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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기업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협업을 향상시켜 주는 솔루션
으로 IE, Chrome, Firefox 등의 Cross Browsing을 지원하며, Main 화면,
게시판, 커뮤니티, 조직도, Yellow Page(임직원 정보 조회) 및 메뉴 권한
관리기능이 통합되어 고객사의 환경에 맞도록 Customizing을 지원하
는 솔루션입니다.

빠른 성능
Cache 방식의 Front-End
Service로 빠른 응답속도 제공

Service Portal Front-End Cache Architecture

구축사례: SK Group 7만명 사용자가
FE 3대 기준 500ms 이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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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Customizing 지원
다양한 고객사의 업무 환경을 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게시판의 Filed 추가, 속성 편집, 확장 등의 Customizing
기능을 Web기반 관리도구에서 지원합니다.

Web 기반 관리로 쉽게 구성 및 설정 지원
Web 기반 관리도구 제공으로 Main 화면 구성, 게시판 생성 및 보기 설정 및 메뉴, 권한 등의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Server 지원 사항
CPU Xeon 1.5GHz 이상, Memory 4GB 이상 권고
MS Windows 2012 R2 이상 권고
100GB 이상 권고
MS SQL Server 2014 이상 권고
Active Directory 및 가상화 환경, 이중화 지원

구분
H/W
OS

Client 지원 사항
Web Browser 사용 가능 PC
Windows 7 이상 권고, 웹 브라우저 사용 가능
PC( MAC, 리눅스도 가능)

Storage
Server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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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반응형 기반의 Main 화면 및 배치 구성 관리 지원
해상도에 따라 반응형으로 Main 화면 제공 및 관리자 환경 설정에
의한 손쉬운 배치 및 구성 지원

조직도 및 임직원 정보
인사 정보 기반으로 Tree 구조의 공통 조직도 및 Yellow Page에서
회사 전체 구성원 정보 조회 기능 지원

다양한 유형의 게시판 및 Customizing 지원
관리자에 의한 환경 설정만으로 다양한 유형의 게시판을 손쉽게 적
용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Field 속성의 추가 및 확장 등
의 Customizing 지원

일정 관리 지원
회사 및 부서/팀 단위의 일정 관리 기능으로 기념일 표시, 월/주/일
단위의 달력 보기를 지원

회의실 등의 자원 관리/예약 지원
회의실, 장비 등의 자원을 예약할 수 있는 자원관리 지원

설문 관리 지원
다양한 설문을 등록,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지원

Community 제공
Team, CoP, 동호회, Project 등의 활동 지원을 위한 Community 생
성 및 관리 기능 지원

메뉴 및 권한 관리
게시판 및 Menu 등에 HR연동되는 직위, 직책, 부서 등의 그룹과 역
할 등에 대해 ACL 기반으로 설정 기능 지원

손쉬운 Customizing 지원
사용 환경에 따라 Editor 또는 UI 및 SSO, HR, Legacy 연동 등에 대
해서도 Customizing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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