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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Collabo는 기업 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실시간 협업을 위한 메시징 솔루션입니다.

Smart*Collabo는 기업 내 실시간 협업

을 위한 메시징 서비스로 업무 및 조직

별 구성원의 주제별 토픽, 할 일 관리, 

채팅, 설문, 파일 공유 등의 다양한 협

업 기능을 제공하는 웹 버전입니다.

02 주요 기능

팀/토픽 단위의 해야 할 작업 또는 해야 할 일을 등록하

여 업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작업 목록 및 내역을

공유하는 기능

할 일

팀 내의 업무별 / 프로젝트별로 주제 단위로 관련된 구

성원과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파일, 일정, 할 일 공유 등

의 다양한 업무 유형에 맞추어 원활한 협업을 위한 실시

간 메시징 서비스 기능

토픽

토픽보다는 개인별 또는 다수의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빠른 의사 결정 및 피드백을 위한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기능

채팅

토픽 또는 대화방 내 구성원의 아이디어 및 업무의 중요

한 이슈들을 모아 공개 투표를 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기능

설문

업무 및 조직 별 팀을 생성하여 구성원 간의 실시간 협

업을 위한 공간으로 팀 정보, 구성원 관리,  활용 현황

등의 관리 기능

팀

팀 목록, 접속한 사용자 정보 등을 표시하는 대시보드

기능

대시보드

팀/토픽 또는 대화방의 구성원 정보의 조회 시 인사 정

보와 연동되는 조직도 기능

조직도

Windows 10 알림 기능을 이용한 메시지 도착 안내 알림

기능

메시지 알림

01 주요 특징

실시간 파일 업로드 기능은 팀/토픽 단위의 관련 자료를 등록하고, 구성원 간의 공유를 통해 자료실로 활용하며, 

등록된 MS 오피스 및 PDF 파일에 대한 미리보기 및 댓글과 대화를 통해 추가 의견을 공유하는 기능

-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필요 시 문서보안 해제 모듈에 대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함.

- 한글파일에 대한 미리보기 지원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함.

파일 등록 및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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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요 기능

Server 지원 사항 구분 Client 지원 사항

CPU Xeon 1.5GHz 이상, Memory 4GB 이상 권고 H/W Windows 10 이상 사용 PC

MS Windows Server 2016 Standard Edition 이상 권고 OS Windows 10 이상 권고

100GB 이상 권고 Storage 30MB 이상 권고

MS SQL Server 2014 Standard Edition 이상 권고 DB

Active Directory 및 가상화 환경, 이중화 지원 기타 .NET Framework 4.6.2 이상 설치

시스템 요구사항

조직의 전 구성이 자동으로 참여 되고, 글 작성에 대한

권한 처리도 가능한 대화방

전사 대화방

고객사의 사용 중인 업무 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 효율

성 증대를 위한 Customizing을 지원. 

* Customizing에 타사 제품 필요 시 별도의 비용 발생

- Click to Call(RCC based CSTA 지원 교환기)

- PC / Mobile 원격지원(ezHelp 연동)

Customizing 지원

기능 업데이트 시 추가 설치하지 않고 자동으로 업데이트

자동 업데이트

구성원의 접속 상태에 따라 On-line / Off-line / 자리 비

움 등의 아이콘으로 표시하는 기능

User Pres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