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틈없이 스마트한 작업관리 솔루션

확실한 업무요청 스마트한 업무공유 손쉬운 작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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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리더는 일상적인 업무부터 막중한 사안까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업무 할당 및 배분

진행상황 공유

업무리뷰 및 피드백

작업관리

업무보고



업무 요청 & 조회

전화통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Slack 이메일 Zoom

피드백 공유

전화통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Slack 이메일 Zoom

업무 공유

이메일 Google Drive Dropbox

Slack 카카오톡 Zoom

자료 관리

이메일 Google Drive Dropbox

로컬 저장소02
원활한 업무 프로세스를 위해 여섯가지 이상의 

채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03

정보가 다양한 채널에 분산될수록 팀 리더의 업무부담은 가중됩니다

분산된 업무요청 & 조회

통화, 문자 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등  

업무요청이 이루어지는 채널이 다양함에 따라 

요청사항을 조회하기위해 여러 채널을  

넘나들어야 합니다.

동일한 안건에 대해 연속적인 업무요청이 

발생할 경우 히스토리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불충분한 업무 공유 & 피드백

작업물에 대한 피드백이 오고가는 이메일과  

메신저는 읽어보기 이외에 작업물에 대한  

상호작용이 불가합니다.

작업물이 저장되는 Google Drive 와  

Dropbox 는 팀원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으로 저장소와 소통채널을 병행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취약한 자료관리

자료공유, 업무 요청, 사적인 대화가 구분없이 

뒤섞여있는 메신저와 이메일은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고 보안에 취약합니다.

클라우드 저장소는 팀원이 추가되고  

이탈함에 따라 파일 열람권한을 일일히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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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업무환경은 예상치 못한 변수와 

변경사항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빠르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채널에서 업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커뮤니케이션 도중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습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해집니다.

변경사항 조회

보고

업무 분배

진행사항 체크

변경사항 적용

결과물 리뷰



리더의 생산성은 서비스의 퀄리티와 직결됩니다.
업무요청, 업무공유, 작업관리를 위한 단 하나의 통합채널



06 한곳에 집중된 업무 프로세스란 무엇일까요?

에서 업무 시간비용을

10 배 이상 절감하세요

Request & Assign (업무요청과 할당)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정확한 업무 요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단발성 의뢰부터 콘텍스트가 필요한 요청사항까지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Track & Review (진행상황 추적/리뷰)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체크하면 예기치 못한 변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상황부터 업무담당자별  

디테일한 진행상황까지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Collaborate (협업)

실시간 회의, 또는 다양한 종류의 댓글을 활용하여 팀원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세부설명을 위해 스크린샷을 찍고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도, 

주석기능과 음성댓글 또는 모션 레코딩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Approve (결제, 또는 승인)

프로젝트는 결제와 승인과정을 통해 마무리 됩니다. 작업이 마무리된  

결과물을 승인요청과 함께 이메일로 공유할 수 있으며, 한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승인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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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업무요청을 위한 종합적인 

소통기능을 제공합니다

1 업무요청과 결제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단발성 요청부터 콘텍스트적인 요청에 필요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3 상세한 업무지시를 위한 수준높은 상호작용 기능을 지원합니다.

4 변경사항을 쉽고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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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피드백으로 불필요한 이중작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작업물에 대한 음성 코멘트 뿐만아니라 화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동적인 행위를 녹화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2 실시간 회의기능을 제공합니다.

3
작업물 모든 영역에 주석을 달 수 있고 그리기, 도형, 화살표시가  

가능합니다.

4
파일명, 또는 썸네일로 새로운 버전을 구분할 필요 없이 하나의 프로젝트

에서 최신 버전을 곧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3 Recording..

첫 번째 문단 딥 러닝 분야가 더 많이 연구 
발표가 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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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자료관리가 필요없습니다

1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료열람,편집 및 다운로드에 대한 세분화된 보안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3 자료는 프로젝트 별로 구분되어 검색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Get Boosted N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