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을 들고 다니려면?

※ Smart Mobile Office 2010, 내손안에 사무실 구현, Microsoft 최승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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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오피스의 개념
각종 IT 기기를 활용해 사무실 안팎을 가리지 않고 실시간으로 일 처리가 가능한 환경
이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 및 사내 소통문화를 혁신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

프로세스 혁신
실시간 의사결정
업무처리 진행 중 업무 지연
없이 담당자 실시간 연결

결재서류

소통문화 혁신
동료간 접근성 향상
별도의 오프라인 회의 없이
스마트폰으로 업무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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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업무처리의 기대 효과
생산성 향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직원 및 업무 생산성 강화

언제, 어디서든 업무관련 커뮤니케이션
가능 Æ 협업 활성화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업무 환경 지원

조직 내 크고 작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업무 연속성을 제공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

3rd Party와의 관계 개선

수익 창출 및 비용 절감

고객 서비스 향상

최적화된 작업 관리

즉각적인 현장 응대

신속한 업무처리 (Real-Time Enterprise)

對고객 서비스 향상

비용절감 및 이익 증대

고객 신뢰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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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오피스 구현 기술

가상화 기술
사무실 밖에서도 마치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휴대 컴퓨팅 기술
휴대하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소형 컴퓨팅
장치 개발 기술
스마트폰, 태블릿PC

무선통신 기술
언제, 어디서나 가상
사무실에 접속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
3G, Wibro, 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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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 기술
모바일 오피스는 4 가지의 가상화 기술을 통해 구현: 서버/스토리지, 네트워크,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서버/스토리지 가상화
전화

Internet

인터넷

Internet

네트웍

yy y

yy
y

가상서버

방송

다수의 서버/스토리지가 마치 한 대만 있는 것처럼 가상화

이종의 네트워크를 네트워크 유형과 무관하게 이용

데스크탑 가상화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Virtual
Application
Server

Virtual
Desktop
Server

원격 서버의 어플리케이션을 데스크탑에 설치된 것처럼 이용

장소 및 단말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데스크탑 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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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각종 컴퓨터 자원들을 가상화 기술로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양만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

Cloud Services

어플리케이션, CPU, 메모리, OS, 네트워크 대역폭, 플랫폼, 개발 언어 등

Bandwidth Service

01101001
Code

Storage

Interusable

Internet

DB

App. Server

Computing

Mobile Internet Devices

Virtualization Technologies

Cloud Security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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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 Networked Computing + Grid Computing
과거에는
과거에는 네트워크가
네트워크가 전달할
전달할 수
수
있는
물리적인
정보량에
한계가
있는 물리적인 정보량에 한계가
있었음
있었음 (전화선
(전화선 이용)
이용)
넷북,
넷북, 스마트폰을
스마트폰을 비롯한
비롯한 다양한
다양한
단말기
보급이
보편화되지
단말기 보급이 보편화되지 않았음
않았음
관련
관련 IT업체들이
IT업체들이 NC
NC 관련
관련 OS
OS 및
및
어플리케이션
보급에
어플리케이션 보급에
미온적이었음
미온적이었음

 클라우드 컴퓨팅의 주요 특징
Ubiquity
장소 및 장치에 구애 받지
않고 사용 가능

Convergence
서로 다른 장치를 이용해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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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IT 자원을 사용하는 양과
시간에 따라 비용 지불

사무실에 있는 것들은?

결재서류

2

사무실을 들고 다닐 현실적인 방법은?

3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유형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
Æ 클라우드 컴퓨팅의 최상위 계층
온디멘드 형태로 서비스 제공
Æ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중 임대
E-mail, ERP, CRM 솔루션 등 (Salesforce.com의 CRM)

SaaS
(Software as a
Service)

Cloud
Computing
Services

PaaS
(Platform aaS)

IaaS
(Infrastructure aaS)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서비스로 제공
(개발 언어 등)
Google App Engine

컴퓨터 시스템 HW 자원
(CPU, Disk, Power 등)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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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컴퓨팅 기술
 인터넷과 결합되어 컨텐츠 서비스가 가능한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의 등장

이동성

휴대폰의 다양화: 일반폰, Feature폰, 스마트폰
성능과 이동성의 융합: 태블릿PC, 넷북, MID, UMPC 등
산업용 특화 단말기: PTT, RFID, 바코드, 센서 리더
MID: Mobile Internet Device
UMPC: Ultra Mobile PC
PTT: Push To Talk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일반폰
피처폰

스마트폰

MID
UMPC
PTT

태블릿PC

PDA

음성중심, 제한된 인터넷 사용

Mobile과 인터넷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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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북

컨텐츠/인터넷 서비스 중심

무선 통신 기술
 휴대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선 통신 기술의 등장
이동성, 데이터 전송 속도, 사용 요금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에 맞는 기술 선택
구분

이동통신 기술 (3G)

사용 범위

 전국
 기지국 주면 2Km 내외

무선 데이터 통신 (WiBro)

무선랜 (Wi-Fi)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
 기지국 주면 1Km 내외

 무선랜 AP 설치 장소
 AP 주변으로 50m 내외

데이터
전송 속도

 최대 7.2Mbps

 최대 14.4Mbps

 최대 11Mbps (802.11b)
 최대 54Mbps (802.11g/a)
 최대 600Mbps (802.11n)

사용 요금

 최소 1만원/월 이상
 최소 3.5만원/월 이상 (데이
터 정액제의 경우)

 최소 2만원/월 이상

 최소 5천원 이상 (KT)
 대부분의 경우 무료 AP에
접속하여 이용

 4960만 명

 26만 명

 1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
 한 사람이 2-5종의 무선랜
장치 사용

 일반 핸드폰, 스마트폰

 노트북/넷북, 일부 스마트
폰

 노트북/넷북, 태블릿PC, 스
마트폰, 휴대 인터넷 기기
(MID) 등 다수

사용자 규모

지원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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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오피스의 사례: FMC 서비스
WLAN/CDMA 듀얼모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밖에서는 이동통신망을 이용 하고
안에서는 유선통신망을 이용해 저렴하게 통신서비스(음성 및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

FMC의 유형

FMC (Fixed Mobile Convergence)

끊김없는
연속통화
(로밍 지원)

무선랜에 접속하
여 저렴하게 통화

Bridging 방법: 다양한 단말로 동일 서비스 이용

이동전화
기지국

무선랜 접속
가능 영역

무선랜 AP

이동전화
서비스 영역

FMC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하나의 단말로 이동통신과 무선 인터넷 전
화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서비스 범위가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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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ing 방법: 하나의 단말로 여러 서비스 이용

모바일 오피스의 사례: FMC 서비스
 본사에 IP-PBX를 설치하고 무선랜 사용환경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필요
 집이나 쇼핑몰, 공원 등과 같은 다중운집시설에서 무료로 인터넷 전화 이용 가능

공장

집/다중운집 시설

AP(WiFi)

AP (WiFi)

본사

모뎀
인터넷 전화

저렴한
유선 통화

IP-PBX

휴대전화
010-3010-1234

IP폰
기지국

IP 네트워크
(지 사)

WLAN zone
WLAN

동일한
무선통화

AP2 (WiFi)

AP1 (WiFi)
AP간 로밍

무료 내부
통화

구내 무선IP전화

기지국

구내 무선IP전화
듀얼폰 1003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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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오피스 시장 전망
2014년 국내 시장 규모 5조 9천억 원으로 전망

5.9조
5.2조
4.5조
3.9조
3.4조
2.9조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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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014년

저렴한
유선 통화

모바일 오피스 적용 방향
FMC 및 그룹웨어 중심에서 기업 특성에 맞는 특화 솔루션을 확대 적용하는 방향

통합 솔루션
(SNS, UC, IM)

실시간 검색 (Real-Time Search)

업종 특화
솔루션

메일/결재 등 그룹웨어 중심

컨텐츠 기반
솔루션

FMC 기반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

기업에 특화된 솔루션 포함
실시간 관계 (Real-Time Interaction)
Contents 지향 모빌리티 서비스

Device 기반 모바일 서비스

※ 출처: Smart Mobile Office 2010, 기업의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서비스 대응전략, 윤심,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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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오피스 적용 방향
모바일 오피스 도입 기업은 자체 구축 혹은 기 구축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고려
자체 구축
Mobile Connector
그룹웨어

Backend 시스템

기 구축된 서비스 이용
Network Operation Center
그룹웨어

Backend 시스템
그룹웨어, SFA, FFM, CRM 등

※ 출처: Smart Mobile Office 2010, 기업의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서비스 대응전략, 윤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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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의 모바일 오피스 전략
통합LG텔레콤은 ‘脫통신’, SKT는 IPE, KT는 S.M.ART

사업자
IPE (Industry Performance
Enhancement)

탈통신

S.M.ART (Save Cost,
Maximize Profit ART)

통신과 타 산업의 접목을 통해 산
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증대

기존의 통신이라는 틀을 깨고 새
로운 통신 장르를 만들겠다는 의
미

통신 서비스 회사로서의 강점을
활용해 고객사의 비용을 경감하
고 수익 극대화를 가능케 하는 서
비스와 솔루션을 제공

발표 시기

2009년 10월

2010년 1월 초

2010년 1월 말

주요 분야

 유통, 물류, 금융, 교육, 헬스케
어, 제조(자동차), 주택x건설, 중
소기업(SME) 분야를 8대 핵심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해 관련
사업 모델 발굴 중

 20여 개의 탈통신 프로젝트 주
요 영역: 교육, 유틸리티, 미디
어x광고, 자동차, 헬스케어

 기업, 소호 및 중소기업, 공공,
빌딩, 공간, 그린의 6개 분야
(Smart 6)에 특화된 서비스 제
공 예정

 기상청, 외환은행, SK텔레콤,
SK에너지, SK건설 등

 백병원, 인제대학교, 동아제약,
LG텔레콤 등

전략 명칭

전략 내용

주요 실적

 LG CNS와 함께 모바일 그룹웨
어 도입 검토 중

 삼성증권, 현대중공업 울산 조
선소, 도시철도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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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자유로움 (Deceptively Casual)
직원들은 자유와 편리함의 대가로 항상 회사업무에 얽매여 살아야 함

출근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아침식사를 제공
커피 사러 나갔다 오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회사 내에 커피숍을 설치 (흡연공간 포함)
퇴근 이후 및 주말에도 일을 시키기 위해
스마트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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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yong KIM
hykim@ieee.org
http://hyki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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