모든 참석자가 고정된 상시 회의공간에서
문서, 판서, 채팅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시 회의 개설
그룹웨어나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협업
중에도 바로 미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서/화면 공유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개인 PC에 저장된
문서 혹은 자신의 PC 화면을 공유할 수 있으며,
화면 공유 시에는 누구든지 원격으로 공유자의
화면이나 특정 PC 프로그램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리뷰모드
회의가 끝난 경우에도 리뷰 모드를 통해 종료된
회의 공간에서 공유한 문서, 판서, 채팅 등 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능
PC에서 경험한 Samsung Square Meeting
의 다양한 기능과 모드를 모바일의 가로, 세로
어떤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msung Square Meeting은 2016년도에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에서
수여하는 Red Dot Design Award의 Design Concept 부문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Samsung Square Meeting은 2017년도에 독일 IFD사가 수여하는 iF Design Award의
Professional Concept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Samsung Square Meeting을 통해
회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업무의 생산성과
속도가 높아집니다.

회의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기업들은 지금까지 긴급한 업무 이슈를 느리고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처리해 왔습니다.

기존의 임직원은 교육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를 보내
현장에서 직접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가장 큰 고민은 담당자들에게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출장 비용과 시간입니다.

그러나 Samsung Square Meeting를 이용하는 많은
고객은 다양한 지점과의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임원들은 업무 담당자와
음성/영상 회의를 통해 빠르게 소통하고, 각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본사로의 출장이 필요하지 않아 회의에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내 업무 이슈는 더욱 빠르게 해결되고
생산성 또한 더욱 증가합니다.

그러나 Samsung Square Meeting의 영상 회의 등으로
출장을 대체하면서, 출장비용과 시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약된 시간은 다시 임직원의 다른
업무에 활용되어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업무 모두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Use Cases

Unleash the
potentials of
Square Meeting

원격지에 있는 개발자와의
Pair-coding 진행
Square Meeting만의 화면 공유 및 제어권
이관 기능을 통해, 개발자는 다른 곳에 있는
개발자와 원격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개발 관련
이슈를 즉각적으로 확인 및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Square Meeting을 이용한
원격 매장 점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현장을 촬영한 후 Square
Meeting으로 바로 사진을 공유하여, 매장 점검을 위해
개별적으로 방문할 필요 없이 빠르게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지점, 매장과
통합컨퍼런스 진행

Square Meeting을
통한 원거리 채용 면접

다양한 기기를 이용해
주간회의 참석

임직원들은 전 세계 다양한 매장, 지점과 영상
회의실/PC/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통합 컨퍼런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 및 PC를 이용하여
본사에 있는 채용 담당자와
원거리의 면접 대상자가 Square
Meeting을 통해 시간과 거리를
극복한 원격 채용 면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각자의 PC를 통해
Square Meeting으로 열린 주간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외근 중인
직원도 자신의 모바일을 이용하여
손쉽게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