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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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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업무 지식 관리 필요성

2.1 업무 지식관리 구축 배경

2.2 구축 목적 및 효과



2.1 업무 지식관리 구축 배경

외부
트랜드

업무지식 (표준/업무지식) 인공지능학습 대상
업무지식 조각화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지식 DB구축 방향

고전적인 표준, 정적인 업무지식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일어나는 현상, 이슈를 반영한 新 지식네트워크 구축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이 일상에서 빠르게
실용화되면서 이벤트-드리븐 에 집중
( 발생하는 일을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 )

체계화된 지식의 공유/활용

효율적인 업무지식 창출

업무지식기반의
일하는 환경 지원

1

2

3

사내 업무 지식/정보의 분산과 현행화 미흡 및 비 체계적인 관리로 인한
신속한 서비스에 의한 업무수행 및 기업 경쟁력 약화

내부
현황

업무매뉴얼,영엄점 양식, 약관, 사규, 규정/지침, 업무참고자료를
통합한 업무환경 구축

파일로 관리되는 업무지식을 업무수행 활용에 어려움으로 인해 1)
업무의 균등한 품질 확보가 어렵고, 2) 신규 업무에 대한 적응
Speed도 저하됨.

업무지식을 창출함에 있어 편하고, 빠르고 , 간소화된 업무지식
관리환경 및 신속한 업무지원 환경 필요



2.2 구축 목적 및 효과

방향성방향성

핵심 과제핵심 과제
성공 핵심 요소성공 핵심 요소

1
사용자 중심의 업무 지식

공유/활용 환경 구축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지식 관리 환경 구축

3
업무변화대응이 용이한

업무지원 환경 구축

01
• 표준화된 업무지식 기반의

• 일하는 업무환경 구축

02
• 효율적인 업무수행 지원에 특화된

• 업무지식 생태계 조성

03
• 변화관리 및 확장이 용이한

• 업무지식 관리환경 구축

업무지식활용기반의
효율적인업무처리지원

사용자경험기반의
가독성/편의성을고려한 UI/UX 설계

업무지식통합환경구축

업무계시스템연계
업무지식활용다각화

향후환경변화에따른
유연한대응환경

업무활용 중심의 업무매뉴얼 시스템 구축

“업무역량 강화 및 고객신뢰도 향상”



03.솔루션 특장점

3.1 차별화 포인트

3.2 제품 비교

3.3 SW Architecture

3.4 기대효과



3.1 차별화 포인트

차별화
Point

최신IT
트랜드적용

실시간
대응

차별화
UX

통합지식
공유채널

프로세스
간소화

상호작용
지식네트워크

강력한新업무정보전달환경구축

• 배포/구독을통한업무지식공유

-메일환경과유사

최신기술적용

최신IT기술을접목한차별화UX 사용자중심의일원화된통합맞춤정보공유채널

업무지식프로세스간소화

상호작용이가능한개선된지식네트워크

• 단순업무지식등록,검색

-사용자직접검색

• 키워드분류체계지원

• 키워드(업무,현상,이슈등)중심업무지식연계

차별화

공통 • 업무지식간연계,전산단말코드지식연계

• 업무상발생되는모든업무지식은사용자별

타임라인실시간공유

• 업무포털접점

• 웹소켓을활용한실시간환경

(vert.x , React등)

• 향후인공지능(AI), BigData연계용이

• http지원 ( request, response )

• One-stop편집환경지원 (공통지원)

• 웹에디터이외풍부한저작도구지원

(이미지슬라이드, flow차트,동영상등)

• 고객사특화된저작도구 addon

• 웹에디터를활용한편집환경지원

• 신·구조문대비표자동추출및 편집기능

• 맞춤형제 ·개정알림

차별화

공통

차별화

공통

차별화

공통

차별화

공통

차별화

공통 • 조문대비표작성,변경사항메모



기능
BizMicro-Helper 타사 제품

구분 상세 기능

포탈
프레임

워크

멀티포탈 ○ ○

개인포탈 ○ ○

Rest API ○ ○

확장 개발 편의성 Rest API 활용 (MAS 아키텍처) △ (패키지 종속)

포털 UI

시스템 디자인 스킨 ○ ○

포틀릿 UI 스킨 ○ ○

화면 UI 구조변경 ○ △ (패키지 종속)

반응형 지원 ○ ○

알림
알림방식 ○ (socket 방식의 실시간 알림) ○ ( 폴링방식 )

긴급알림 팝업 ○ ( 실시간 팝업 알림 ) X

소통환경
타임라인 ○ ( 실시간 정보 제공 ) X

DM 메시지 ○ ( 실시간 정보 제공 ) X

매뉴얼

카테고리

카테고리관리 ○ ○

카테고리 메뉴 분리 기능 ○ X

매뉴얼

작성

목차관리 O O

규정/지침 목차 O X

Tab형 작성도구 O X

Q&A형 작성도구 O X

Video 삽입도구 O X

링크 목차 도구 O △ ( 공통 목차만 적용 가능 )

3.2 제품 비교



기능
BizMicro-Helper 타사 제품

구분 상세 기능

편집
작성 방법

목차, 작성, 링크연결 등 단일 페이지에서
작성

(미리보기 필요없이 동일한 화면에서 작성)

목차생성후 에디터로만 작성

(미리보기를 확인해야 정상 확인 가능)

비교작성 O X

지식연결

단말 시스템 화면 연결 기능 O O

목차단위 화면 연결 O X

목차별 키워드 연결 O X

에디터내 지식연결 O O

상품비교
상품비교 항목 정의 O O ( 적용 템플릿에서만 작성 가능)

매뉴얼 유형 설정 기능 O X ( 적용 템플릿 개발)

조문 대비표 조문대비표 자동 추출 O X

매뉴얼

조회

리스트형 목록 O X

카드형 목록 O O

비교보기 O △ ( HTML 소스까지 비교 정상적인 비교가 안됨 )

신구 조문대비 O X

조회 히스토리 O X

모아보기 O (제한없음 ) O (갯수제한)

일반지식
게시판 관리 O O

블로그형 게시판 O X

3.2 제품 비교



3.3 SW Architecture

BizMicro Cowork는 Cloud Native Application으로
Micro Service Architecture를 지향합니다.

■ 기능 특징

•유연한 개발 및 배포 기술 적용 가능
•무 정지 시스템 배포 가능
•시스템을 모듈별로 나눠서 적용할 수 있는 배포 기술
•강력한 멀티 태너시 기능 제공

■ 주요기능

•통합 메시지, 메시징 라우터, 게시물, 파일, 계정, PUSH 메시지, 권한,

인증, API, 로그 관리 지원

•지원 DBMS는 상용부터 오픈소스 DB 지원



업무
활동

규정/지침업무
지식

사규 약관 업무 가이드

업무 매뉴얼 양서식 Q&A FAQ

업무매뉴얼시스템

3.업무지식기반의업무환경지원1.강력한실시간정보공유환경마련 2.사용자중심의맞춤형정보제공

발행/구독 (Pub/Sub)

업무지식정보관리
시스템

구독규칙

배포

작성자가

카테고리는

글제목이

해시태그가
개별
구독자

규칙설정

사번이

검증/검토

지식소비자

지식
생산자

유관부서

③배포(알림 )

④업무매뉴얼반영

⑤업무에적용① 업무변경에 따른 지식 생산
(업무매뉴얼/지침/규정 변경)

②검토의뢰

⑥업무문의
(문제해결)

④변경에대한업무영향도파악

You

개인업무중심의실시간맞춤정보전달
일원화된단일채널제공

지식
생산자

개인타임라인

변경

업무계시스템(전산단말)과
연계해 One-Stop업무처리

지식네트워크

Identity
(업무식별 )

업무에맞는
종합정보

3.4 기대효과



04.솔루션 주요 기능

4.1 업무매뉴얼 시스템 (사용자)

4.2 업무매뉴얼 지식 관리 (지식관리자)



4.1 업무매뉴얼 시스템 (사용자)

최신의 UI/UX가 적용된 최적화된 업무지식 포털을 제공합니다.

해상도에따라화면 UI가변경
(반응형웹지원)

관리자포털

영업점포털 상담사포털

사용자별권한및역할에맞는
목적별포털환경지원



4.1 업무매뉴얼 시스템 (사용자)

사용자별 최신 맞춤형 업무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유형별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매뉴얼
제정정보

매뉴얼
개정정보

업무지식
Q&A..등

사용자별 맞춤형 실시간 정보
제공

• 정보 유형에 따라 (매뉴얼 제·개정 , 업무지식,
Q&A , 외부 알림 정보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개별 타임라인을
제공합니다.

효율적인 검색 환경 지원

• 최근글 , 읽음글 , 읽지 않은 글 , 즐겨찾기 글
검색

• 읽음 처리 : 업무정보 지식 읽음 처리를 통해
타임라인에 업무정보를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 즐겨찾기 : 필수 업무정보를 개인별로
스크랩해 지속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보기 : 필요 업무 정보의 재 알림
기능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습니다.
- 30분 뒤 보기, 1시간 뒤 보기, 2시간 뒤
보기 , 내일보기 등



4.1 업무매뉴얼 시스템 (사용자)

업무지식을 효과적으로 검색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업무지식 제공합니다.

• 전체 업무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하기 좋은 형태의 목록 제공

• 한번에 많은 콘텐츠 접근이 용이하며 , 모아보기 , 비교
기능을 활용하기 좋은 형태의 리스트를 제공함.

• 사용자가 가장 익숙한 형태의 목록 형태, 검색 시 효율적임.

• 최신 순, 변경 순 , 분류 별, 직무분류, 키워드 등 다양한
형태의 검색 기능을 제공함.



4.1 업무매뉴얼 시스템 (사용자)

비동기 아키덱처 기반의 대용량의 콘텐츠를 Single Page 종합지식으로
구성

효율적인 업무지원 종합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비동기 아키텍처 환경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

• 대용량 조회 데이터를 비동기 기반의
아키텍처 환경을 통해 사용자에게 2초 내로
보여주는 고성능 조회 환경을 제공함.

Single Page 종합지식 구성

• Quick 링크, 본문내 링크를 통해 해당
종합지식 화면에서 다른 유관 업무지식을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링크
기능을 제공함.



4.1 업무매뉴얼 시스템 (사용자)

다양한 형태의 업무지식별 조회화면을
쉽게 구성하고 검색 할 수 있는 조회화면을 제공합니다.

• 법령( 편, 장, 절, 관 , 조 ,항 등..) 의 구성요소를 효과적으로
조회 할 수 있는 화면 제공

• 목차바로 가기 기능을 통해 빠르게 해당 조문 검색 가능

• 종합지식 형태의 업무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트리형 목차 기능을 통해 콘텐츠 그룹핑 하거나 모듈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단위지식링크



4.1 업무매뉴얼 시스템 (사용자)

다양한 형태의 업무지식 유형을 효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업무지식 내 유형별 탭 기능을 제공합니다.

탭 기능

• 한 페이지로 구성하기 힘든 업무지식을 유형
및 용도에 맞는 콘텐츠 구성을 위해 탭
기능을 제공함.

• FAQ 유형 : 질의 용도의 콘텐츠 유형을
게시할 수 있는 페이지 탭 기능

• 업무 프로세스 탭 : 업무 프로세스 형식의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는 탭 기능

• 전산 매뉴얼 : 전산 처리를 위한 콘텐츠 형식
구성

탭기능



4.1 업무매뉴얼 시스템 (사용자)

업무에 필요한 최신의 정보를 활용 오류 없는 업무 처리를 위한
내용비교 , 신구 조문대비표 자동 추출 기능을 제공합니다.

• 특정한 이전 버전과 현재 버전의 업무지식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 변경된 조문을 자동으로 출해 이전 버전과 현재 버전 간의
조문을 자동을 추출, 변경된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환경 제공



4.1 업무매뉴얼 시스템 (사용자)

업무에 필요한 궁금증(질문), 제공정보의 오류를 등을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업무 Q&A기능을 제공합니다.

• 제공하는 업무지식 정보 오류 및 궁금을 해소하기 위한
실시간 문의기능을 제공

• 답변자(담당자) 및 다수의 답변자 설정 기능 제공

• 문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타임라인과 알림을 통해
확인 가능

• 타임라인에서 해당 질의 내용, 질의 콘텐츠 정보를
확인하고 답변을 처리할 수 있는 Q&A 환경을 제공함



4.1 업무매뉴얼 시스템 (사용자)

보유중인 상품정보를 한 눈에 조회 가능한 상품관을 제공하며
상품 비교항목이 동일한 상품간 비교기능을 제공합니다.

상품관 제공

• 모든 판매 금융상품을 관리하고 판매중지된
상품 검색 기능 및 상품 비교 기능을 제공함.

• 상품매뉴얼 작성 시 상품 비교항목 템플릿
추가 가능을 제공하며 동일한 상품 템플릿
간의 항목 비교 기능을 제공함.

# 판매중인 상품 필터

# 상품비교 기능



4.1 업무매뉴얼 시스템 (사용자)

전문가 그룹, 전문가와의 실시간 소통환경을 통해
신속하게 업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Direct Message 제공합니다.

실시간 소통 환경 제공

• 메신저와 유사한 형태의 DM 채널을
제공하며,
미리 정의된 전문자그룹, 전문가에게
실시간으로 문의 할 수 있는 소통 환경 지원

• 전체 사용자/ 그룹 등 특정 집단의 공지성
정보 공유 환경 제공 ( 전체 공지 )

시스템간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업무효율화 환경 구축

• 단순 메신저 이외에 업무 효율화 지원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및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지원 가능

• 자주 질의하는 질문에 대한 FAQ 형태 변환
및 FAQ 시스템 등재기능 제공

• 히스토리 지속적인 유지 가능

• 업무계 시스템과의 연계 활용이 용이한
시스템간 느슨한 결합의 인터페이스 환경
지원



4.1 업무매뉴얼 시스템 (사용자)

실시간 공지기능을 통해 중요 정보를 신속하게 사내 직원들과 공유 할 수
있는

강력한 정보 공유 환경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정보공유 환경 제공

• 사용자 Event 없이도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
발행자의 의도에 따라 실시간으로 긴급 공지
/ 정보 공유를 위한 실시간 팝업 기능을
제공함

• 어느 페이지에 사용자가 있더라도 모든
사용자가 공유 가능한 형태의 Pop 페이지를
제공함.

자동팝업



4.1 업무매뉴얼 시스템 (사용자)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업무지식관리를 위한
업무지식 관리환경을 제공합니다.

• 공지, 약관, 구비서류, 유관지식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게시판 관리 기능을 제공함.

• 뉴스, 업무지식 , 경험지식 등 소통과 업무 활용을 위한
고품질의 콘텐츠를 편리한 저작환경을 통해 업무지식을
등재 관리할 수 있는 지식 환경 제공



4.1 업무매뉴얼 시스템 (사용자)

One-Click으로 다양한 형태의 저작도구를 활용
고품질의 콘텐츠 작성을 위한 BizMicro-RichEditor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저작도구 제공

• 편집도구 : 2단, 3단, 4단 등 다양한 형태의
편집도구를 제공함

• 저작도구
1. 에디터 : 일반 웹에이터 작성 도구
2. 이미지 슬라아드 : 이미지형태의 콘텐츠를
보여주는 도구
3. 비디오 : 동영상 링크를 활용해 콘텐츠 내
동영상 미디어 삽입 기능
4. Linker : 본문내 다른 콘텐츠 정보 삽입
기능
5. Index : 목차 기능 ( 위키 )

강력한 저작도구

One Click컴포넌트추가

발행 기능

• 콘텐츠를 작성 후 발행대상을 선택해 해당
업무지식 정보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발행
하는 기능을 제공해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함.



4.1 업무매뉴얼 시스템 (사용자)

최신IT기술을 적용한 UI/UX가 적용된 다양한 형태의 저작도구를 활용
고품질의 콘텐츠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 업무지식 조각화해 해당 지식을 다른 지식의 참조 및 검색
엔진을 활용한 외부 정보 제공 시 전문이 아닌 모듈단위의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 위키 목차를 작성해 공동으로 편집, 집단지성을 활용한
업무지식 축적 환경 지원 (위키백과, 나무위키 등) 
용어사전 등

업무지식구조



4.1 업무매뉴얼 시스템 (사용자)

최신IT기술을 적용한 UI/UX가 적용된 다양한 형태의 저작도구를 활용
고품질의 콘텐츠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 복수개의 이미지를 콘텐츠에 삽입 조회 시 다양한 형태의
조회화면을 구성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

• 업무지식 콘텐츠 내 동영상을 삽입하는 기능
(외부 동영상 링크 삽입 시 재생 )



4.1 업무매뉴얼 시스템 (사용자)

최신IT기술을 적용한 UI/UX가 적용된 다양한 형태의 저작도구를 활용
고품질의 콘텐츠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 주요 안건을 선정하고, 해당 안건 별 업무 담당자를 선정해
협업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다른 업무 지식을 연결하는 기능



4.1 업무매뉴얼 시스템 (사용자)

실시간 공지기능을 통해 중요 정보를 신속하게 사내 직원들과 공유 할 수
있는

강력한 정보 공유 환경을 제공합니다.

업무 지식 구독 기능

• 무분별한 업무지식의 제공은 사용자의 정보
수집에 있어 업무 피로도를 높이는 요소이며
이런 업무 비효율화 환경을 제거하기 위해
구독 환경을 제공함.

• 구독 규칙 설정 기능
(메일과 필터 기능과 유사한 기능)

- 구독카테고리 구성 기능
- 카테고리별 구독 규칙 적용 기능
- 구독 규칙 관리 기능

• 구독카테고리
설정환경

• 구독규칙설정
작성자 :홍길동
카테고리 :사규
제목 :복지
본문내용 :휴가
등....

• 규칙관리

업무지식
창출

구독

규칙

구독
Agent



04.솔루션 주요 기능

4.1 업무매뉴얼 시스템 (사용자)

4.2 업무매뉴얼 지식 관리 (지식관리자)



4.2 업무매뉴얼 지식 관리 (지식관리자)

업무매뉴얼을 쉽고 가독성 높은 형태로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효율적인 등재 프로세스

• 분류체계 구성 기능 제공
- 이동, 추가 , 변경 , 삭제를
드레그앤드롭으로 쉽고 빠르게 변경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 다양하고 풍부한 저작환경을 지원

• 직관적인 작성 환경

• 다양한 저작도구 지원

• 업무 지식 메타 관리

• 풍부한 저작 옵션
- 관련매뉴얼
- 관련 지식 연결
- 단말연계 (업무계APP) 연계

• 상품비교 정보 관리



4.2 업무매뉴얼 지식 관리 (지식관리자)

업무매뉴얼을 쉽고 가독성 높은 형태로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업무 지식 분류체계 관리

• 업무지식 분류체계 추가, 수정, 삭제 이동
기능을 제공함

• 생성된 분류체계는 별도의 메뉴 설정 없이
바로 사용자 메뉴에 적용

• 통합 업무지식분류체계를 분리해 별도의
메뉴로 분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분류체계별 권한 설정 기능 제공
- 부서, 그룹 등.

• 권한 하위 상속 기능 제공

• 카테고리 분류 표시 여부 설정 기능 제공

Drag&Drop

통합 카테고리



4.2 업무매뉴얼 지식 관리 (지식관리자)

업무매뉴얼을 쉽고 가독성 높은 형태로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매뉴얼 기본정보 관리

• 카테고리 관리

• 매뉴얼 기본 정보 관리
- 담당자 관리
- 배포일 : 배포일 기준으로 사용자에게
서비스
- 만료일 : 만료일 기준 사용자 표시 하지
않음
- 화면표시 : 화면 표시 여부
- 버전 : 버전 관리
- 매뉴얼 유형 : 상품매뉴얼 유형 관리 기능
- 매뉴얼 수정 이력: 변경에 대한 수정
이력관리
(수정 시 마다 작성 필수)

• 권한관리 : 매뉴얼 권한 관리 기능

• 수정: 기본정보 수정 기능

• 새 버전 : 신규버전 업 기능

• 초기화 : 매뉴얼 초기화 기능



4.2 업무매뉴얼 지식 관리 (지식관리자)

업무매뉴얼을 쉽고 가독성 높은 형태로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신구 조문대비표 작성

• 변경된 조문을 자동을 추출한 내용을 직접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4.2 업무매뉴얼 지식 관리 (지식관리자)

업무매뉴얼을 쉽고 가독성 높은 형태로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매뉴얼 작성 기능

• 탭 추가 기능
- 상단 탭 +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콘텐츠를 작성할 수 있는 탭 환경을 제공함.

• 저작도구
- 저작도구 클릭 시 해당 저작도구가 콘텐츠
내 삽입 됨.

• 저작도구 종류
- 에디터 : 일반 에디터
- 일반 목차 : 제목 + 콘텐츠 형태
- 관련 목차 : 다른 업무지식내 목차를
참조해 본문에 삽입하는 저작도구
(제목만 수정 가능)
- 조문 목차 : 법령(규정/지침) 형태의 조문을
작성 저작 도구
- 제목 목차 : 제목만 작성하는 저작도구
- Tab : tab 형태의 목차 작성 도구
- Q&A : Q&A 형태의 콘텐츠 작성도구
- Video : 동영상 삽입
- GG-Editor : 프로세스 도식화 작성도구
등등

• 저작도구 추가 개발을 위한 확장성 높은
인터페이스 제공
(고객사 요구사항에 맞춰 별도의 컴포넌트
제작 가능)



4.2 업무매뉴얼 지식 관리 (지식관리자)

업무매뉴얼을 쉽고 가독성 높은 형태로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4.2 업무매뉴얼 지식 관리 (지식관리자)

업무매뉴얼을 쉽고 가독성 높은 형태로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 업무 프로세스를 작성하기 위한 저작도구 제공 • 프로세스 노드별 링크
- 업무 바로가기 기능

[ 업무처리흐름도 작성 화면 ]

저장
흐름도
Link로
연결



4.2 업무매뉴얼 지식 관리 (지식관리자)

업무매뉴얼을 쉽고 가독성 높은 형태로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 목차 내용의 키워드추출 버튼을 클릭하면 키워드를
추출하며 , 키워드 카테고리와 비교해 해당 키워드
카테고리를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함.

• 목차 단위로 해당 업무계 시스템 연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단말연계 기능을 제공함.



4.2 업무매뉴얼 지식 관리 (지식관리자)

업무매뉴얼을 쉽고 가독성 높은 형태로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부가 옵션 기능

• 매뉴얼 연결 기능 : 관련 매뉴얼을 Quick
링크로 연결하는 기능

• 관련 지식 연결 기능 : 관련 지식을 Quick
링크로 연결하는 기능

• 단말 연계 기능 : 관련 단말 (업무계)
시스템과 연결 하는 기능



4.2 업무매뉴얼 지식 관리 (지식관리자)

다양한 사용자 요구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시스템 관리도구를 제공합니다.

시스템 관리자 기능

• 메뉴관리
- 시스템 메뉴 관리 기능

• 접근보안관리
- 부서, 직책, 그룹 등 다양한 형태의 권한
관리

• 계정관리
- 사용자 , 부서, 가상그룹, 직위, 직책 등

• 앱 관리
- 업무지식 시스템 App 관리

• 분류체계
- 지식분류체계 관리

• 알림 센터

• 공통코드

• 업무 게시판 관리

• 이용현황 모니터링

• 전산단말 메타 관라

• 메뉴 체계 관리

• 메뉴별 보안관리

• 메뉴 페이지관리

• 메뉴 앱 관리

메뉴 관리

• 사용자 관리

• 부서관리

• 가상 그룹

• 직위관리

• 직책관리

• 직급관리

계정관리

• 분류체계 관리

분류 관리

• 업무 게시판 관리

• 컴포넌트 관리

• 시스템 필드관리

• 옵션관리

• API 관리

• 빌더 스타일 관리

업무 게시판 관리

• 기간별, 사용자, 소속부점별

등으로 이용현황 통계

• 오류 / 개선 요청 현황

• DT추진팀(본점관리팀) 등의

등록자별 게시물 통계

이용현황 모니터링접근 보안 관리

• 부서,그룹, 직위,직책,사용자

등다양한보안유형지원

• 메뉴,페이지,앱,위젯,게시판,

콘텐츠등세분화된보안체계

지원

• 앱 카테고리 관리

• 앱 등록관리

• 앱 별 보안관리

• 앱 버전관리

앱 관리

알림센터

공통코드 관리

프로세스 관리

전산 단말 메타 관리



05.솔루션 활용



5. 솔루션 활용

BIZMICRO-Helper은 업무계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맞춤형 매뉴얼 정보를 제공합니다.

BIZMICRO-HELPER

APP
콘텐츠
연계

업무계단말시스템

☞화면코드기반의지식네트워크를통해원하는업무지식정보를빠르게검색할수있는환경구축



5. 솔루션 활용

BIZMICRO-Helper은 키워드 카테고리를 통해 최적화된 검색 환경을
지원합니다.

STEP01.
계좌개설

STEP02.
공동인증서발급/등록

STEP03.
해외주식거래신청

STEP04.
투자자금입금

STEP05.
환전신청

 해외주식이용안내

1. 계좌개설

2. 공동인증서발급/등록

3. 해외주식거래신청

4. 투자자금입금

5. 환전신청

계좌개설절차

공동인증서

1.공동인증서개용

2.공동인증서종류및수수료

3.인증서발급/재발급절차

해외주식거래신청방법

투자자금

환전신청

프로세스 키워드(업무) 카테고리 업무지식 연결 검색 결과

1.계좌개설절차

2.공동인증서 >인증서발급/재발급

3.해외주식거래신청방법

4.투자자금매뉴얼

5.환전신청

검색결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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