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웨어 구축형 솔루션 제안서

Works Flow Groupware
전자결재, 메일, 메신저, 통합업무포털을 하나의 쉬운 흐름으로 구축
Groupware Solution for Business One stop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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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장점
4. 제안의 기대효과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다수 다년간의 고객사에서 검증된 솔루션을 기반으로 LGU+와 그룹웨어(구축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한
이베이스넷의 “웍스플로우(Works Flow) Groupware”을 통하여 업무효율성 및 사내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고객사의 경쟁력
강화 및 업무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쟁력 강화 및 업무 효율성 증대

정부 공유 활용 및 통합 운영

신 기술 흐름에 기반을 둔 그룹웨어로 전환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그룹웨어 버전업을 통한 정보경영체제 강화
기업정보의 자산화

 온라인 결재를 통한 신속성
 온라인 문서관리로 내부
정보의 자산화
 개인 지식의 조직 자산화

협업 기반 강화

 다양한 디바이스 지원을 통한
사용자 소통 강화
 메신저 기능 강화
 모바일 메신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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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편의성 개선

 전자결재 시스템 환경개선
 모바일을 통한 업무 지원
 검색기능 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2. 제안의 범위
본 제안의 범위는 웍스플로우(Works Flow) Groupware을 통한 시스템 구성, 개발 및 인프라, 사업관리 및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룹웨어 버전업

개발 및 인프라

 그룹웨어 솔루션(전자메일, 전자결재,
게시판, 일정관리, 문서관리 등)
 메신저
 모바일 그룹웨어
 기존 유플러스 사용고객 데이터 이관 지원
(전자우편, 전자결재, 게시공지)







사업관리 및 지원






프로젝트 일정관리 및 품질보증
교육훈련 진행
유지보수 진행
주요 고객을 위한 PLUS 옵션 운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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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 기능 강화
기존 연동개발 부분 적용
검색기능 강화
내부 시스템 SSO 연계
탑재서버 신규 도입 또는 서버호스팅

3. 제안의 특장점
본 사업에서 제안하는 그룹웨어 시스템은 다년간 축적된 경험 및 Know-How 반영과 대기업 엔진 기반에서 탄생한
“웍스플로우(Works Flow) Groupware”는 풍부한 인터넷 기반의 솔루션 제공경험을 기반으로 웹 접근성 및 사용자
편의성,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제공합니다.

라이선스 비용 절감

다양한 환경 지원

근태관리
(52시간)

• 그룹웨어 라이선스 제외한 “오픈 소스 기반의 DB 및 OS 활용을 통한 라이선스 비용 절감”

• Non-ActiveX, 100% HTML5, JAVA 고가용성 서비스 및 크로스브라우저 제공

• 안정적인 52시간 근태관리 지원
(52시간/탄력근무제/연장근무시간관리/휴가신청 및 취소 연동/근무계획표)

HTML5 에디터

• HTML5 기준의 가장 안정적인 Non-ActiveX 에디터 기본 탑재

강력한 그룹웨어
기능 제공

•
•
•
•
•

“라벨 및 메일 목록의 좌우 분할, 상하 분할 등의 강력한 기능 제공
전자메일 발송할 때, 비밀번호 체크 가능한 열람 보안 기능 제공
전자결재 양식 작성하는 폼필더 기능 제공
최신 기술 기반 메신저는 “웹/PC/모바일” 통합된 강력한 협업,소통, 정보 공유 환경 제공
다양한 UI 구성 및 기능을 제공한 강력한 포털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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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의 기대효과
본 제안을 통하여, 고객사의 업무 효율화 및 투명화 구현에 기여합니다. 또한 정보공유 활성화와 보안준수를 통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경영효울

전사적으로 통일된 업무프로세스 구축(업무처리 표준안 구축)
각 종 지식자료의 원활한 흐름을 통한 지식경영 기반 조성
현업에서 진행중인 업무상황의 실시간 조회를 통한 빠른 의사결정과 경영효율

고객사의 각 부서/지점 간 의소 소통의 채널 통합으로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통한 회사정보의

기업문화의
디지털화

공유
통신비/인쇄비 등의 절감 및 각 종 자료의 실시간 조회를 통한 시간과 비용의 절감
폐쇄적인 조직구조에서 협업 가능한 조직으로의 진보적 변화
문서의 훼손/손실 방지 및 문서 변경에 따른 이력 관리

전자메일, 전자결재, 게시공지 등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의 통합으로 관리의 용이 및 유지보수 관련

시스템 개선

비용 절감
접근성 개선 및 보안 취약성 제거를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구현
업무 포탈 시스템 개념으로 사용자의 편의 및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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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주요사업실적

1. 일반현황
LG유플러스는 탄탄한 재무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통신부문 고객만족도 1위 선정
2014 기업통신부문 고객만족도 1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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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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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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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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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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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수행부문
1. 시스템 구성도
2. 시스템 구축방안
2.1. 시스템 사양 및 기능
2.2. 시스템 납품 및 설치방안
3. 시스템 운영방안

1. 시스템 구성도

SYSTEM

“웍스플로우(Works Flow Groupware)” 는 고객사가 보유한 서버 OS 와 DB에 관계없이 구축이 가능하며,
리눅스와 오픈 소스 DB 로 구축할 경우 플랫폼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버사양

EasyFlow

구분

업무 포털

OS

Linux (CentOS)
Maria DB 등

메일

전자결재

기록물철

DB

캘린더

할일

게시판

프레임워크

To-Do+(일감)

문서함

주소록

알림센터

마이페이지

조직도

PC, 웹 메신저

폼빌더 양식관리

모바일 그룹웨어

하이브리드 앱

폼필더

검색엔진

푸시서버

Spec

비고
개발언어
Java, JSP, JSTL
HTML5, CSS3,
jQuery, Ajax,
Javascript

Spring, Hibernate, JPA, Node.js 등

H/W사양

CPU : 8 Core, Memory : 32 GB

서버대수

최소 - 서버 1EA (서버일체)
권장 - 서버 2EA (어플리케이션, DB서버 분리)
대용량 - 서버 3EA (어플리케이션, 메일, DB서버 분리)

- 오픈 소스 WAS : Tomcat 6.0 이상 지원

포털관리 / 조직관리 / 시스템관리

클라이언트사용환경

Web Server : Apache
WAS : Tomcat
DB : Maria DB
OS : Linux (CentOS)

구분

Spec

OS
기본서비스

선택서비스(옵션)

- Windows 7 이상, 맥 OS, 안드로이드, 아이폰
- 웹 표준 준수 브라우저
- Chrome 33 이상, IE 10 이상, Firefox 24 이상, Safari 6.x 이상

브라우저

- Version : Maria DB 5.5 이상
- 메일 스팸 필터 미 보유 시 구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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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구성도

H/W 구성

단계적 구축의 초기 시스템은 본사 및 자회사 대상으로 서버 한 대로 구축을 구축을 제안 드리
며, 향 후 메일 사용량이 많고 메일의 중요도가 높을 경우 메일 서버의 분리 구축과 이중화 구성
을 함께 제안드립니다.

DMZ

L2 S/W

L2 S/W

Router

internal
firewall

external
firewall

내부사용자

메일 스팸필터

외부사용자

Office Server

Mail Server

메일 스팸필터 미보유 시
별도 구매 필요

 오픈소스 Linux CentOS, Maria DB, Tomcat으로 설치 시
OS, DB, WAS 라이선스 비용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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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구성도

S/W 구성

제안사의 메일, 그룹웨어, 포털은 최신의 자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100% HTML5,
JAVA, ORM 기술로 개발되어 Linux, Windows 등 다양한 OS 및 모든 종류의 DB를 지원하고 대
규모 사용자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와 성능을 제공합니다.

Apache 2.2.x
Groupware Office

 클라이언트 사용 환경

Spring MVC

OS : Windows 7 이상, Mac OS, 안드로이드, iOS

Spring 3.2 / JPA

브라우저 : 웹 표준 준수 브라우저, Chrome 33
이상, IE 9 이상, Firefox 24 이상, Safari 6.x 이상

오픈소스 WAS
-Tomcat 6.0 이상

Tomcat 7.0
Java Virtual Machine
Linux / Windows / Unix

Mail

Spam Filter

구매 필요
 개발언어 : Java, Javascript, jQuery, HTML5, CSS
 모바일 : React Native, Javascript
 개발도구 : JDK 1.7 + Eclipse + Maven

Messenger

Legacy System
ERP
HR
MIS
CRM
Homepage
Etc.

DBMS

Apache 2.2.x

Javascript / Web Socket

MySQL 5 이상

Web Mail

NW.js

Maria DB 5.5 이상

JAMES / Solr / ActiveMQ

Node.js / Redis

Linux

Tomcat 7.0

Linux/Windows/Unix

Anti-Spam / Anti-Virus

스팸필터 미보유 시

Legacy System Adapter

Groupware

Java Virtual Machine
Linux / Windows / Unix

17

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기능구성도
그룹웨어와 함께 구축 제공하는 업무 포털은 분산되어 있는 정보의 단일 창구를 제공하고 시스템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정보시스템 구현을 위한 기반 인프라 제공을 합니다.

이용자

그룹웨어 시스템
포털시스템

메인 화면
권한별
포털화면

임원

권한별
메뉴/포틀릿
sso

포털관리
-

다중포털 관리
포틀릿 관리
배너 관리
레이아웃 관리
공지 관리

레이아웃

메뉴관리
- 메인메뉴 관리
- 탑메뉴 관리
- 메뉴페이지
구성
- 개인 맞춤메뉴
관리
- 메뉴순서변경
- 즐겨찾기관리

전자결재
-

부서문서함
결재 기안
양식 관리
문서철함 관리
문서이관 관리
내부/발수신결재

조직관리
-

조직도관리
사용자그룹관리
보안등급관리
코드관리
사용통계

외부 RSS 연동

시스템
운영자

포털 확장 메뉴

뉴스/위젯

일정관리

통합게시판

전자메일

설문조사

쪽지

기록물철

전자결재

업무관리

문서관리

근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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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모바일
그룹웨어

직원

공지/배너 관리

포털 확장 메뉴

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특징

FEATURES

“웍스플로우(Works Flow Groupware)” 는 웹, PC, 모바일이 통합된 차세대 업무용 메신저와 대용량
메일 중심의 강력한 협업과 소통, 공유를 제공합니다. 또한 Non-ActiveX, 100% HTML5, JAVA 로 처음부터
대규모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 개발함으로써 고가용성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규모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설계 및 구현으로 뛰어난 가용성과 확장성 제공
 프레임워크 설계 단계부터 대규모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개발함으로써 고가용성(High Availability)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일, 메신저, 그룹웨어, 포털 서버를 여러 대로 병렬 구성, 부하를 분산시킴으로써 대규모 사용자 환경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버전이 높은 제품일수록 초기에 대규모 사용자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계, 개발한 후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구조 변경이나 프레임워크의 혼용, 보완 등으
로 설치 후 오류나 장애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 또한 HTML5, 웹 표준으로 구현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디자인적으로 과하게 포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도입 전에 모바일 기기에서 풀 브라우징이 되고 오류가 없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오픈 소스 기반으로 개발하여 제품 도입 시 OS, DBMS, WAS 등 플랫폼 도입 비용이 없습니다.
 100% JAVA와 ORM(Object-relational mapping) 기술로 개발함으로써 고객사가 보유한 OS 및 DBMS 종류에 관계없이 구축이 가능합니다.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오픈 소스로 구성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위에 최신의 오픈 소스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상용 DBMS,
서버 OS 등 플랫폼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 DB 쿼리를 ORM 기술로 개발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DB 종류 별로 쿼리 변환을 하여 구축을 하는 관계로 구축 후 DB 쿼리 관련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품 도
입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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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특징

FEATURES

“웍스플로우(Works Flow Groupware)” 는 웹, PC, 모바일이 통합된 차세대 업무용 메신저와 대용량
메일 중심의 강력한 협업과 소통, 공유를 제공합니다. 또한 Non-ActiveX, 100% HTML5, JAVA 로 처음부터
대규모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 개발함으로써 고가용성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메일, 웍스플로우는 메일이 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성능과 안정성이 입증된 JAMES(Java Apache Mail Enterprise Server)의 API 를 직접 이용하여 웹 메일을 개발함으로써 대규모
사용자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메일에 내장된 기술을 통해 모든 수발신 메일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빠른 검색을 제공합니다.
 싱글톤 메일 저장 방식으로 개발함으로써 회사 전체, 부서 전체 등 다수의 수신자에게 메일을 발송할 경우에도 메일 서버 내부적으로는 단 한 통의 메일만
생성함으로써 메일 스토리지 사용량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CPU 4 Core, Memory 8GB 로 동시 접속자 3천명 수용, 응답시간 2초 미만

차세대 메신저는 협업과 소통, 공유입니다. 웍스플로우는 메신저가 강합니다.
 웹, PC(맥 포함), 모바일이 통합된 차세대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파일 공유, 일감 지시, 협업, 커뮤니케이션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팀 별, 주제 별, 프로젝트 별 대화방 생성, 외부 사용자 초대, 대화방 별로 대화내용, 파일, 이미지 등 히스토리 보관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자를 함께 선택하여 대화방을 생성하여 대화
 조직도 기반, 1대1 대화, 그룹 대화, 파일/사진 공유 및 모아보기, 대화방 목록 제공, 대화 내용 서버 암호화 저장, 카카오톡 방식의 UI 제공
 웹에서 사용자를 선택하여 1대1 대화, 첨부파일을 대화방으로 보내기, 대화명에 부재 상태 자동 표시
※ 일반적인 형태의 메신저는 오프라인 사용자와는 대화를 할 수 없고 일시적인 소통 위주로 기능을 제공하며 다수의 사용자와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보완적인 기능인 쪽지

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시간 소통 채널이 메신저와 쪽지로 분산되어 협업을 위한 도구로 메신저를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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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웍스플로우(Works Flow Groupware)” 는 웹, PC, 모바일이 통합된 차세대 업무용 메신저와 대용량
메일 중심의 강력한 협업과 소통, 공유를 제공합니다. 또한 Non-ActiveX, 100% HTML5, JAVA 로 처음부터
대규모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 개발함으로써 고가용성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룹웨어 도입의 핵심은 결재, 웍스플로우는 전자결재가 강합니다.
 수많은 결재 유형과 결재 프로세스를 결재환경 옵션으로 모두 제공함으로써 옵션 설정만으로 고객사에 최적화된 맞춤 결재 프로세스 제공,
양식 별 결재 프로세스 맵핑 기능
 HTML 편집기를 이용한 어려운 양식 작성은 이제 그만! 자체 개발한 스프레드시트 방식의 폼 빌더로 손쉽게 결재 양식 작성
 최소한의 개발을 통한 SAP, DB, 웹서비스, HTML 방식 등 다양한 연동 방식으로 ERP, HR 등 고객사의 기간계 시스템 연동
 조직 변화 관리 기능을 통해 부서의 삭제, 통합, 분리 등 조직도 상의 부서 변경 시 결재 문서를 손쉽게 이관 처리할 수 있음

모든 업무의 시작은 포털, 웍스플로우는 포털이 강합니다.
 포털은 각 종 기간계 시스템의 주요 정보를 포틀릿으로 제공하고 해당 시스템으로 접속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합니다.
 역할 기반의 다중 포털 화면을 제공, 드래그앤드롭으로 포틀릿 위치와 크기를 자유롭게 설정, 사용자 자신만의 포털 구성
 권한 별 메뉴 관리, JSON, RSS, IFRAME, LAYER, CHART, BANNER 인터페이스 유형의 포틀릿 제공, 강력한 포털 테마 기능
 대상 시스템 관리를 통한 기간계 시스템과의 손쉬운 SSO 연동 및 통합, 알림센터를 통한 업무 이벤트의 실시간 웹 푸시 알림
 모바일 그룹웨어에서의 다중 포털 화면 구성 및 메뉴 관리 기능 제공

웍스플로우 보안 기능
 메일, 그룹웨어 전체적으로 SSL 을 통해 데이터 보안을 하거나 로그인, 개인정보조회등 중요 페이지만 데이터 보안을 할 수 있습니다.
 IP 접속 제한, 화면 잠금/해제, 비밀번호 변경 알림, 비밀번호 입력 시도 제한, 비밀번호 찾기, 세션 타임아웃, 중복 로그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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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중심의 강력한 협업과 소통, 공유를 제공합니다. 또한 Non-ActiveX, 100% HTML5, JAVA 로 처음부터
대규모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 개발함으로써 고가용성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브라우저 및 디바이스에서의 사용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100% Non-ActiveX, HTML5, 웹 표준으로 개발되어 웹 표준을 준수하는 모든 브라우저 지원
 안드로이드, iOS 스마트폰, 태블릿에서의 풀 브라우징 지원, 모바일 하이브리드 앱을 통한 모바일 그룹웨어 제공, 모바일에서의 결재 문서 기안

 GCM(Google Cloud Messaging), APNS(Apple Push Notification Service) 를 통한 모바일 푸시 알림, 모바일 아이콘에 알림 카운터 표시
 캘린더와의 일정, 할 일 양방향 동기화 주소록과의 개인 주소록 양방향 동기화 지원을 통해 그룹웨어에서 등록한 일정, 할 일, 연락처를
스마트폰의 캘린더, 주소록 앱을 통해 확인
 사용자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 목록 화면의 좌우 분할, 상하 분할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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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상세화면

전자우편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성능과 안정성이 입증된 JAMES(Java Apache Mail Enterprise Server)의
API 를 직접 이용하여 자바 메일을 개발하여 대규모 사용자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과 안정성을 보장

메일 세부 기능
 POP3, SMTP서버 분리 실행, SSL/TLS 지원
 받은 메일함과 개인 메일함에 보관된 메일을 전체 메일
목록, 안읽은 메일 목록으로 제공
 메일 목록의 좌우 분할, 상하 분할 보기 기능
 모든 수발신 메일에 라벨을 붙여 다차원 분류, 조회
 계층 구조의 라벨, 개인 메일함 기능
 보안 메일, 예약 메일, 승인발송, 수신확인 기능
 목록에서 내용 미리보기 표시/해제, 내부메일 회수
 이 사람이 보낸메일 모두보기, 수발신자와의 1대1 대화
 목록에서 메일을 선택한 후 Drag ‘n drop 으로 메일 이동
 이름, {부서명}, (회사명), [연락처그룹], $직책$, #직위#를
받는사람에 입력하여 발송
 입력자동완성, 자주 사용하는 주소, 최근 사용한 주소 기능
 일반 발송, 대용량 발송, 발송추적, MDN(Message Desposi
-tion Notification) 지원으로 아웃룩의 읽음확인 메일수신
 여러 개의 메일을 선택하여 한 번에 조회, 한 번에 전달
 아웃룩의 서식 있는 텍스트(RTF, TNEF 인코딩) 등 대부분의
인코딩 메일의 파싱 기능으로 메일 깨짐 최소화
 작성 중인 글 자동 저장, 윈도우탐색기로부터 Drag ‘n drop
으로 파일 첨부(IE10이상 웹표준 준수 브라우저만 가능)
 개인환경설정, 메일함관리, 라벨관리, 자동분류, 라벨자동
적용, 개인/전사서명, 부재중응답, 수신거부, 포워딩, 대표메일,
멀티도메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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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를 직접 이용하여 자바 메일을 개발하여 대규모 사용자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과 안정성을 보장

메일에 내장된 기술을 통해 빠른 검색 제공
 수발신되는 모든 메일들은 실시간으로 DB로 색인되어 본문, 제목+본문, 첨부파일 이름으로 검색 시 빠른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메일 싱글톤 기능으로 성능은 높이고 스토리지 사용량 절감
 일반적인 메일은 회사 전체로 메일을 발송할 경우 직원 수 만큼 eml 파일이 생성됨에 따라 메일 발송 지연이 발생될 수 있고 메일 스토리지의 용량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직원 수가 많거나 eml 파일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웍스플로우는 메일 싱글톤 기능 제공으로 회사 전체로 메일을 발송할 경우에도 한 개의 메일만 생성됨으로써 메일 발송 지연이 없고 스토리지 사용량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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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성능과 안정성이 입증된 JAMES(Java Apache Mail Enterprise Server)의
API 를 직접 이용하여 자바 메일을 개발하여 대규모 사용자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과 안정성을 보장

라벨 기능을 통해 수발신되는 메일을 다차원으로 분류하여 보관, 조회
 라벨 기능은 GMail 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능으로 한 개의 메일에 여러 개의 라벨을 붙여 분류하고 라벨 단위로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외부로 발송되는 메일의 경우 필터 조건에 해당 시 관리자의 승인을 통해 발송
 필터 조건을 등록하고 필터 조건에 해당하는 메일의 승인자로 부서장 또는 승인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로 발송되는 메일이 필터 조건에 해당 시 관리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발송이 되며 이를 통해 외부로 발송되는 메일에 대해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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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온라인 접속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위주의 전통적인 메신저와는 달리 메신저를 통해 협업, 소통,
공유를 지원하는 협업용 메신저입니다.
TO-BE – 차세대 협업용 메신저

AS-IS – 전통적인 메신저
 온라인 상태의 사용자 간에만 소통 가능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자 및 부서와 사용자를 함께 선택

 오프라인 사용자와의 소통을 위해 메신저 기능의 보완

하여 대화, 오프라인 사용자는 온라인 접속 시 대화방 별로

으로 쪽지(메시지)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소통 채널의

신규 대화 메시지를 카운터로 확인

이원화

 1:1 대화방, 그룹 대화방을 생성하여 메시지, 파일, 사진 등을

 여러 개의 부서, 다수의 사용자를 선택하여 파일, 사진

지속적으로 공유, 히스토리로 보관, 소통 채널이 대화방으로

공유가 안됨

일원화 됨

 대화 참여자가 모두 퇴장할 경우 개설된 대화방은 자동

 팀 별, 주제 별, 프로젝트 별 대화방을 생성, 대화방 이름

으로 없어지고 대화방의 중요 대화 메시지, 파일, 사진등

변경, 대화방 참여자 확인, 외부 사용자 초대

히스토리 보관이 안됨

 대화 내용은 서버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대화방 별로 공유

 대화방을 팀 별, 주제 별, 프로젝트 별 등의 지속적인

된 파일, 이미지 모두 메신저 서버에 저장

협업과 공유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음

 카카오톡, 잔디, 슬랙과 유사한 방식의 최신 UI 트렌드 제공

 전통적인 메신저 UI 방식으로 최신 UI 트렌드 제공 불가

 웹 메신저, 모바일 메신저, PC 메신저 통합 제공

 대화방 별 공지, 게시판, 일감, 설문, 일정 등 협업에 필요

 대화방 별 공지, 게시판, 일감, 설문, 일정 등 협업에 필요한

한 기능 제공 안함

기능 제공 (향후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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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상세화면

메신저

웹, 모바일, PC(맥 포함) 가 통합된 차세대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파일 공유와 협업, 커뮤니케이션,
일감 지시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세부 기능

조직도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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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메신저, PC메신저, 모바일 메신저가 통합 제공
 조직도에서 사용자를 선택하여 1대1 대화
 Ctrl, Shift Key를 이용하여 부서, 사용자를 여러 명 선택하여 그룹
대화, 카카오톡과 동일한 방식의 UI 채택,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
자와 대화
 대화방 이름 설정 기능을 통해 주제 별 대화방 생성
 접속 상태 변경, 대화명 설정, 일정 시간 유휴 상태 시 자리비움
표시
 조직도에서 사용자, 부서로 검색
 사용자 이름에 마우스 오버 시 사용자 정보 표시
 대화방 목록, 안 읽은 대화 개수, 참여자 수를 카운터로 표시
 별 표시된 대화방만 모아 보기
 부서, 사용자를 대화 초대하여 그룹 대화
 대화 상대를 선택한 후 메일 쓰기
 대화에 대해 안 읽은 참여자의 수를 카운터로 표시
 대화 내용 검색, 대화 내용 복사 기능
 윈도우탐색기로 부터 Drag ‘n drop 으로 파일, 사진 업로드
 파일, 사진 열기/저장, 사진 썸네일 표시
 대화방 참여자 보기, 참여자 내보내기, 파일, 사진 모아보기,
댓글 남기기
 전체 대화방의 파일, 사진 모아 보기, 검색
 대화 내용은 모두 서버에 암호화되어 저장

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상세화면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자를 함께 선택하여 대화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용자와만 대화가 가능한 기존의 메신저와는 달리 카카오톡과 동일한 방식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자를 함께 선택하여 그룹 대화방을 만들고
대화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사용자는 메신저 접속 시 대화방 목록 아이콘의 카운터를 통해 새로운 대화 메시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 컨텍스트 메뉴를 통해 바로 1대1 대화가 가능하며, 첨부파일을 메신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컨텍스트 메뉴에서 [대화하기]를
클릭하면 웹 메신저의 대화방으로 이동하여
해당 사용자와 1대1 대화

메일, 게시글, 문서 등에 첨부된
파일을 메신저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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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상세화면
대화방 목록 제공 및 대화방에서 업로드한 파일, 사진 모아보기
 대화 내용은 메신저 서버에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대화방에서 업로드한 파일, 사진은 대화방 별로 모아보기,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일 모아보기

사진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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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방 목록

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상세화면

전자결재

수많은 결재 유형과 결재 프로세스를 결재환경 옵션으로 모두 제공하여 설정만으로 최적화된 맞춤
결재 프로세스 사용, 스프레드시트 방식의 폼 빌더를 통해 일반 양식과 연동 양식을 손쉽게 작성

전자결재 세부 기능

 결재, 합의(협조), 후열, 대결, 전결, 기안자 전결, 열람, 선람 등의
결재자 유형
 승인, 반려, 보류, 전단계 반려, 결재 취소, 회수,
기결재자 통과 등의 결재 처리 방식 제공
 내부결재, 발/수신 프로세스 제공, 결재 프로세
스를 생성 후 양식에 맵핑하여 양식 별 결재 프로세스 가능
 합의, 수신결재, 공람 시행, 대외공문 시행, 대외문서 접수
 결재 진행 중 결재선 변경, 문서 변경, 담당자 변경,
결재현황조회, 결재의견요청
 개인결재선, 양식별 기본 결재선, 기본 기록물철 지정
 조직변화관리를 통해 부서 변경 시 부서장, 문서담당자,
부서관리자가 이전 부서의 결재문서를 손쉽게 이관
 폼 빌더를 통해 A4 세로 형태의 일반양식과 연동양식
을 손쉽게 작성
 조직 변경 시 결재선 수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재자 매크로, 직
책 매크로로 개인결재선, 양식 별 기본결재선을 지정
 부서별 기록물철, 전사통합기록물철을 통해 종결된 결재문서를
체계적으로 보관, 인수/인계
 문서번호 채번방식(상신시점 채번, 종결시점 채번), 문서번호 형
식 편집, 전사통합/부서별/양식별/부서별.양식별 채번
 회사정보/인장, 결재문서백업, 서명등록관리, 결재사용현황, 결재
프로세스관리, 조직변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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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상세화면

전자결재

수많은 결재 유형과 결재 프로세스를 결재환경 옵션으로 모두 제공하여 설정만으로 최적화된 맞춤
결재 프로세스 사용, 스프레드시트 방식의 폼 빌더를 통해 일반 양식과 연동 양식을 손쉽게 작성

결재 프로세스 - 내부결재
 기안 후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 종결(승인 또는 반려)이 되는 일반적인 결재 프로세스입니다. 합의(또는 협조)는 기안서의 공식적인 결재자는 아니며 업무 상
알아야 할 타 부서의 관계자에게 기안서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내부결재

순차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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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상세화면

전자결재

수많은 결재 유형과 결재 프로세스를 결재환경 옵션으로 모두 제공하여 설정만으로 최적화된 맞춤
결재 프로세스 사용, 스프레드시트 방식의 폼 빌더를 통해 일반 양식과 연동 양식을 손쉽게 작성

결재 프로세스 – 발수신결재, 발송/접수
 기안부서에서 내부결재로 승인된 결재문서는 수신부서(또는 수신자)로 전달되고 수신 담당자가 결재를 통해 수신을 승인하거나 결재문서 내용에 따라 수신부서
내부로 수신후내부결재를 통해 수신을 승인할 수도 있는 결재 프로세스입니다.
 발송/접수는 내부결재 또는 발수신결재로 승인(종결)된 문서가 수신처로 발송되고 수신처에서는 접수 또는 접수후내부결재, 반송할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발송/접수 프로세스

발수신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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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상세화면
양식 별로 결재 프로세스를 맵핑하여 사용
 양식 별로 결재 프로세스를 맵핑하여 사용할 수 있어 결재환경설정이 모든 양식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내부결재

이중결재

삼중결재

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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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상세화면

Portal

기간계 시스템을 포함한 각 종 정보들을 포틀릿으로 통합 제공하고 메뉴들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단일화된 업무 창구 역할을 하는 포털의 핵심은 손쉬운 기간계 연동과 맞춤 디자인 제공입니다.

업무포털
ERP, HR, MIS 등 레거시

SSO

인터페이스

포틀릿

레이아웃 관리

멀티 포털

JSON
IFRAME
Drag ‘n drop으로
포틀릿 확대,축소,
이동

RSS
LAYER
Chart

Banner

 각 종 내부, 외부
시스템의 주요 데이터

 대상시스템관리
 사용자 ID 맵핑
 SSO, 자동로그인

 인터페이스
유형에 따른
데이터 변환

 포틀릿 생성
 포틀릿 별 허용
권한 설정

 Drag ‘n drop 으로 자유롭게
포틀릿의 크기와 위치를 변경
하여 포털 화면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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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기반의 관리자 포털
 사용자 맞춤 포털

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상세화면
고객사 별 맞춤형 포털 디자인 제공
 포털 테마, 포털 배경, 포틀릿 테마 설정을 통해 별도의 코딩 없이 설정만으로 고객사가 원하는 맞춤형 포털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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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상세화면

Bulletin Board

공지 게시판, 일반 게시판, 문서함, 일감 게시판, 포토 앨범 등 다양한 형태의 게시판 제공으로
정보와 지식을 빠르게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 세부 기능
 전사공지 게시판에 중요 공지로 등록된 글은 포털 메인에 토스트
알림으로 표시
 목록형, 뉴스형, 자료실형의 목록 뷰 제공
 일반게시판, 문서함, 일감게시판 제공
 일감게시판을 통해 일감을 등록하고 진행률을 관리
 게시글 별 읽기, 인쇄/다운로드, 발송, 수정 권한 부여
 게시글에 리플 달기, 댓글, 답글, 댓글에 파일첨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글 조회가 가능한 보안 게시
 예약 게시, 관리자 승인 후 글 등록, 게시기한 설정 기능
 양식을 사용하여 글 등록, 관심 글에 대해 별 표시
 안읽은 글만 보기, 신규 댓글만 보기, 별 표시 글만 보기
 목록 좌우분할, 상하분할로 보기
 n-depth의 폴더, 게시판 생성 관리, 게시판 별 권한 부여
 목록에서 첨부 아이콘을 클릭하여 첨부파일 확인, 다운로드
 글 등록시 게시판 읽기 이상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글 등록 알림 보내기
 말머리 기능, 글 수정일을 등록일로 변경 여부 옵션 제공
 읽음 확인, 추천, 파일 첨부, 첨부 허용/첨부 제한 확장자
설정, 작성증인 글 내용 자동 저장

 게시판 간 글 이동, 복사, 제목+내용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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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상세화면

Calendar

웍스플로우 개인 캘린더와 구글 캘린더의 일정과 할 일의 완벽한 양방향 동기화, 구글 캘린더와
동일한 방식의 반복 일정 설정을 제공하며, 모든 일정 성격의 이벤트를 캘린더로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캘린더 세부 기능

 풀 캘린더 오픈 소스 기반으로 개발하여 Drag ‘n drop 으로
일정 이벤트의 날짜를 변경하거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월간 캘린더, 주간 캘린더 뷰 제공, 음력 표시, 국경일 표시
 개인 캘린더 기능과 특정 부서 또는 사용자 그룹이 공유하
는 그룹 캘린더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음
 회사 캘린더, 부서 캘린더 제공
 캘린더 작성 직무대리자를 설정하면 직무대리자가 내 캘린더를

작성할 수 있음(간부 캘린더 기능)
 개인 및 전사 기념일 관리, 음력, 기념일 반복 지원
 캘린더와 동일한 방식의 반복 일정 설정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내 캘린더, 업무, 부재 시스템 캘린더 제공
 시간 일정, 종일 일정, 기간 일정, 일정 초대
 일정 이벤트의 진행, 완료, 보류 상태 설정
 지난 할 일, 오늘, 내일, 다음 할 일, 완료/취소 할 일
 기한 있는 할 일, 기한 없는 할 일, 할 일 폴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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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상세화면

게시판

게시판은 공지, 협업, 커뮤니케이션, 지식관리를 위한 중요한 컨텐츠 기능입니다. 제안사의 게시판
은 기본적으로 10여가지의 게시판 유형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사에서 필요로 하는 게시판 유형
을 커스터마이징으로 추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게시판 세부 기능

 전사공지 게시판에 중요 공지로 등록된 글은 포털 메인에

토스트 알림으로 표시
 목록형, 뉴스형, 자료실형의 목록 뷰 제공
 일반게시판, 문서함, To-Do+ 제공
 문서함을 통해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문서버전 관리
 To-Do+를 통해 일감을 등록하고 진행률을 관리
 게시글별 읽기, 인쇄/다운로드, 발송, 수정 권한 부여
 게시글에 리플 달기, 댓글, 답글, 댓글에 파일첨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글 조회가 가능한 보안 게시
 예약 게시, 관리자 승인 후 글 등록, 게시기한 설정
 양식을 사용하여 글 등록, 관심 글에 대해 별 표시
 안읽은 글만 보기, 신규 댓글만 보기, 별 표시 글만 보기
 목록 좌우분할, 상하분할로 보기
 계층 구조의 폴더, 게시판 생성 관리, 게시판별 권한 부여
 목록의 첨부 아이콘을 클릭하여 첨부파일 확인, 다운로드
 글 등록시 게시판 읽기 이상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글 등록 알림 보내기
 말머리 기능, 글 수정일을 등록일로 변경 여부 옵션 제공
 읽음 확인, 추천, 파일 첨부, 첨부 허용/첨부 제한 확장자
설정, 작성증인 글 내용 자동 저장
 게시판 간 글 이동, 복사, 제목+내용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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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상세화면

문서함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문서함은 버전관리 및 체크인-체크아웃 기능 등 관리를 상세 기
능 제공

문서함 세부 기능

 전사공지 게시판에 중요 공지로 등록된 글 기능

 목록형, 뉴스형, 자료실형의 목록 뷰 제공
 문서함을 통해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문서버전 관리
 게시글별 읽기, 인쇄/다운로드, 발송, 수정 권한 부여
 게시글에 댓글, 파일첨부, 읽음, 추천, 내부링크
 양식을 사용하여 글 등록, 관심 글에 대해 별 표시
 안읽은 글만 보기, 신규 댓글만 보기, 별 표시 글만 보기
 목록 좌우분할, 상하분할로 보기
 계층 구조의 폴더, 문서함 생성 관리, 문서함별 권한 부여
 목록의 첨부 아이콘을 클릭하여 첨부파일 확인, 다운로드
 읽음 확인, 추천, 파일 첨부, 첨부 허용/첨부 제한 확장자
설정, 작성증인 글 내용 자동 저장
 게시판 간 글 이동, 복사, 제목+내용으로 검색
 말머리 기능, 글 수정일을 등록일로 변경 여부 옵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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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상세화면

To-Do+(일감)

업무 진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감을 지시, 전달하고 일감 진행시 상호간 의견 교환
및 진행률을 관리하는 To-Do+를 제공

To-Do+(일감) 세부 기능

 목록형, 뉴스형의 목록 뷰 제공
 문서함을 통해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문서버전 관리
 양식을 사용하여 글 등록, 관심 글에 대해 별 표시
 To-Do+를 통해 일감을 등록하고 진행률을 관리
 일감에 댓글, 파일첨부, 읽음, 댓글에 파일첨부
 목록 좌우분할, 상하분할로 보기
 계층 구조의 폴더, 게시판 생성 관리, 게시판별 권한 부여
 목록의 첨부 아이콘을 클릭하여 첨부파일 확인, 다운로드
 일감 유형, 담당자, 참조자, 제목, 내용, 우선순위, 일감상태, 진척
도, 완료희망일, 시작일, 완료일, 투입시간을 입력하여 일감을 등
록
 전체 일감, 내 일감, 등록한 일감, 참조받은 일감으로 구성되어 일
감을 지시, 전달하고 일감의 담당자와 의견을 교환하며 일감의
진행 상태,
진행률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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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상세화면

자원관리

사내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반복, 초대, , 첨부파일, 색상, 공유범위등을 선택하여 자
원예약 진행시 상호간 예약현황을 관리하는 자원관리를 제공

자원관리 세부 기능

 풀 캘린더 오픈 소스 기반으로 개발하여 Drag ‘n drop 으로
자원예약 일정 이벤트의 날짜를 변경하거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
음
 주간 캘린더 뷰 제공으로 편리한 UI 구성
 내 예약 기능과 특정 자원을 공유하는 그룹 자원아이템을 생성하
여 사용할 수 있음
 회사 캘린더, 부서 캘린더 제공
 캘린더와 동일한 UI 방식의 반복 일정 설정
 자원예약 초대 기능 제공
 초대받은 예약 별도 확인 메뉴 제공
 자원예약 일정 별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 제공
 한 주시작 “토요일/일요일/월요일“ 시작 설정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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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상세화면

설문조사

다양한 문항의 설문진행이 관리되도록 “진행중인설문, 종료된설문, 등록한설문” 리스트 제공을
통하여 편리하게 사용가능한 설문조사을 제공

설문조사 세부 기능

 3가지 유형(진행중인설문, 종료된 설문, 등록한 설문)의 리스트 기
능 제공
 설문 등록의 파일 첨부 기능 제공
 설문 참여내역 별도 확인 UI 기능 제공
 설문 결과 공개/비공개 설정 기능 제공
 설문 참고자 공개/비공개 설정 기능 제공
 설문 참여자 공유 설정 기능 제공
 설문 참여자/결과 조회 기능 제공
 설문 섬네일 UI 기능 제공
 관리자 설문 작성자 권한 설정 기능
 설문 임시보관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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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상세화면

근태관리
(주52시간)

근태관리의 52시간 관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룹별 정상근무, 연장/심야 근무 별도
설정으로 2,3 교대 근무에 대하여 설정 등” 다양한 옵션 제공
(52시간 2018년4분기 무상패치)

근태관리(주 52시간) 세부 기능



내 출근부를 통해 개인 출/퇴근 정보에 대한 이력확인.



본인이 사용한 연차와 잔여 연차, 총 연차 확인 가능.



주 52시간 근무 옵션 지원



사용자 본인의 주간 근무 시간 확인 가능(근무시간과 남은 시간
확인 가능)



주 52시간 근무 중 잔여시간 체크하여 알림 전송(알림 대상자
부서장, 본인 등)



출근부 관리자의 경우 관리 부서원의 출근부 확인.



부서원의 일간/주간 근무 시간 체크 가능.



전자결재 양식과 근태관리 메뉴 연동.(휴가 신청서, 출장 계획/
보고서)



휴가신청서 승인 시 해당 일자 근태관리 연차 차감.



그룹별 근무 시간 설정 가능.



그룹별 정상근무, 연장/심야 근무 별도 설정으로 2,3 교대 근무
에 대하여 설정 가능.



정상근무, 연장, 심야 근무 시간 설정 가능.



주말 근무에 대한 별도 설정 가능.



연차 일에 그룹웨어 접근 시 메인화면에 노무수령거부통지서



노무수령거부통지서 승인 시 날짜, 시간, IP 등에 대한 로그



노무수령거부통지서 승인 시 등록된 사진이 있을 경우 사인을
남기며, 해당 화면 인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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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촉진 알림 발송(연차일 7일, 3일, 하루전 발송 가능)

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상세화면

근태관리
(주52시간)

근태관리의 52시간 관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룹별 정상근무, 연장/심야 근무 별도
설정으로 2,3 교대 근무에 대하여 설정 등” 다양한 옵션 제공
(52시간 2018년4분기 무상패치)

근태관리(주 52시간) 세부 기능



내 출근부를 통해 개인 출/퇴근 정보에 대한 이력확인.



본인이 사용한 연차와 잔여 연차, 총 연차 확인 가능.



주 52시간 근무 옵션 지원



사용자 본인의 주간 근무 시간 확인 가능(근무시간과 남은 시간
확인 가능)



주 52시간 근무 중 잔여시간 체크하여 알림 전송(알림 대상자
부서장, 본인 등)



출근부 관리자의 경우 관리 부서원의 출근부 확인.



부서원의 일간/주간 근무 시간 체크 가능.



전자결재 양식과 근태관리 메뉴 연동.(휴가 신청서, 출장 계획/
보고서)



휴가신청서 승인 시 해당 일자 근태관리 연차 차감.



그룹별 근무 시간 설정 가능.



그룹별 정상근무, 연장/심야 근무 별도 설정으로 2,3 교대 근무
에 대하여 설정 가능.



정상근무, 연장, 심야 근무 시간 설정 가능.



주말 근무에 대한 별도 설정 가능.



연차 일에 그룹웨어 접근 시 메인화면에 노무수령거부통지서



노무수령거부통지서 승인 시 날짜, 시간, IP 등에 대한 로그



노무수령거부통지서 승인 시 등록된 사진이 있을 경우 사인을
남기며, 해당 화면 인쇄 가능.


44

연차 사용 촉진 알림 발송(연차일 7일, 3일, 하루전 발송 가능)

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상세화면

근태관리
(주52시간)

근태관리의 52시간 관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룹별 정상근무, 연장/심야 근무 별도
설정으로 2,3 교대 근무에 대하여 설정 등” 다양한 옵션 제공
(52시간 2018년4분기 무상패치)

근태관리(주 52시간) 세부 기능



내 출근부를 통해 개인 출/퇴근 정보에 대한 이력확인.



본인이 사용한 연차와 잔여 연차, 총 연차 확인 가능.



주 52시간 근무 옵션 지원



사용자 본인의 주간 근무 시간 확인 가능(근무시간과 남은 시간
확인 가능)



주 52시간 근무 중 잔여시간 체크하여 알림 전송(알림 대상자
부서장, 본인 등)



출근부 관리자의 경우 관리 부서원의 출근부 확인.



부서원의 일간/주간 근무 시간 체크 가능.



전자결재 양식과 근태관리 메뉴 연동.(휴가 신청서, 출장 계획/
보고서)



휴가신청서 승인 시 해당 일자 근태관리 연차 차감.



그룹별 근무 시간 설정 가능.



그룹별 정상근무, 연장/심야 근무 별도 설정으로 2,3 교대 근무
에 대하여 설정 가능.



정상근무, 연장, 심야 근무 시간 설정 가능.



주말 근무에 대한 별도 설정 가능.



연차 일에 그룹웨어 접근 시 메인화면에 노무수령거부통지서



노무수령거부통지서 승인 시 날짜, 시간, IP 등에 대한 로그



노무수령거부통지서 승인 시 등록된 사진이 있을 경우 사인을
남기며, 해당 화면 인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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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촉진 알림 발송(연차일 7일, 3일, 하루전 발송 가능)

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상세화면

근태관리
(주52시간)

근태관리의 52시간 관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룹별 정상근무, 연장/심야 근무 별도
설정으로 2,3 교대 근무에 대하여 설정 등” 다양한 옵션 제공
(52시간 2018년4분기 무상패치)

근태관리(주 52시간) 세부 기능



내 출근부를 통해 개인 출/퇴근 정보에 대한 이력확인.



본인이 사용한 연차와 잔여 연차, 총 연차 확인 가능.



주 52시간 근무 옵션 지원



사용자 본인의 주간 근무 시간 확인 가능(근무시간과 남은 시간
확인 가능)



주 52시간 근무 중 잔여시간 체크하여 알림 전송(알림 대상자
부서장, 본인 등)



출근부 관리자의 경우 관리 부서원의 출근부 확인.



부서원의 일간/주간 근무 시간 체크 가능.



전자결재 양식과 근태관리 메뉴 연동.(휴가 신청서, 출장 계획/
보고서)



휴가신청서 승인 시 해당 일자 근태관리 연차 차감.



그룹별 근무 시간 설정 가능.



그룹별 정상근무, 연장/심야 근무 별도 설정으로 2,3 교대 근무
에 대하여 설정 가능.



정상근무, 연장, 심야 근무 시간 설정 가능.



주말 근무에 대한 별도 설정 가능.



연차 일에 그룹웨어 접근 시 메인화면에 노무수령거부통지서



노무수령거부통지서 승인 시 날짜, 시간, IP 등에 대한 로그



노무수령거부통지서 승인 시 등록된 사진이 있을 경우 사인을
남기며, 해당 화면 인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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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촉진 알림 발송(연차일 7일, 3일, 하루전 발송 가능)

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상세화면

근태관리
(주52시간)

근태관리의 52시간 관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룹별 정상근무, 연장/심야 근무 별도
설정으로 2,3 교대 근무에 대하여 설정 등” 다양한 옵션 제공
(52시간 2018년4분기 무상패치)

근태관리(주 52시간) 세부 기능



내 출근부를 통해 개인 출/퇴근 정보에 대한 이력확인.



본인이 사용한 연차와 잔여 연차, 총 연차 확인 가능.



주 52시간 근무 옵션 지원



사용자 본인의 주간 근무 시간 확인 가능(근무시간과 남은 시간
확인 가능)



주 52시간 근무 중 잔여시간 체크하여 알림 전송(알림 대상자
부서장, 본인 등)



출근부 관리자의 경우 관리 부서원의 출근부 확인.



부서원의 일간/주간 근무 시간 체크 가능.



전자결재 양식과 근태관리 메뉴 연동.(휴가 신청서, 출장 계획/
보고서)



휴가신청서 승인 시 해당 일자 근태관리 연차 차감.



그룹별 근무 시간 설정 가능.



그룹별 정상근무, 연장/심야 근무 별도 설정으로 2,3 교대 근무
에 대하여 설정 가능.



정상근무, 연장, 심야 근무 시간 설정 가능.



주말 근무에 대한 별도 설정 가능.



연차 일에 그룹웨어 접근 시 메인화면에 노무수령거부통지서



노무수령거부통지서 승인 시 날짜, 시간, IP 등에 대한 로그



노무수령거부통지서 승인 시 등록된 사진이 있을 경우 사인을
남기며, 해당 화면 인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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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촉진 알림 발송(연차일 7일, 3일, 하루전 발송 가능)

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상세화면

근태관리
(주52시간)

근태관리의 52시간 관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룹별 정상근무, 연장/심야 근무 별도
설정으로 2,3 교대 근무에 대하여 설정 등” 다양한 옵션 제공
(52시간 2018년4분기 무상패치)

근태관리(주 52시간) 세부 기능



내 출근부를 통해 개인 출/퇴근 정보에 대한 이력확인.



본인이 사용한 연차와 잔여 연차, 총 연차 확인 가능.



주 52시간 근무 옵션 지원



사용자 본인의 주간 근무 시간 확인 가능(근무시간과 남은 시간
확인 가능)



주 52시간 근무 중 잔여시간 체크하여 알림 전송(알림 대상자
부서장, 본인 등)



출근부 관리자의 경우 관리 부서원의 출근부 확인.



부서원의 일간/주간 근무 시간 체크 가능.



전자결재 양식과 근태관리 메뉴 연동.(휴가 신청서, 출장 계획/
보고서)



휴가신청서 승인 시 해당 일자 근태관리 연차 차감.



그룹별 근무 시간 설정 가능.



그룹별 정상근무, 연장/심야 근무 별도 설정으로 2,3 교대 근무
에 대하여 설정 가능.



정상근무, 연장, 심야 근무 시간 설정 가능.



주말 근무에 대한 별도 설정 가능.



연차 일에 그룹웨어 접근 시 메인화면에 노무수령거부통지서



노무수령거부통지서 승인 시 날짜, 시간, IP 등에 대한 로그



노무수령거부통지서 승인 시 등록된 사진이 있을 경우 사인을
남기며, 해당 화면 인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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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촉진 알림 발송(연차일 7일, 3일, 하루전 발송 가능)

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상세화면

근태관리
(주52시간)

근태관리의 52시간 관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룹별 정상근무, 연장/심야 근무 별도
설정으로 2,3 교대 근무에 대하여 설정 등” 다양한 옵션 제공
(52시간 2018년4분기 무상패치)

근태관리(주 52시간) 세부 기능



“오전 및 오후 근무시간” 설정 제공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 설정 제공



“연장 및 심야 근무시간“ 설정 제공



정기휴일 설정 기능 및 전일 퇴근 기능 제공



연차 관리(누적/이월/발생/남은연차/사용연차) 기능 제공



“노무수령거부통지서/연차 촉진 알림/52시간 사전알림“ 기능
제공



노무수령거보통지서 로그 관리



출근부 관리자 설정 기능



“평일 및 휴일” 오전/오후 및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 따른 사용
자그룹 설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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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가동/시간외 근무/일일연장” 현황



휴일 설정 기능 제공



휴가신청서 및 휴가취소원 근태 연동 제공

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상세화면
주소록, 조직도

 내 주소록, 부서 주소록, 공용 주소록

 조직도 정보를 가져와서 트리 형태의 조직도로 제공

 구글 주소록과 양방향 동기화

 직속 부서 표시, 부서만 표시, 부서장만 표시, 부서원 모두 표시, 내선번호 표시

 새 연락처, 연락처 바로 등록, 빠른 연락처 추가, 연락처 그룹 관리

 이름, 아이디, 부서이름으로 검색, 조직도 내보내기

 그룹 간 연락처 이동, 복사, 연락처(들)을 선택하여 Drag ‘n drop 으로 그룹 이동

 부서 간 간격 조정, 글자 크기 조정, 인쇄

 주소록 가져오기(자체 주소록 형식, 아웃룩, 아웃룩 익스프레스, 명함 VCF)
 주소록 내보내기, 중복 주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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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상세화면

모바일 메일

PC 버전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웹 메일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메일, 안읽은 메일, 받은 메일, 보낸 메일, 수신 확인,
임시 보관, 스팸 메일, 삭제 메일함 제공
 라벨 기능, 계층 구조의 개인메일함 트리 제공
 메일 쓰기, 메일 조회, 답장, 전달, 전체답장
 전체 읽음으로 표시, 별 표시만 보기, 완전삭제, 스팸차단,
메일 이동, 읽음 확인
 메일을 선택한 후 왼쪽으로 쓸어넘길 경우 삭제 실행,
오른쪽으로 쓸어넘길 경우 라벨 적용 실행
 메일 쓰기 시 파일, 이미지 첨부, 주소자동완성, 주소록
에서 선택, 일반 발송, 대용량 발송, 임시저장, 서명 사용
 첨부파일 선택하여 다운로드, 조회
 신규 메일 수신 시 모바일 푸시 알림 제공

메일 목록

메일 조회

메일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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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상세화면

모바일 전자결재
모바일 메인포탈

결재할 문서를 확인하고 결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결재

전자결재 상세

 결재 현황, 결재 대기, 진행, 승인, 반려함 제공
 기안 진행, 승인, 반려
 결재할 문서 조회, 결재 처리, 결재의견 작성
 결재 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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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축방안
2.1. 그룹웨어 시스템 사양 및 기능_상세화면

모바일 메신저
메신저 조직도

대화방 목록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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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센터

2. 시스템 구축방안
2.2. 시스템 납품 및 설치방안
유사 그룹웨어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철저히 활용하고, 전문적인 솔루션 시험 조직을 통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시험 실시와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시범운영을 통하여 고품질의 안정성을 갖춘 완벽한 시스템이 되도록 사전 검증 단계를 통한
성공적 수행을 목표로 합니다.
사전 검증 전략

본 사업의 유사 그룹웨어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통한 효율적인 시험실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시험 실시
 제안사 그룹웨어 전문 조직을 적극 활용
 주관 시나리오에 의한 검증
 제안사의 검증된 기본 패키지 적용을 통한
불필요한 작업 최소화

 유사업무 수행 경험과 완벽한 이해를
통한 시행착오 없는 시험 추진

소스 중앙화 및 배포 시스템을 통한
중복 오류 차단

• 단계별/반복적 검증 및 확인
• 그룹웨어 솔루션 전문 조직
활용에 의한 검증

 소스 중앙화 구성으로 인한 효율적인
개발 환경 구축
 운영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진행

업무특성을 반영한
테스트 실시
 테스트 시나리오를 통한 신속한 오류 범위
검증
 업무 특성을 고려한 업무 검증을 위하여
단계적 메뉴 테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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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운영 방안
오픈 이후 “전문 운영 조직과 중앙 통제 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그룹웨어 운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제공 합
니다.

* 1년 무상(이후 유상) 지원 준수

전문 운영 조직을 통한 서비스 제공

소스 수정 희스토리 관리를 통한 안정성 확보

지속적인 하위 버전 패치를 통한 기능 업그레이드

패키지 소스 중앙 관리를 통한 유실 방지

중앙 배포 시스템 체계를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

년간 1회 내부 기준에 맞춘 취약점 보완

문제 발생 시 전문 인력 과 중앙 통제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대처 방안 강구로 높은 수준의 그룹웨어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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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술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유지보수계획

1. 교육훈련계획
구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요건이므로,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분리 실시 하겠습니다.

구분

교육방법

비고

 교육주제

관리자 교육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교육
 교육내용
- 그룹웨어 시스템 개요, 주요 정보흐름, 기능별 연동사항, 업무적용을 위한 준비사항
- 전자결재 관리운용 교육
 교육장소
- 고객사에서 제공
 교육기간 : 1일
 교육주제

사용자 교육

- 시스템의 이해 및 활용 방법
 교육내용
- 그룹웨어 시스템 개요 및 전체 구성, 기능 별 주요정보흐름 및 기능 교육
 교육장소
- 고객사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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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보수계획
안정적인 사용 지원을 위하여, 유지보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하자보증기간

► 프로젝트 종료 및 검수 완료 후 1년

무상유지보수 기간 : 프로젝트 종료 후 1년

유상유지보수

► 무상유지보수기간 만료 전 별도의 유상유지보수계약 체결

가격제안서 참조

► 회수
- 서비스 원격 접속 및 점검 / 년 1회(고객 요청 시)

정기보수

장애 복구작업

► 내용
- 년 간 정기보수 작업일정표를 작성하여 해당서비스의 보수 매뉴얼의 체
크항목 수순에 따라 실시하고 유지보수 내역을 보고서로 제출하며 Error
LOG 분석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 보수 작업을 실시

► 내용
- 장애현상으로부터 각 장치의 보수매뉴얼에 따라 장애복구 작업 수행
► 장애복구 확인
- 당사 지원센터에서 장애 복구 완료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미진한 사
항 확인 시 즉시 재 초치

★ 구축형 그룹웨어는 “OS, H/W, 파일 및 데이터 백업” 고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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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포함 방문 보수 시, 별도 비용 협의

# 통상근무시간
월~금:09:00 ~ 18:00 (공휴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