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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회사 소개



1. 회사소개

기업용 MSA(Micro Service Architecture) 전문 기업 및 Container Cloud 솔루션,

그리고 빅데이터 시각화 기술 전문 기업

미디어 솔루션과 산업용 솔루션까지 산업 전반의 클라우드 솔루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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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라우드 전문가 집단



3. 다양한 Container Cloud Enterprise Service 파트너사

공식 Reseller 파트너 사

Konvoy



02.솔루션 특장점

2.1 배경 및 목표

2.2 개요

2.3 특장점

2.4 기대효과



2.1 배경 및 목표

스마트 오피스는 “소통”, “협업”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정보 큐레이션” 서비스를 목표로 합니다.



2.1 배경 및 목표

스마트 오피스는 실시간 소통 기반의 메일, 일정, 할일
등을 포함한 “실시간 통합 정보 플랫폼” 서비스를
목표로 합니다.



2.1 배경 및 목표

스마트 오피스는 실시간 소통 기반의 메일, 일정, 할일
등을 포함한 “실시간 통합 정보 플랫폼” 서비스를
목표로 합니다.

일정

할일

회의실
방문신청

메일

실시간 협업 및 스마트 오피스



2.2 BizMicro Cowork 개요

BizMicro Cowork는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비대면 대화형 협업”서비스를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 비서 지원

출근과 동시에 오늘 할일부터
확인하지 못한 메시지 까지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메시징
처리 기능 지원

비대면 업무 지원

메신저와 연계하여

실시간 작업 환경 공유(PC 및 모바일

환경)

및 다채널 방송시스템 적용 가능

메신저 업무 채널

업무 관련된 기록이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ToDo, 일정, 메일, 파일공유 등

통합된 환경에서 업무 환경 조회 가능

비대면 협업 환경을 위한 가장 최적화된 플랫폼



2.3 BizMicro Cowork 특장점1

BizMicro Cowork는 “실시간 협업 환경”의 초점을
맞춘 Modern Application을 지향합니다.

- 사이트 관리 (포털 단위시스템별 App 관리 , 도메인관리 등)
- 조식도 , 가상그룹 관리
- Widget , App 개발 가이드 제공
- 업무 사용 추적 로그 관리

실시간 협업 시스템

- 메신저를 통한 실시간 협업 시스템
- 단축 명령을 통한 다양한 보고서 및 회의자료 작성
- 통합 알림 메시지 및 다양한 업무 정보 공유 기능 제공

업무 콘텐츠 관리 환경

- 메신저 내 별도 파일 및 기타 지식 관리 가능
- 업무별 콘텐츠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일련의 콘텐츠 Life Cycle 관리
- 메신저를 통해 외부의 다양한 레거시 연동 기능 제공

구성원
활용 및 편의

업무지식
관리

3rd Party
서비스

추가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Add-on 서비스

- 실시간 원격제어 및 화면 판서, 화상회의 공유 기능 제공
- 비대면 업무를 위한 Live 방송 기능 제공
- 대화중 환경을 사후 재생하기 위한 VoD 서비스 연계 가능



2.3 BizMicro Cowork 특장점2 – 멀티 디바이스 환경 지원

BizMicro Cowork는 다양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Mobile, PC App, Web 환경을 지원합니다.



2.3 BizMicro Cowork 특장점3 – 기존 메신저와 차이점

BizMicro Cowork는 “실시간 협업 환경”의 초점을
맞춘 대화형 시스템입니다.

기존 메신저 BizMicro Cowork

기존 메신저는 1:1 Direct Message 기반으로 대화에 중점
채널을 통해 관련된 업무 사용자만이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 소통 환경
제공

알림에 대한 제어가 어려움
퇴근시간, 채널별, 언급된 사람만, 주요 인원만 등 다양한 시간에 따라
알림 제어 가능(업무 특화된 알림서비스 제공)

메시징 검색에 한계점 보유

전체 대화 뿐만 아니라 PIN(주요 공지사항), 즐겨찾기(내가 저장한 자
료), Mention(타인이 나를 언급한 경우), 게시글(업무 관련 고정 게시
판), 파일 별 별도의 검색이 가능함

외부 연계는 단순 Link 수준만 지원
HR, Mail, 전자결재, ToDO, 일정, 회의실예약 등 다양한 레거시 기능을
연계하여 메신저 내에서도 상시 업무 가능

일반적인 공지성의 봇메시지 지원
금일 해야할 일, 읽지않은 메일 수, 금일 스케줄 등 개인화되고 특화된
디지털 비서 기능의 봇메시지 지원 가능

대규모 동접자에 대한 시스템 성능 저하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로 최대 동시접속 75,000 단말기에서 성능저하
없이 서비스 가능하고(제조사 S에서 검증) 클라우드에서 확보된 자원 만
큼 Self-Scaling 및 Self-Healing이 가능함



2.3 BizMicro Cowork 특장점4 – 디지털 비서

BIZMICRO-Cowork는 통합 알림센터를 통해
할일, 스케줄 등을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알립니다.

②제공되는정보예시

- 읽지 않은메일
- ToDo 리스트
- 저장된오늘의스케줄등

①미리정해진시간알림

- 출근이나점심식사후정해진시간에따라
다양한업무정보를발송함



2.3 BizMicro Cowork 특장점5 – Cloud Native Application

BizMicro Cowork는 클라우드 환경 기반의
Cloud Native Application을 지향합니다.

- MSA(Micro Service Architecture) 기반

- DevOps 환경 지원

- Container 기반 서비스

(Kubernetes, Apache Mesos 지원)



2.3 BizMicro Cowork 특장점6 – 연계 솔루션을 통한 실시간 방송 및 화면 공유 기능 제공

BizMicro Cowork는 3rd Party SW와 연계하여
다양한 동화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izRC
Server

BizMicro Cowork

Share

Share

Share



2.4 기대 효과

“단순 채널통합” 역할에치중

 단순 업무채널의 통합 역할에 치중

 업무수행 시 필요한 시스템 활용은 개인역량 차이에 따라 다름

( 상급자 또는 본인의 경험과 교육에 의존해 시스템 활용 )

 구축당시 계획된 일반화된 정보 전달에 편향적인 성향을 보임

(신규 프로젝트가 있기 전까지 포털 메인 화면 변화가 없음)

 공지, 메일 , 그룹웨어 등 일반적인 콘텐츠 배치

(수동적 정보 공유 환경)

AS-IS

?

Information
Provider

Information
Consumer

A업무

B업무

C업무

KM/EDM

기간계시스템

포털

G/W

사용자중심의 “실시간정보큐레이터” 역할

 맞춤형 정보와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실시간 대화형 서비스

제공

 개별 업무 환경 구성 서비스 제공

(디지털 비서 및 각종 레거시 연계 기능)

 사용자 중심의 일하는 방식의 효율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손쉬운 업무 환경 제공

TO-BE

Information
Provider

A업무

B업무

C업무

KM/EDM

기간계시스템

유관시스템

G/W

Information
Consumer

!

시스템 접근
채널 단일화

사용자
맞춤정보

delivery
업무처리
프로세스

그룹,지책
업무등
(필터)

(큐레이터역할)

A업무

B업무

C업무

A업무

B업무

C업무

BizMicro는 현실업무와 똑같은
새롭고 편리한 가상 업무환경을 경험하게 합니다.



03. 솔루션 주요기능

3.1 Channel 및 DM

3.2 PIN, Mention, Favorite 개인별 특화 기능

3.3 강력한 검색기능

3.4 개인 알림 기능

3.5 멀티 파일 및 멀티 이미지 업로드

3.6 개인 서비스 연동 기능

3.7 외부 레거시 연동 기능

3.8 디지털 비서 및 통합알림센터

3.9 GIS 연계 기능

3.10 타임라인 서비스와 연계 기능

3. 11 상담사 전용 서비스



3.1 Channel 및 DM

BizMicro Cowork는 업무형 채팅 Channel
개인별 메시지 DM(Direct Message)을 제공합니다.

- 1 : 1 대화 제공
- 1 : N 대화 제공
- 구성원 검색 기능
- 채팅방 검색기능
- 채팅방 정렬기능
- 안읽음 메시지보기



3.2 PIN, Mention, Favorite 개인별 특화 기능

BizMicro Cowork는 PIN, Mention, Favorite 등의
개인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채팅별 공지사항
PIN

- 타인의 언급사항
Mention

- 즐겨찾기
Favorite

- 채팅별 게시글
Blog



3.3 강력한 검색기능

BizMicro Cowork는 단순 메시지 검색만이 아닌
채팅방별 파일, 게시글, 조직도 검색을 제공합니다.

- 채팅별멘션검색

- 채팅별즐겨찾기
검색

- 채팅별블로그
검색

- 채팅별파일검색

- 채팅별 PIN검색

- 조직도검색등



3.4 개인 알림 기능

BizMicro Cowork는 개인화 기능을 통해
개인별 현재 상태들을 제공합니다.

- 최근 즐겨찾기

- 내접속 상태

- 핀 개수

- 타인 멘션 언급
내용

- 최신 파일 등록
정보

- 최신 블로그
게시글



3.5 멀티 파일 및 멀티 이미지 업로드

BizMicro Cowork는 Drag & Drop을 통해
멀티 파일 및 이미지를 업로드 합니다.

- 멀티 이미지
미리보기

- 멀티 이미지
업로드

- 멀티 파일 업로드



3.6 개인 서비스 연동 기능

BizMicro Cowork는 이메일, Todo, 일정 등
개인화 서비스들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 ToDo

- 일정관리

- 개인 파일함 등



3.7 외부 레거시 연동 기능

BizMicro Cowork는 Bot Message를 통해
모바일 및 PC등에서 통합 알림센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외부 많이
사용하는
레거시를
연동하여 Quick
Link로 활용 가능

- 3rd Party SW
연계 가능



3.8 디지털 비서 및 통합알림센터

BizMicro Cowork는 많이 사용하는
외부 레거시 서비스들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지정
메시지 및 알림
제공

- 시간별 알림센터
기능 제공

- 모바일, PC,
웹환경 동일 지원



3.9 GIS 연계 기능

BizMicro Cowork는 GIS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동선 추적
(보안환경 내에서)

- 지정 위치내 사용자 정보
확인 기능 제공



3.10 타임라인 서비스와 연계 기능

BizMicro Cowork는 타임라인 서비스와 연계하여
주간 보고서 작성, 회의록 기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메신저에 입력된
명령에 따라
회의록 기록 기능
제공

- 주간보고서 입력
기능 제공

/주간보고개발일정1개발2



3.11 상담사 전용 메신저 기능

BizMicro Cowork는 콜센터 및 상담사를 위한
상담전용의 멀티 채팅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멀티 채팅 기반의
서비스

- 최근 입력된
순서를 통한 자동
정렬

- Drag & Drop을
통한 채팅 서비스
이동



04.모바일 주요기능

4.1 Channel 및 DM

4.2 PIN, Mention, Favorite 개인별 특화 기능

4.3 강력한 검색기능

4.4 모바일 오피스 기능

4.5 외부 보안을 위한 워터마크 기능



4.1 Channel 및 DM

BizMicro Cowork는 모바일도 PC와 동일한
채널 및 개인 메시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 1 : 1 대화 제공
- 1 : N 대화 제공
- 구성원 검색 기능
- 채팅방 검색기능
- 채팅방 정렬기능
- 안읽음 메시지보

기



4.2 PIN, Mention, Favorite 개인별 특화 기능

BizMicro Cowork는 PIN, Mention, Favorite 등의
PC와 동일한 개인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채팅별 공지사항 PIN

- 타인의 언급사항 Mention

- 즐겨찾기 Favorite

- 채팅별 게시글 Blog

- 채널별 파일 조회

- 채널 대화 검색

- 채널 데이터 통합 검색



4.3 강력한 검색기능

BizMicro Cowork의 모바일은
모바일 권한에 따른 검색을 제공합니다.

- 채팅별멘션검색

- 채팅별즐겨찾기검색

- 채팅별블로그검색

- 채팅별파일검색

- 채팅별 PIN검색

- 조직도검색등



4.4 모바일 오피스 기능

BizMicro Cowork의 모바일은
할일, 일정, 메일, 전자결재, 회의실예약 등을
제공합니다.

- 모바일할일(toDO)

- 모바일일정(Schedule)

- 모바일메일

- 전자결재

- 회의실예약



4.5 외부 보안을 위한 워터마크 기능

BizMicro Cowork의 모바일은 파일이나 이미지 조회시
파일을 메모리에 로딩 후, 워터마크 및 배경저장을
제한합니다.

- 워터마크자동삽입

- 파일메모리로딩
(별도공간에저장하지않음)

- DRM존재시 DRM과연계한
보안뷰어기능제공
(커스터마이징가능)



05.동화상 서비스

5.1 BizRC-Multichannel(원격제어)

5.2 BizRC-LiveMeeting(화상회의)

5.3 BizRC-LiveStreaming(실시간스트리밍)



5.1 BizRC-MultiChannel – 기본 기능

BizRC는 다중채널, 파일공유, 화면판서, 녹화 기능 등
원격 제어에 대한 최적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직관적인
다채널 인터페이스

손쉬운 파일 공유
Drag&Drop 인터페이스

다양한 그리기 기능

MPEG/JPEG 등
화면 녹화 및 캡쳐 기능

화면 분할 및 다중화면
선택 기능



5.1 BizRC-MultiChannel – 다채널 분할 원격제어 기능

BizRC는 동시에 4채널 부터 32채널까지
다채널 분할 원격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 최대 16채널까지 다채널 분할 기능

- 동시에 접근 제어 해야하는 원격 PC 환경을 미리 등록하여 기록 가능

- 개별 제어 기능 가능

- 동시에 다채널간 파일 공유 기능

- 다중 접속 후 다채널 제어 기능



5.1 BizRC-MultiChannel – 조직별 사용자 초대 기능

BizRC는 HR 조직도와 연계하여
Private 사용자 초대 기능을 제공합니다.

- 부서별 초대 등 기업에 특화된
기능

- 개별 초대 기능 및 다중 선택
채널 초대 기능

- 사용자 및 조직도 검색 기능

- 사용자 및 특정 조직 초대
기능



5.1 BizRC-MultiChannel – 파일 전송 및 공유 기능

BizRC는 파일전송, 파일 공유 기능 등
다양한 파일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 다채널 파일 공유 기능

- Drag & Drop 인터페이스

- 외부 레거시와 연계하여 파일
공유 기능(커스터마이징 사항)



5.1 BizRC-MultiChannel – 화면 그리기

BizRC는 펜기능, 화면 블러처리 등
다양한 그리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 펜, 형광펜 등 다양한 그리기
기능

- 윈도우 기본 팔렛트 부터
다양한 색상 선택 기능

- 개별 및 전체 판서 지우개
기능

- 판서 녹화 기능 및 스크린샷
캡쳐 기능



5.1 BizRC-MultiChannel – 멀티 화면 및 다양한 해상도 지원

BizRC는 멀티 화면 구성 및
다양한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 화면 분할 및 통합 기능

- 다중 화면 개별 윈도우 편집
기능

- Full HD 및 Wide Screen까지
다해상도 지원 기능

- 다중 화면 멀티 윈도우 표출
기능



5.1 BizRC-MultiChannel – 녹화 및 캡쳐

BizRC는 원격 제어 사항을 녹화하여
녹화 및 캡쳐 기능을 지원합니다.

- MPEG 화면 녹화 기능

- JPEG 화면 캡쳐 기능

- 그리기 저장 기능



5.1 BizRC-MultiChannel –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

BizRC는 사용자 환경에 맞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커스터마이징 예시(제조사 S)



5.2 BizRC-LiveMeeting – 채팅과 연계한 원격화상회의

BizRC는 BizMicro Cowork와 연계하여
원격 회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Docker를 통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형태 적용
가능

- 미리 서비스 방을 만들고
추가할 수 있는 기능
제공(서비스 지연 최소화를
위해)

- 회의 히스토리 관리

- 전체 현황 조회

- Web 서비스 기반 원격 회의
(별도의 설치 Client 필요 없음)

- 회의 시간을 시간 단위로 제어
가능



5.2 BizRC-LiveMeeting – 대규모 동접 서비스 제공

BizRC는 타사 제품 대비 서버 환경에 따라(4core 8Gb
기준)

최대 20명 이상의 원격 회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버 용량에 따라 대규모 동접
서비스 제공

- VDI(Virtual Desktop Interface)
환경 지원



5.2 BizRC-LiveMeeting – 다양한 환경 지원

BizRC는 개인 PC화면, 발표 공유자료, 웹캠 등
다양한 원격 공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서버 용량에 따라 대규모 동접
서비스 제공

- 발표 자료 공유 기능 제공

- 개인 PC화면, 캠영상 지원



5.2 BizRC-LiveMeeting – 운영 모니터링 환경

BizRC는 운영자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을 지원합니다.

- 실제 상태화면 조회

- Idle 형태의 서버 환경 자동
리셋 기능 제공

- 접속자 정보 확인 기능

- 접속자 수 확인 기능 제공



5.3 BizRC-LiveStream –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BizRC는 실시간 방송을 위해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 RTSP, RTMP, HLS 등 프로토콜
지원

- HTML5기반의 플레이어 지원

- 동시에 다채널간 영상 송출
제공



5.3 BizRC-LiveStream –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BizRC는 해상도에 따라
다양한 포멧을 영상 Scale을 지원합니다.

- 입력 동영상 H.263, H.264,
MPEG, MPEG4, FLV, MOV 등
제공

- 입력과 함께 믹서와 블랜더를
통한 합성 기능 제공

- 실시간 송출 기능 제공



5.3 BizRC-LiveStream – 네트워크 속도 관리

BizRC는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
최적의 전송 속도를 자동으로 변환하여 지원합니다.

- Multicast Streaming 지원

- 대역폭에 따른 해상도 및 Bit
Rate 자동변환



5.3 BizRC-LiveStream – 네트워크 속도 관리

BizRC는 BizMicro Live와 연계하여
VOD 서비스를 위한 스케줄러 기능을 지원합니다.

- 동영상 재생시간에 따른 VOD
서비스 스케줄러 제공

- 사용자 재생시간 관리 기능
제공



5.3 BizRC-LiveStream – 송출 클라이언트

BizRC는 방송화면, 디스플레이, 카메라, 미디어 등
다양한 실시간 방송을 위한 클라이언트를 제공합니다.

- 타 VOD 화면 송출

- 디스플레이 화면 송출

- 실시간 카메라 송출

- 다른 미디어 송출



06.구축 사례

6.1 제조사 S 협업시스템



6.1 구축사례 – 제조사 S 협업 플랫폼

제조사 S의 협업시스템은
25,000명의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
ticle_no=2020101302109932781002&
ref=naver

https://www.etnews.com/202010130001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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