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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시대의협업툴
도입및정착전략

‘메신저에 프로젝트 협업을 더하다!’



우리가겪는업무속일상



세계적으로협업솔루션전쟁中

• 기업가치 28조원
• 업무용메신져서비스

• 네이버에서별도법인설립
• 기업용메일, 채팅, 캘린더등

• G�SUITE라는브랜드로변경
• 기업용구글드라이브, 캘린더, 메일등

• 시가총액 61조기업으로성장
• 코로나19의최대수혜화상회의솔루션

• 2017년 1월출시 (팀즈/스카이프)
• 업무용메신져서비스

• 세계에서가장큰소프트웨어중하나
• 대표적인서비스로 Jira / Trello가있음



협업툴시장현황

협업툴사용기업
(10%미만)�

중소기업

협업툴사용기업
(10%미만)�

중견/대기업/금융기관

아직도 90%의기업들이카카오톡, 네이버밴드와같은 SNS로 협업을하고
있으며, ‘정보보안 / 정보자산화 / 체계적인업무관리’ 에 문제가있습니다.

협업툴미사용기업

90%�이상

협업툴미사용기업

90%�이상



협업툴시장현황

SaaS�(클라우드형)

On-Premise (설치형)

중소기업 대기업/금융기관

메신저 작업관리 그룹웨어형

그룹웨어 업체
(메일/전자결재 등)

네이트온 형태의
기업용 메신져





주요고객사

1,000여개 회사가 플로우를도입했으며,�

매월 90개 회사 신규 도입을하고있습니다.



플로우대표기능 (1)�업무용메신져

쉽고익숙한 PC메신져(설치형) 언제나확인가능한MOBILE(앱)

시크릿메시지(보안채팅) 사내시스템연동(실시간알림)



플로우대표기능 (2)�올인원협업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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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가선택한솔루션이최선의선택일까?

1

기존사내시스템과출동되지않을까?

직원들이잘사용할수있을까?

기업담담자의고충사항 best�5�

“이런 부분이 가장 고민입니다…”

Best�5

우리기업의적합한보안정책을가지고있을까?

도입및운영예산상무리가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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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부서와 ⾮IT�부서 함께 테스트참여

본부또는팀단위로실업무에적용

기존채널을통한소통최소화

사용상불편/개선사항을 제품개발사와수시로소통

기간을정해놓고파일럿

고객사례.�#시범운영(파일럿)�시 유의사항



고객사례.�#시스템도입및운영예산산출방법

SaaS 임대형 On-Premise

장점

• 지속적인업그레이드로최신서비스이용

• 투자비용낮음

• 사용중지의자유로움

• 해외사용시원활함

• 커스터마이징가능성이높음

• 사내업무프로세스에맞춤가능

• 시스템적인보안정책준수가능

단점
• 커스터마이징제한적

• 일부업종은규제로인해사용제한
(금융업등)

• 높은초기비용

• 플랫폼별로유지보수비용발생
(아이폰/웹등)�

• 높은업그레이드비용

• 해외사용시원활하지않을수있음



고객사례.�#시스템도입및운영예산산출방법

비용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합계

SaaS 라이선스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240,000,000�

240,000,000�

On-Premise

시스템인프라 50,000,000� 50,000,000�

시스템운영자
(1M/M)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75,000,000�

구축비 100,000,000� 100,000,000�

기타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50,000,000

라이선스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80,000,000�

355,000,000�

1,000명 기준 5년간 T.C.O�비용 비교



고객사례.�#기존시스템과의유기적인연동

[도입배경]

• 스마트폰과 PC가연동되는협업솔루션필요 (메신저아님)�

• 개발자중심의솔루션(Jira�/�Conflience)은 전사확대에어려움

[적용방식]

• 500명 파일럿사용후 7,000명으로확대구매

• AD�인증연동을통한통합계정관리체계준수

• 인사정보(조직도)�연동으로입/퇴사처리자동화

• SAP�인사평가시스템 (Success�Factor)�솔루션과연동

• 플로우게시물을이메일로보내기기능연동



고객사례.�#기존시스템과의유기적인연동

[도입배경]

• 금융권망분리정책으로인해외산솔루션도입불가

• 고객관리시스템등사내시스템과연동/확장성있는솔루션필요

[적용방식]

• 고객관리시스템연동하여스마트폰으로영업활동공유

• 그룹웨어상품게시판과연동하여모바일에서금융상품정보

영업사원에전달

• 사내망에구축형태의시스템아키텍처로도입

• MDM솔루션등보안솔루션과 연동하여보안



고객사례.�#기존시스템과의유기적인연동

[도입배경]

• 스카이프비즈니스이용중스마트폰앱필요성인식

• 사우디모회사보안지침에준수하는협업툴필요

[적용방식]

• 인사정보(조직도) 데이터실시간연동 (전직원사용)�

• AD인증을통한통합계정관리적용

• 그룹웨어시스템과플로우메신저접속상태표시연동

• 전화기 PBX�서버와연동하여전화걸기및수신팝업구현



고객사례.�#기존시스템과의유기적인연동

[도입배경]

• SAP ERP와 연동된챗봇 I/F를 지원할수있는메신저필요

• 사내/외에서쉽게이용할수있는공식커뮤니케이션도구필요

[적용방식]

• SAP 유통/물류 ERP와연동되는챗봇시스템구현

• 사내포탈의포틀릿형대시보드에플로우정보표시개발中



고객사례.�#기존시스템과의유기적인연동

[도입배경]

• 기존메신저의잦은버그와안정성이슈

• 그룹웨어와유기적으로연동되는협업솔루션필요

[적용방식]

• 5,000명 전그룹사도입

• 메신저를통한알림센터 (결재품의서수신 /�서버모니터링등) 구현

• 그룹웨어인사정보(조직도)�연동

• AD인증연동을통한통합계정관리

• IPT전화기서버연동을통한전화걸기및수신기능구현



성공적인정착노하우.�#리더의적극적인활용



성공적인정착노하우.�#리더의적극적인활용

플로우로 협업하는 기업 1,15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임원/결정권자/리더급이먼저잘사용하면자연스럽게따라감

왜협업툴을써야하는지에대한동기부여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기타

잘쓰는직원에대한보상(개인)

잘쓰는직원에대한보상(팀)

인사고과반영(반강제적)

1

2

3

4

5

6

7

8

292명

213명

186명

159명

141명

125명

29명



성공적인정착노하우.�#노르망디상륙작전방식의정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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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강력한리더십

정착목표데드라인

기존업무프로세스를함께개선

사용현황모니터링

잘사용하는부서의활용사례공유

6
직원들의 불편/개선사항을 제품개발팀과수시로
커뮤니케이션



성공적인정착노하우.�#노르망디상륙작전방식의정착전략

현재/기아자동차
플로우오픈준비방

10명참여중

중앙그룹플로우
유지운영프로젝트

10명참여중

웹케시그룹플로우
유지운영프로젝트

10명참여중

OOO�시스템
도입검토지원

10명참여중

현대모비스
플로우도입검토

10명참여중

고객의소리

10명참여중



성공적인정착노하우.�#노르망디상륙작전방식의정착전략

SK인포섹플로우
도입검토지원

11명참여중

프로젝트
초대

플로우직원

고객사
직원

플로우개발자

고객사
개발자

고객사 담당자

고객사 담당자

고객사 담당자



CORPORATE�NAME

CEO�

STABLISHMENT

MAJOR�JOB

OFFICIAL�SITE�

EMAIL�

ADDRESS

TEL

마드라스체크 주식회사

이학준

2015년 /�11월

APP개발,�협업툴,�업무관리툴

www.flow.team�(공식 홈페이지)

help@flow.team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20�KnK디지털타워 15층픙

1522�9298

회사개요

─
오늘도보라색협업을합니다.
업무 연결의 힘,�플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