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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S건설 소개 Business Area



1. GS건설 소개

북미
동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 본사 및 해외법인
: 해외 수행 현장

인도 /델리 법인

인도 /뭄바이 법인

한국 / 본사

스페인 법인

이니마 법인

사우디 법인

중국 남경 법인

캄보디아 법인

베트남 법인

캐나다 법인

해외 법인 및 수행 현장



1. GS건설 소개 GS건설 화상회의 현황

 GS건설에서는 2004년 부터 Room형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국내/해외 59개 Site에서 운영 중

 Room형 화상회의 시스템과 개인 화상회의 중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

 2013년 11월 본사↔ 인도 간 TelePresence 구축 및 운영 중

구분 사용부서 Site

TelePresence 본사 EAEC 및 인도 SAEC 5

본사 각 사업본부 및 Project 사무소 18

국내 현장/지사 기술연구소 및 지사, 국내 현장 12

해외 현장 / 지사

아시아 (중국,베트남, 인도, 태국 등) 11

중동 ( UAE, 사우디, 이집트 등) 12

캐나다 1

합 계 59

 UAE, 인도 법인 등 주요 거점은 Room형 회의실에 화자 추적카메라를 설치하여 회의 효과를 향상 시킴



2. TelePresence 소개

 Tele(떨어진)+Presence(현장감,현재상태)의 어원이 합쳐진 용어.

 회의 시 현장감을 강조한 ‘고품질 영상회의시스템’으로, 원격지에 있더라도 마치 같은 회의실에

있는 것 같은 효과가 있음.

 Real Size 화상회의로 회의 집중 및 의사소통에 효과적이며 특히 GS건설에서는 원격지간의

도면 Review, 기술검토 등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TelePresence 회의실 예시> < 회의 동영상>



3. TelePresence 도입 배경

플랜트 사업은 3D 중심 설계로
고품질 화상회의 필요

해외 법인 및 현장 증가로 인한
원거리 의사소통 필요 증대

해외 발주처 및 협력사와 협업 및
협의 사항 증가

출장 및 파견 증가

기존 전화, 메일, 메신저로는 의사소통에
한계직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빠른 의사결정 필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 할 수 있게

기존 Offline 회의를

실제 대면회의처럼

가능한 대체할 수단 필요



화상시스템 비교 검토 필요사항 확인 및 설계 해외 배송 / 구축 교육/ 운영

4. TelePresence 구축 과정

<Cisco Tele Presence >

<Polycom Real Presence > <Cisco Codec & SpeakerTrack >

∙
∙
∙
∙

∙
∙
∙
∙

<Polycom Codec & EagleEye>
<Cisco Small Conference>



화상시스템 비교 검토 필요사항 확인 및 설계 해외 배송 / 구축 교육/ 운영

 TP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및 본사↔인도간 국제 전용회선 증설

 본사와 인도 백본과 Tele Presence 장비 간 광케이블로 다이렉트 연결

 TP Room 내부 구성 결정 - 보다 많은 사용자참석을 위한 2열 의자 배치 추가

CUCM
(화상 중계서버)

TP server 
(MCU)

폴리콤
/소니

본사(전산실)
일반 화상단말(기존장비)

VCS
(GK)

본사

TX-9000

GS건설

내부네트워크

사용자를 위한 2열 의자 추가

네트워크 설계4. TelePresence 구축 과정



화상시스템 비교 검토 필요사항 확인 및 설계 해외 배송 / 구축 교육/ 운영

Document
Camera

55인치
문서공유
모니터

55인치
문서공유
모니터

문서공유용
PC 수납함

21인치
문서공유
모니터

21인치
문서공유
모니터

 2D,3D 설계회의를 위해 동시에 2개의 문서를 공유 할수 있게 55인치, 21인치 모니터 추가 및 문서 공유 장비 추가

커스터 마이징4. TelePresence 구축 과정



화상시스템 비교 검토 필요사항 확인 및 설계 해외 배송 / 구축 교육/ 운영

 인도법인 2 set, 본사 1 set 설치 시 ①발주 ② 실사 ③해외 배송 ④ 인테리어 ⑤설치까지 총 10주 스케줄 산정

Scheduling4. TelePresence 구축 과정



화상시스템 비교 검토 필요사항 확인 및 설계 해외 배송 / 구축 교육/ 운영

Tip1 : TP의 경우 전략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전에 전략물자관리원(www.kosti.or.kr)에서 사전판정을 받아야 함.
Tip2 : 일부 국가의 경우 Luxury Tax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여 예산시 반영이 필요함.

1 2

3 4

배송 및 하역4. TelePresence 구축 과정

http://www.kosti.or.kr/


화상시스템 비교 검토 필요사항 확인 및 설계 해외 배송 / 구축 교육/ 운영

1 2

3 4

인테리어 공사4. TelePresence 구축 과정



필요사항 확인 및 설계 해외 배송 / 구축 교육/ 운영화상시스템 비교 검토

1 2

3 4

TP 설치4. TelePresence 구축 과정



전체 TP 구성도

화상시스템 비교 검토 필요사항 확인 및 설계 해외 배송 / 구축 교육/ 운영

TX-9000

본사 전산실

Room형 화상회의 장비

본사
11층

CUCM
(화상 중계서버)

TP server 
(MCU)

VCS
(GK)

폴리콤
/소니

TX-9000

인도
/

뭄바이

TX-9000

TX-9000

TX-9000

GS건설
인트라넷

본사
15층

인도
/

델리1

인도
/

델리2

4. TelePresence 구축 과정



화상시스템 비교 검토 필요사항 확인 및 설계 해외 배송 / 구축 교육/ 운영

< TP 사용자 교육 >

< 회의 예약 시스템 >

< 회의 이력조회 시스템 >

TP 예약/이력 시스템 구축4. TelePresence 구축 과정



화상시스템 비교 검토 필요사항 확인 및 설계 해외 배송 / 구축 교육/ 운영

< 국문 사용자 매뉴얼 >

 TP 사용자 매뉴얼

< 영문 사용자 매뉴얼 >

매뉴얼 작성 및 교육4. TelePresence 구축 과정



화상시스템 비교 검토 필요사항 확인 및 설계 해외 배송 / 구축 교육/ 운영

 TP 사용자 매뉴얼 및 활용 TIP 

< 문서공유 방법 >

< 활용 TIP >

매뉴얼 작성 및 교육4. TelePresence 구축 과정



화상시스템 비교 검토 필요사항 확인 및 설계 해외 배송 / 구축 교육/ 운영

 TP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하여, 만족도 및 개선점 파악

설문조사 실시

1. TP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2. TP를 사용해 보셨다면 지금까지 몇 회 정도 사용하셨나요?

3. 평균적으로 얼마나 자주 TP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4. 어떤 용도로 TP를 사용하십니까?

5. TP 만족도를 평가 해주세요.

6. 편리하게 TP를 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서술해주세요.

주요 설문 내용

 TP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주간회의, 업무협의, 기술검토, 교육 등 다양하게 활용 중

 좀더 많은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필요

 안정적인 품질을 위해 일부 네트워크 구간 개선 필요

설문 결과

4. TelePresence 구축 과정



화상시스템 비교 검토 필요사항 확인 및 설계 해외 배송 / 구축 교육/ 운영

운영 및 유지보수

 무중단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을 통한 최적의 ‘TelePresence 회의 환경’ 구축

장애처리 절차

Help Desk

화상 운영 및
유지보수팀

사용자

원격처리

현장처리

장비교체
/수리

처리완료

장애신고(야간)

장애신고(주간)

현장방문NO

YES

YES
NO 2차 지원

YES

처리결과
보고

운영 및 기술 지원

구분 수행 업무

운영  평시 TP 시스템 운영
 화상회의 구축 컨설팅
 장애 접수 진단 및 1차 처리
 화상회의 담당 1명, 지원 1명

기술지원
 TP 네트워크 컨설팅
 2차 장애 처리 (원격 및 현장출동)
 Cisco TAC 과 연계한 기술지원
 기술지원 담당 2명

접수

접수

4. TelePresence 구축 과정



5. 활용 현황 및 기대효과

1. 동아시아 엔지니어링 센터(EAEC) ↔ 남아시아 엔지니어링 센터(SAEC) 간 Regular Engineer 정기 회의체 운영

- EAEC, SAEC의 팀별회의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팀 단위 현황파악 및 SAEC 운영상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운영

2. Project 단위 공종 Lead Engineer 미팅

- TP 도입 전 : 전화, 이메일, 메신저, Room형 화상회의 등을 활용하여 진행 했기 때문에 의사전달 효과가 부족하여 출장이 필요함.

- TP 도입 후 : 공종별 정기회의가 정착되어 의사전달 및 프로젝트 수행에 효율성과 집중도가 높아짐.

Project 진행 과정 중 LE 파견이 필요한 부분을 TP 활용을 통해 파견 시점에 대한 효율성 제고(약 4개월 후 파견)

3. 임원 및 기획 담당회의

-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이슈발생 시, 임원 및 기획담당 회의를 통한 신속한 의사 결정

4. 교육 및 세미나

- GS건설 사내시스템(GS IES, g-Work 사용자 교육 등) TP를 활용하여 진행 ▶기존 출장을 TP로 대체 함

- 엔지니어 채용 시 TP로 본사 기술 담당과 면접 진행

- 세미나 및 해외 법인간 멘토/멘티 활동에 활용

TP 도입 후 신속한 의사결정과 출장 대체효과로 인해 비용절감이 있으므로, TP 가동율에 따라
향후에 TP 추가 도입 검토 예정



6. 추가 예정사항

 TelePresence 대수 및 사용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편리한 예약 및 사용현황 모니터링을 위해 TP전용

예약/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

< TP별 예약현황 확인 및 예약> < TP별 사용율 및 가동율 확인>< 모바일기기에서 예약및 현황 조회>

 TP 증설 및 관련 Project 협업이 증대 됨에 따라 본사↔인도 간 국제 전용 회선 증설 및

인도 백본 장비 Upgrade 예정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업무 생산성 및 출장 대체로 인한 비용 절감 예상

 시스코 Room형 다용도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검토 Click!



21

2014년 6월 출시 된 신제품 화상회의로 Dual로 화자 추적
MX 800 제품 예시 사진(사무실 전경)

[시스코 MX700 - 듀얼 55” 인치 화면]

[시스코 MX800 - 70” 싱글 / 자료화면 공유 가능]

-SX80 코덱 based HW 
:  최대 1080p@60fps Full HD로 사무실 뒤편

화이트 보드 판서 내용 원격지 식별 가능
(현재 당사 폴리콤 영상장비는 720p@30fps HD급)

- 뛰어난 디자인 및 일반회의실로 활용 가능
- 화자 추적 카메라 지원
- Toush 10”로 손쉬운 Control 가능
- Dual 55”(MX700) or single 70”(MX800)

■시스코 Room형 다용도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검토



MX800 구성안

화상회의 장비
화이트 보드

■시스코 Room형 다용도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검토



MX800 설치옵션

Floor stand – free st
and*

The default mounting option for the M
X700. 

Floor stand – wall se
cured*

Same as free stand, without the “skis” 
Small brackets are used to secure the s
ystem to the wall behind to prevent it fro
m falling over. 
All the weight of the system is held by t
he floor.

Wall mount 

Truly wall mounted. The complete sy
stem is carried by the wall. 

■시스코 Room형 다용도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검토



TelePresence 도입 및 활용은
TOP Management의 의사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동안 기술 Support 및 운영하는데 도움을 준
시스코 / GSITM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