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웨어 구축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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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_회사일반현황
회

사

명

기술용역 등록분야
주
전

화

번

㈜ 포커스윈

대 표 자

박희찬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외

소

경남 마산시 봉암동 541-9 경남지능형홈센터 3동 302호

호

전화 055-224-6633,6635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팩스 055-224-6634

2002년 12월 10일
2002년 12월 ∼ 현재
2002년 12월 포커스윈 창립
2002년 12월 경남 중소기업정보화 컨소시엄(주관: 창원상공회의소) 참여
2003년 05월 경남권 디지털산업단지 구축사업 지원 협약 체결 (컨설팅 부문)
2004년 02월 두산중공업 협력업체 등록
2005년 02월 프로그램 등록 3건 (Focus ERP, Focus 생산정보, Focus Intranet)
2005년 10월 Focus Intranet프로그램 명칭을 스마트라로 변경 및 ASP사업 착수
2006년 07월 ISO 9001:2000 인증 획득

연

혁

2007년 07월 IBM Business Partner (Reseller) 등록
2008년 07월 소프트웨어 직접생상인증업체등록
2008년 08월 중소기업 벤츠기업 선정
2009년 02월 SAP EBM등록 (SAP B1 ERP 공급업체)
2009년 10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09년 11월 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이노비즈기업)

2010년 12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품질 인증 획득(Report It! Developer v1.0)

1. 제안사_ 사업영역

사업영역

SI

-

ERP / EIS
MES
물류관리
인사 / 성과
E-CRM

Web Agency
- 웹사이트
- 그룹웨어
- 모바일 사이트
- 앱개발
- 웹/서버 호스팅
- E-Learning
(LMS,콘텐츠 구축)
- 웹솔루션
(e-book, 설문,웹진등)

System
Service

- 정보전략수립
(ISP)
- 시스템운영지원
- IT 교육지원

1.제안사 _ 조직 및 인원현황
대표이사

이사회

기획/영업부

SI,웹사업부

기술연구소

기획팀

SI개발팀

연구/개발팀

관리팀

웹사업팀

솔루션개발팀

영업팀

솔루션팀
(단위 :

보유 인원현황

명)

구분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원현황

12

2

3

3

4

기타

1.제안사 _ 그룹웨어 구축실적

대영네트웍스㈜

부산항보안공사

- 부산항부두관리㈜, 중원기계㈜, 고려애자㈜, 영화금속㈜, ㈜대현우드, 한국쇼트㈜, 금강노인복지관, 환웅전기㈜,
한테크㈜, 화신케미칼㈜, KH패트로텍등…

2. 그룹웨어 구축개요
A. 업무 커뮤니케이션 능력 강화
1)

결재 시간 단축, 결재 편의성 – 언제 어디서나 결재

2)

각종 자료를 일괄 보관 유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활용

3)

업무, 개인 일정을 개인적으로 관리하면서 업무적으로 공유

4)

고객 및 관계사 직원에 대한 명함정보관리 및 공유

B. 직원 간의 커뮤니티 강화
1)

회사의 공지, 사내 소식 등을 쉽게 전달

2)

사내 및 관계사와의 공유도 가능

3)

회사 내 기업문화를 위한 각종 활동의 사내 홍보

4)

회사 내 의견 수렴 및 건전한 건의를 용이하게 도출

사업팀과의 연계
시스템과의 연동
을 통한 시너지 창출

의사결정에 따른 시간
절약
고객의 Need에 따른 정보제공

신뢰성 있는 정보전달

효율적인 내부 업무지원

3. 그룹웨어 구축 필요성
고객접점에서의 대응력 취약
: 수작업처리

중대사항일 경우 귀국
Philippines
고객

물품, 공사계약

거래처, 해외지사

본사담당

접수, 본사보고

접수, 보고
가용성 점검

진척사항

: 정보 미연계

의사결정자
검토, 승인

※ 고객문의 응답: 하루 이상 소요

본사·해외지사 ·고객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
담당자 부재 시 시급한 자료의 검색 및 처리가 힘들다.
비효율적 결재처리로 의사결정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으므로 빠른
결재 요구
통합관리 및 네트워킹 미흡으로 많은 자원과 인력이 소요되며 자료
유실의 염려가 상존
단순한 결재, 보고 시에도 출장을 위해 많은 경비, 시간을 소모
자료의 공유 및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중복작업 발생
개별적이고 단절된 정보를 통합하고 공유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

최적의 웹기반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필요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

4. 그룹웨어 구축 목표

최상의 웹 환경 구축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

언제
기업의 내부환경

어디서나

이동중
기업 외부 환경
원가절감으로 대외 경쟁력 확보

기업경영 및 문화와 전산환경 접목

고객과의 납기준수를 통한 신뢰성 확보

업무처리 수준 향상 및 사무자동화

업무의 표준화, 통합화를 통한 사무효율 향상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경영정보 제공
신속한 업무를 위한 환경 제공

시스템 환경
웹기반 통한 정보공유 및 시간, 공간적 제약 극복
본사, 지사간 네트워크를 통한 신속한 정보 전달

5. 그룹웨어 구축 내용
가. 구축전략
조직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변환과 같은 일련의 변화 없이는 그룹웨어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직문화, 정보기술적 기반구조, 업무프로세스 기반구조를 면밀히 파악하여 구축전략이 선행되어야 함

프로세스
정보시스템 중심의 업무개선
• 다단계 업무처리로 인한 절차의 복잡
• 서류 중심 업무처리로 처리시간의 장기화
• 부서간 정보조회의 처리지연
• 현업에서의 정보시스템 지원 기능 미흡

인적자원
정보화 교육을 통한 활용능력 제고
• 정보화 지원 인력 부족
• 정보화 요구사항 대응 능력 미흡
• 전 직원 정보시스템 활용도 미흡

정보시스템
시스템 통합 및 기반 확충
• 정보의 분산 및 중복관리
• 현행 시스템의 사용편의성 불만족
• 통합 및 네트워킹 미흡으로 정보조회 제약
• 대용량 자료 처리능력의 절대적 부족

그룹웨어
시스템

업무제도/문화

업무 통합전산화 지원제도 수립
• 서류 중심의 문화
• 통계 자료의 미흡
• 정보의 빈약으로 정보시스템 활용도 저하
•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보시스템 활용문화 취약

5. 그룹웨어 구축 내용
나. 구축내용_ 시스템 구성도

5. 그룹웨어 구축 내용
다. 구축내용_ 구성요소

전자
우편
메모
관리

커뮤니티

그룹웨어
전자
결재

명함
관리
일정
관리

* ASP 서비스에서는 웹하드, SMS, 업무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5. 그룹웨어 구축 내용
라. 구축내용_ 주요기능

전자
우편
전자우편 : 새 편지 읽기, 편지쓰기, 편지함 관리, 주소록, 환
경설정등

• 웹메일 기능
• 다른 메일을 연동 (POP3 및 IMAP 지원)
• 기본 편지함 외에 자신이 원하는 편지함을 임의로 생성,
삭제
• 편지의 성격에 따라 편지함을 지정하여 분류 자신의 서명
( 회사 로고, 회사 연락처 등을 삽입한 서명)

• 메일의 도착여부를 알려주는 알림이 기능
• 주소록을 엑셀 파일로 일괄 등록 가능
• 편지쓰기에 글씨체, 표만들기 등의 간단하면서도 간편한
편집 기능

5. 그룹웨어 구축 내용
라. 구축내용_ 주요기능

전자
결재

• 전자결제 : 기안 작성, 결재 대기, 결재 진행, 결재 반송, 결재 보류, 협조/협의,
결재 종결, 임시 저장, 직인 등록등
• 회사의 각종 양식을 등록
• 결재자의 인감, 사인 등을 이미지로 등록
• 결재선을 자유롭게 선택
• 결재단계를 자유롭게 선택

• 결재 요청을 알려주는 알림이 기능
• 문서번호를 임의 또는 자동으로 생성
• 결재를 하면서 의견을 “참고글” 기능 등

5. 그룹웨어 구축 내용
라. 구축내용_ 주요기능

커뮤
니티

커뮤니티 : 고객과의 의사소통 창구 역할, 사내 의사소통 창구역활
• 고객의 업무관련 의사소통
• 사내 공지 및 의사소통 강화
• 사내 이슈사항에 다른 정보 수집 통로
• 공지사항, 토론방, 사진갤러리, 자료실등 사내관련 소통 채널

5. 그룹웨어 구축 내용
라. 구축내용_ 주요기능

일정
관리

일정관리 : 개인 일정 관리, 부서 일정 관리, 사내 일정 관리, 일정을 부서,
전체로 공유
• 개인일정관리를 통한 개인 프로젝트 관리
• 부서일정과 개인일정의 교차 관리를 통한 편리한 일정관리기능
• 사내 전체일정과 부서별, 개인별 일정의 공유를 통한 일정관리의
편리성 제공

5. 그룹웨어 구축 내용
라. 구축내용_ 그 밖의 주요기능

명함
관리

거래처 관리 및 명함관리 등

메모
관리

사내 메신져기능(메모쓰기, 받은 메모함, 보낸 메모함, 사내에서의 메모 전달,
조직에 의한 상대방 선택, 자료 첨부 기능)

6. 기대효과

신속한 업무 처리 및 의사결정
 본사∙해외지사∙고객간의 정보공유 및 의사결정 신속화로 기업경쟁력 강화
 신속한 업무처리 및 정보공유로 시간절감 및 생산적인 업무로의 전환 가능
일관된 전산시스템 위주의 업무로 업무효용 및 생산성 극대화
 문서의 디지털화, 불필요한 프로세스 등을 제거하여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
 웹을 통한 업무접근 용이, 문서 검색작업 간소화
 안전하고 편리한 자료 및 정보관리
 조직의 업무흐름을 파악 함으로서 잘못된 업무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 인력과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임

7. 가격정책 _ ASP

가. 스마트라 ASP 사용료 : 월 100,000원 (년간 1,200,000원) - VAT별도
- 기본 10 Users 이하 : 월 100,000원 (전체용량 5Gb)
- 1 User 추가비용 : 월 5,000원 (500Mb)
- 최대 허용 User수 : 50 Users
- 용량추가 1GB 당 : 월 10,000원 추가
나. 초기 설정비 : 500,000원 (VAT 별도)

- 서식 등록 : 기본 10종(전자결재)
- 추가 서식 등록 비용 : 1개당 30,000원 (전자결재)
다. Customizing 불가
라. 예상 납품 가능 기간 :
- 계약 후 10일 (귀사의 자료 협조기간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THANK
YOU
영업이사 : 윤 장 노
이메일 : neojalok@focuswin.com
전 화 : 055-224-6633 , 6635
팩 스 : 055-224-6634
핸드폰 : 010-2651-2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