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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그룹웨어 헬프데스크



왜 Office 365 그룹웨어가 좋은가요?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기능만 모은 똑똑한 그룹웨어!

메일, 일정관리, 문서관리, 협업 솔루션에 전자결재까지.
다 제대로 갖추자니 비싸고,
비용 부담 때문에 하나씩 따로 도입하다 보니
관리도 안 되고 통합 사용도 어렵지 않으세요?

Office 365는 설치형 Office부터
메일, 일정관리, 메신저, 화상회의에 문서관리, 전자결재까지
원스톱 클라우드로 제공합니다.

이제                        하나만 도입하세요!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 – 원스톱 서비스 기존 그룹웨어에 비해 저렴한 가격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설치의 편리성, 관리의 편리성

최신 버전의 정품 Office, 전자결재, 메일

(50GB 메일함), 메신저, 화상회의, 일정관리, 

문서 관리, 무제한 클라우드 저장

대기업 수준의 그룹웨어 기능으로 신속한

의사 결정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월 13,800원으로 정품 오피스 프로그램과 함께

대기업 수준의 그룹웨어 사용 가능

전자결재와 사내 포탈 웹 템플릿 무상 제공

시스템 구매, 설치, 유지보수 비용 불필요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디바이스로 업무 처리 가능

기업의 문서관리 및 자산화

협업 기능을 통해 동시 업무 처리가 가능하므로

업무 지연 최소화
 

추가 설치비용 없이 앱 다운로드를 통해 몇번의

클릭만으로 설치 가능

무료 원격 설치 지원

최신 버전으로 자동 업데이트 되므로 관리 부담 및

추가 비용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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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와 “사내포탈 템플릿”로 더욱 강력해진 Office 365 그룹웨어

중소기업에서 사내 포탈로 활용할 수 있는 홈 화면

전자결재 현황부터 사내 일정, 공지사항, 게시판, 
사내 문서 관리함까지 모두 한눈에 쏙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7가지 전자결재 양식 기본 제공

품의서, 출장보고서, 출장신청서, 교육신청서, 
완료보고서, 재직증명신청서, 구매요청서, 지출결의서

쉽고 빠르게 어디서나 결재 진행

사용자가 웹 양식으로 결재를 올리면 실시간으로 메일
알림이 와서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도 결재 가능

관리 부담은 최소화

사용자 정보 등 동기화 기능을 제공하여 기 입력된
Office 365 사용자 정보를 일괄적으로 가져와
조직 정보 관리



저렴한 클라우드 그룹웨어를 
도입하고 싶다면?

Office 365
Business Premium

Office 365
Business Essential

클라우드 그룹웨어에 
정품 Office가 필요하다면?

“우리 회사에 적합한 클라우드 그룹웨어는?”

온라인에서 쓰는
웹 오피스

클라우드에 있는
개인문서보관함

클라우드
이메일 서비스

클라우드에 있는
동시 편집이 가능한
그룹 문서보관함

화상 및, 문서공유
까지 지원하는 통합
온라인 메신저

기업용 사내 SNS

+

+ +

5,500원(사용자/월)

전자결재 문서관리 템플릿

온라인에서 쓰는
웹 오피스

클라우드에 있는
개인문서보관함

클라우드
이메일 서비스

클라우드에 있는
동시 편집이 가능한
그룹 문서보관함

화상 및, 문서공유
까지 지원하는 통합
온라인 메신저

기업용 사내 SNS

설치형 오피스
Word, Excel,
PowerPoint, OneNote,
Outlook, Publisher

13,800원(사용자/월)

전자결재 문서관리 템플릿

* 부가세 별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