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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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이미지

2.2 특장점

2.3 기대효과



2.1 목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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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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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솔루션 특장점

BizMicro는 “통합, 편의, 확장”의 초점을 맞춘
Modern Application을 지향합니다.

지능형 정보 큐레이션 서비스

- 단위 업무 시스템 ,프로세스, 정보 통합 기반의 개별 업무 맞춤 정보 서비스
- 통합 알림 센터
- App Store 환경 지원 (단위 시스템 통합 환경 제공)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 고품질의 콘텐츠 작성을 지원하는 Rich Editor 제공
-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업무공간 제공 (협업환경)
- 개인화된 포털 구성 기능

변화 및 확장에 용의한 우수한 관리 기능

정보와
시스템통합
(post-portal)

사용자
활용 및 편의

(Usability)

관리 및
확장 용의
(Sca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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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기대 효과

“단순 채널통합” 역할에치중

 단순 업무채널의 통합 역할에 치중

 개인역량별 업무수행 시 필요한 시스템 활용성 상이 (상급자

또는 본인의 경험과 교육에 의존해 시스템 활용)

 구축당시 계획된 일반화된 정보 전달에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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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큐레이터” 역할

 맞춤형 정보와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개별 업무 포털 구성 서비스 제공

(공통업무 + 개인 업무, 성향에 맞게 재구성)

 고품질의 콘텐츠를 생산부터 공유/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사용자 중심의 일하는 방식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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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zMicro_Portal은 현실업무와 똑같은
새롭고 편리한 가상 업무환경을 경험하게 합니다.



03.솔루션 주요기능
3.1 PORTAL

3.2 App Store

3.3 업무 카드

3.4 업무 빌더

3.5 Rich Editor

3.6 Workflow

3.7 실시간 알림

3.8 관리자



3.1 BizMicro Portal

메뉴구성하기

STEP 1

메뉴별 App 구성

STEP 2

포털서비스구성

STEP 3

개인화포털

STEP 4

상세업무추가

STEP 5

AppStore 포털 구성관리

전사/개인포털구성

공통 업무

업무 지원

HOME

업무 정보

소통 공간

가계여신 취급업무

여신 삼당 및 취급

여신-개인심사 시스템

양·서식 시스템 (대출신청서)

대출 신청

안내장 시스템

E-mail 발송시스템

규정/지침 시스템(업무지침)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약관/상품설명서 시스템

통합 단말 시스템

공
통
메
뉴

개
인
업
무

공통업무메뉴

BizMicro 포털은
사용자 업무에 최적화된 포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3.1 BizMicro Portal

BizMicro 포털은
사용자 업무에 최적화된 포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 기능 특징

• 다양한 위젯을 통해 맞춤형 포털을 구성할 수 있음
• 위젯의 위치 설정 기능을 통해 변화 관리가 용이하며,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는 포털 환경을 지원함.

■ 주요기능

• 사용자, 부서 , 직위 , 그룹등 다양한 보안롤에 따라 세분화된 접근

권한을 제어 할 수 있음

“보안등급 & 계정(사용자, 조직)” 조건 구성으로
메뉴 및 문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제어

포탈

메뉴

콘텐츠

카드

사용자

부서

그룹

직위

혼합적용
(OR)



3.1 BizMicro Portal

BizMicro 포털은
개인화 포털 및 대시보드 포털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 기능 특징

• 개인 업무 특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정보, 대시보드 등을 개인이 직접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인화 환경을 지원합니다.

■ 주요기능

• 대시보드/NOTICE 와 같은 형태의 Full Screen형태의 포털을 제공함

( 사내 공지, 모니터링, 식단 등을 모니터, TV 매체를 통해 제공 가능 )



3.2 BizMicro Portal > App Store

BizMicro Store는
업무에 필요한 App 관리환경을 지원합니다.

1

App 개발/등록 권한 설정 배포 확정

2

① App Store 서비스 환경

- 다양한업무지원을위한앱스토어지원

② App 등록 환경지원

-신규/개정된App배포및서비스등록환경제공



3.2 BizMicro Portal > App Store

BizMicro Store는 고객 요구에 맞는 앱을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관리환경을 지원합니다.

.

■ 기능 특징

• 고객에 필요에 따른 다양한 App을 개발하고 포털에 적용, 생성,
개선(업그레이드) 등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생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함

■ 주요기능

• 서비스 중지, 개선 패치 등 적용중인 어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3.3 BizMicro Portal > 업무 카드 관리

BizMicro 업무카드 관리 기능은
업무에 필요한 맞춤정보/시스템/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12

3

②시스템통합환경관리

- 메뉴 관리기능
- 외•내부시스템 app 관리 환경
- 보안관리 ( 카드관리, 조회 , 위임기능 )

③업무프로세스관리

-업무프로세스별App,유관시스템관리
(상세업무별메뉴관리기능)

①맞춤정보관리

- 위젯 관리기능
(위치변경,위젯별 UI, 설정기능제공)



3.3 BizMicro Portal > 업무 카드 관리

BizMicro 업무카드 관리 기능은
업무에 필요한 맞춤정보/시스템/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 기능 특징

•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App을 구성해 하나의 카드로 제공,
단일 채널을 통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업무 카드 기능을 제공함
(업무처리 절차에 맞는 App 을 제공할 수 있음)

■ 주요기능

• 업무카드는 기업내 활용 부서/TF/사용자 단위로 담당자를 지정 할 수

있으며 , 담당자는 업무카드의 생명주기 및 변화관리 환경을 지원함



3.4 BizMicro Portal > 업무 빌더

BizMicro 업무빌더 기능은 개발자가 없이도
사용자가 App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기능 특징

• 업무빌더는 다양한 형태의 업무정보를 등록, 수정, 삭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옵션을 통해 개발자 없이도 다양한 App을 구현할 수
있는 마법사 기능을 제공함.

■ 주요기능

• 실제 구현될 업무 데이터 설계 및 UI 설계를 개발자 지식없이도

사용자가 모델링을 할 수 있으며, 입력, 수정, 목록, 검색 등을 직접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제공함



3.4 BizMicro Portal > 업무 빌더

BizMicro 업무빌더 기능은 개발자가 없이도
사용자가 App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기능 특징

• 화면에 배치할 다양한 형태의 컴포넌트 ( input, checkbox, editor,
calendar 등) 관리하고 추가 개발할 수 있는 컴포넌트 관리 기능을
제공함.

■ 주요기능

• 등록 , 수정 ,삭제 등 업무빌더로 구현된 업무 App의 등록 후, 삭제 후 ,

조회 등 이벤트 따른 다양한 처리에 필요한 API 등록, 수정 ,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3.5 BizMicro Portal < Rich Editor

BizMicro Rich Editor는
고품질의 콘텐츠 작성/편집 환경을 지원합니다.

1 2

정보제공 업무지원

각 종 유형의 문서 템플릿 지원

②편리한편집환경

③고품질콘텐츠발행

①다양한저작도구지원

- 업무 유형별템플릿지원

- 문단유형템플릿지원

- 다양한저작도구지원

(고객사업무최적화가능)

- 다양한형태의콘텐츠발행

(정보지, 정형지등 )

- 발행 대상정의

- 발행문서와동일한편집환경

- 다양한형태의문서저장소

- 재활용지원을위한문서템플릿

- 사용 편의기능지원

(도구이동 drag&drop)

- 외부시스템연계 (To-Do, 일정등)



3.6 BizMicro Portal > Workflow

BizMicro Workflow 기능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 기능 특징

• 액터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 승인, 홀드, 반려, 위임 , 기타, 종료
인터페이스를 통해 프로세스 진행에 따를 다양한 형태의 프로세스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지원함

■ 주요기능

• 프로세스설계를 직관적이고, 손쉽게 디자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
디자이너를 제공함

• 승인, 반려, 종료, 홀드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세스를 설정으로 구현
가능함

• 승인처리

• 홀드처리

• 반려처리

• 위임처리

• 기타

• 종료

노드별인터페이스



3.7 BizMicro Portal > 실시간 알림

BizMicro 실시간알림 기능을 통해
업무 비효율성을 제거합니다.

■ 기능 특징

•긴급정보 발생시 정보를 직원들에게 전달(다양한 채널 활용)

•시스템 간 알림정보 연계를 위한 API 제공

•알림 클릭 시, 단위 업무와 SSO를 통한 내용보기 팝업

•SMS

•메일

•메신저

Event Processor 사용자알림채널

전자결재

MD

•Portal

협업
협업과제
참여요청

업무요청 /
처리결과

결재요청 /
승인정보

단위업무

Q&A 주제/영역별
업무질문

이벤트분석
및정보조합

채널결정
및배포

배포대상
상태/위치
파악

수신매체 선택

결재상신

기안자 결재자

메일/메신저/모바일알림 맞춤정보 Push

< 알림 시간, 알림 대상 이벤트, 알림 메시지 등 설정 >

일정 Q&A
통합컨텐츠관리



3.8 BizMicro 관리 기능

BizMicro의 강력한 관리자 기능을 통해
손쉬운 포털 관리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이트 관리

Function 01

포털내 단위시스템관리

App 카테고리 관리

Function 02

단위시스템별 App 관리

분류체계 관리

Function 03

다국어 / 코드 관리

조직 관리(계정 관리)

Function 04

조직도구성을바탕으로한
전체조직/계정 및권한관리

가상그룹 관리

Function 05

목적에따른가상그룹
생성및 관리

알림 센터 관리

Function 06

중요메시지및 알림발송
/ 로그 관리



3.8 BizMicro 관리 기능

BizMicro의 강력한 관리자 기능을 통해
손쉬운 포털 관리 환경을 제공합니다.

프로세스 관리

Function 07

프로세스매니저를이용한결제
및 업무프로세스관리

파일 관리

Function 08

파일보관함을통해업로드및
검색, 태깅기능으로파일관리

기타 관리 기능

Function 10

웹관리, 업무카드관리, 업무빌더등

앱스토어 관리

Function 09

다양한업무지원을위한
앱스토어관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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