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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도구도입, 고민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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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도구를도입하지마세요. 협업을도입하세요!

그룹웨어를교체하거나,
지금부족한기능과서비스를채우기위해

협업도구를도입한다면..

단기간에후회하거나, 실망할수있습니다..
1,000여명규모의공공기관 A사, 협업도구로 두레이도입. 여전히메일만사용

✓ 메일이용자 972명
✓ 프로젝트/위키 등협업서비스이용자 18명

도구만도입하면, 협업이된다?

일평균서비스별
이용자수



서비스범위나기능에대한평가보다

우선고려해야할것들이많습니다.



우리에게협업이필요한목적은?

✓원활한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관리?

✓생산성향상?

✓업무프로세스의간소화? 시스템화?

✓그리고

…

✓트렌드에맞춰

✓전체적인업무시스템비용절감

✓노후화된일부시스템교체

✓비대면업무를위한도구도입

✓모바일도구필요

…



Key Questions(self-checklist, e.g.)

1.조직전체의커뮤니케이션을혁신하고싶으십니까?

2.이메일이매일직원의업무에너무많은시간을소비합니까?

3.개방형협업이회사의워크플로우에도움이될까요?

4.신속하게답변을얻고, 모든프로젝트를파악하는것이어렵습니까?

5.생산성이나지식공유를가로막는정보의사일로가존재합니까?

6.구성원들이형식적이지않고, 투명한커뮤니케이션을선호합니까?

협업도입의준비상태평가를위한 6가지질문
- Enterprise Software company, Aware



협업문화조성과협업의가치제고필요

조직의
협업목표설정

• 조직공동의목표설정

• 목표달성에적합한소통

방법과워크플로우설정

• 적합한도구선택

협업에대한
평가동반

• 개인간, 부서간단위의협업

수준을평가에포함

• 조직의공동목표달성에

부서간협업기여수준 평가

관리자의
직접참여,실행

• 중간관리자(부서장)와임원이

협업에참여해야

• 협업문화에대한의지필요

• 직접협업도구로만업무실행

다른사람들과협업하면서능동적으로문제를해결하는사람이필요.
개인능력이아무리뛰어나도다른사람과협업하지못한다면구글에서
일하기어려울것.

Google의 인재상설명중(‘16. Google I/O), 수닐찬드라구글채용담당부사장



협업도구선택에서의 Key Questions

1. 무료체험이가능한지, 파일럿테스트가가능한가? 

2. 온보딩프로그램이나가이드가있는가?

3. 관리자설정권한과도구는얼마나세부적인가?

4. 데이터이전은어디까지가능하고어떤방식인가?

5. 기존시스템과의연계범위나기술지원이어디까지가능한가?

6. 우리회사의보안정책이적용가능한가?

7. 인프라, 접속-인증방법, UI 등제품의 UX가우리직원에게적합한가?

8. 장기적인서비스로드맵이있는지?



파일럿테스팅과단계별도입도고려

• 테스트를검증한협업도구를

주요부서와프로젝트에먼저도입

• 사용과정에서발견한, 필요한기능등을

운영회사와논의/협업

• 임원/부서장/직책자협업교육

• 전사도입이전, 협업문화/평가방법등

사내정책과시스템개선

단계별도입

• 잘활용할(협업경험, 협업도구경험이있는) 부

서와활용하기어려울부서선정

• 검증/평가할목표선정

• 모든업무와커뮤니케이션은테스트할

협업도구로만테스트운영

• 3개월 ~ 6개월적합

단기간파일럿테스트



참고. SaaS에대한이해도많은도움이됩니다

• 협업도구는대부분 SaaS 방식(수년내, 90% 예상) 미국은이미 70%가 SaaS*

• 공유서비스컨셉이라, 우리만을위한커스텀은없음

• 연단위의서비스추가/기능업그레이드로드맵이있음

• ‘요구-반영’에서, ‘건의→검토→로드맵에반영’되는과정에익숙해져야..

* Source : CISCO analysis



Dooray! 
Overview



협업에필요한모든서비스를단하나의 SaaS 구독으로해결!

Dooray!는 All-in-One SaaS 협업도구



프로젝트를중심으로업무프로세스효율화에 Focus

Dooray!는프로젝트-업무기반

프로젝트
업무+드라이브+위키

메일로
주고받던것을

업무로
대체

문서와
산출물은

업무의
지식정보는

드라이브에
관리

위키로
정리공유

웹오피스로공
동편집

문서작성과
편집은

회의는
필요할때즉시

메신저
화상회의로

메신저 결재

이메일



KISA 보안인증획득으로공공기관에서도즉시사용가능

Dooray!의강력하고안정적인보안

공공비즈니스필수 ‘CSAP’보안인증

인증받은 NHN Cloud 플랫폼연계

국정원보안심사맞춤컨설팅대응



대한민국대표기업과공공기관약 3,600 이상의고객사이용중

Clients

민간기업

공공/교육기관



Case Study

System Integration



계정연동

약 3년간, 약 100여개의고객사가계정연동을통해 SSO로두레이이용환경조성

일반적인업무환경

메일 결재
메신
저

화상
회의

ERP

업무종류에따라다른서비스이용,
매번로그인필요

SSO를적용한두레이고객사

…

한번의로그인으로협업툴(두레이)와기존업무도구이용

메일 결재메신
저

화상
회의

ERP프로
젝트

위키 근태

SSO LoginDooray! 
SSO Adapter



인사-조직정보동기화

많은고객사들이 Dooray! API를이용, 내부인사/조직정보와 Dooray! 동기화중

Account 
Data

고객사
AD

계정관리시스템(인터넷망)

Dooray! API 사용,
데이터업데이트

내부망계정관리(금융/공공)

AD
(Copy)

Batch

계정정보변경, 계정생성,
조직변경, 조직도변경

…

고객사인사정보/계정관리시스템

호출정보반영/업데이트

… …



이메일데이터이전

‘20년초부터 ‘22년 4월까지약 2년간, 50여개의대형고객사의메일데이터를이전함

Dooray!메일서버

고객사기존메일
(고객사서버,  기존서비스사서버)



ERP와 Dooray! 결재연계

대기업A그룹사는 21년 10월, ERP 데이터와두레이결재를연동하여사용중

ERP에정산정보입력 서식본문에 ERP 데이터자동입력

결재상신시, ERP로정보전송ERP에서후처리

신청구분과선택값에따라,
ERP 데이터를호출/서식에자동입력

기존 ERP와두레이-결재기안사용 두레이-결재기안만사용



그룹웨어연계(1)

서울대/한국생산기술연구원/대기업A그룹사 등그룹웨어-Dooray!간정보연계활용

업무포털에메일/업무정보연계 두레이 ‘홈 위젯’에 그룹웨어정보연계

로그인정보, 메일카운트, 최근메일목록등
두레이데이터연동

대기업A그룹사

경영진집무현황, 근태현황, 직원생일등
내부(ERP, 인사등) 데이터를홈위젯에연동



그룹웨어연계(2)

Dooray! Admin API를이용하여내부전자결재시스템-두레이웹메일연동하여활용

서울대업무시스템, 전자결재예시

두레이웹메일쓰기창띄우기적용,
전자결재시스템에서바로업무메일보내기



Case Study

성공적인협업서비스활용



Dooray! 도입전

1. 상품관리워크플로우전환

결국..이슈누락.정보단절.전체프로세스경과파악어려움

…

아이템소싱
(이메일,전화,대면미팅)

판매및사후관리아이템선정(대면)회의

…

모든업무는메일과전화,개인파일로운영..



Dooray! 도입후

1. 상품관리워크플로우전환

2. 업무별상태로전체현황파악

3. 이슈발생시, 즉각담당자멘션

1. 업무토론과히스토리관리



담당자인터뷰(19년도전사도입)

1. 상품관리워크플로우전환

두레이는여러조직이함께일하는부서에서프로젝트에대한활용과만족도가높아요. 

예를들어상품진행관련부서에서는방송상품선정, 검수, 심의, 발송, 사후관리까지각각일련의과정을

그동안모두전화나메일로해왔어요. 

이젠,전과정을두레이에업무로남기고일하다보니까, 절대게으르게일할수가없더라고요.

그리고재택근무기간에는두레이화상회의도수시로사용하고있어요!



전사주간/월간업무보고를프로젝트와공동편집으로일원화

2. 업무보고문서작성의변화

주/월단위업무보고를
하나의 ‘업무(Task)로등록/관리

부서별
정기회의및보고프로젝트와
문서관리용드라이브운영

보고서문서를담당자별로
동시/공동편집이용

* Source : 현대오일뱅크 담당자 인터뷰



담당자인터뷰(20년도전사도입)

2. 업무보고문서작성의변화

두레이를도입하면서외부협력사와소통할수있는채널이생긴점이특히좋았어요. 

예전에는개인메신저를사용하다보니아무래도제약이있었죠. 

사내에서도이제는두레이에각종자료를올리고링크로공유해요. 

게다가위키나일반문서모두공동편집이되니까특히취합담당자들이적극적으로활용합니다.



3. VIP 의사결정절차개선 대기업A그룹사

VIP미팅관리를위한
별도의인하우스시스템운영

의사
결정

두레이도입전, VIP 의사결정이전통적/수직적절차로인해비효율적리소스소모



3. VIP 의사결정절차개선 대기업A그룹사

두레이도입후, 최초기안부터실행까지모든절차간소화로전반적인업무환경개선

직책자가보고이슈등록
실무자도참조

(등록업무만 view권한)

댓글로
수시피드백

회의참석자의일정을직접확인가능.
모두참석가능한시간자동추천



4. 손님계정으로파트너사와협업

외부파트너사에손님계정제공으로프로젝트, 메신저, 화상회의를활용한적극협업

한국은행직원
@bok.or.kr

파트너사
@parner.bok.or.kr

장기파트너사에게계정제공
(서로다른도메인메일로구분)

손님계정 215명(‘22.4 현재)

재무, 경영, 디자인등
다양한분야의파트너사
담당자에게계정제공

협업관련프로젝트만
접근권한을제공,
외부파트너와업무

외부파트너내부구성원

대기업 A 그룹사



5. 대내외요청, 프로젝트활용

메일, 메신저가아닌내부부서간요청-논의-처리절차를프로젝트의업무로전환

처리시,요청자에게확인해야할
정보를양식화한템플릿운영

해당프로젝트멤버다수가동시수신,
업무의처리상태와논의과정실시간파악



5. 대내외요청, 프로젝트활용

외부에서보낸요청을프로젝트로전환하여전체프로세스가기존대비간소화됨

###@bok.or.kr

해당프로젝트멤버(정책시스템팀) 4명이동시수신.
한업무로상태와과정실시간파악

Dooray! 도입전 Dooray! 도입후



5. 대내외요청, 프로젝트활용

담당자인터뷰(22년도 1월전사도입)

프로젝트가아직익숙하지않지만,메일을매번공유하고업무처리하는과정이사라져업무가매우

편해졌어요.

특히,유사한업무요청을반복적으로빠르게처리하기에최적의툴같아요.

그리고그동안모바일도없었고화상회의도매번복잡한과정이많았는데,두레이도입후에이모든게

엄청쉬워졌어요



6. 정기회의, 화상회의로전환

한컴, 한국은행은각각부서주간회의/부총재주관직책회의에두레이화상회의사용

팀내주간업무회의진행시,
두레이화상회의를이용

문서공유시
위키 >회의모드활용



7. 업무시스템비용절감

On-premise 구축/운영대비연간 53% 이상의비용절감효과

Dooray! 도입전

S/W

On-premise Solution 구매, 기능커스텀

OS, Spam-mail Filter

Web-Drive, 보안인증(OTP 등)

H/W

물리적서버(웹서버+DB서버)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기타 서비스유지보수인력비용

시스템노후대비와 Trend follow를위한
정기적서비스추가/업그레이드

ON-PREMISE 자체 구축/운영 DOORAY 도입 시

TCO(3년 기준)

32%

Dooray! 도입후

3년간약 53%의비용절감효과*

* Source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담당자 인터뷰



7. 업무시스템비용절감

주간업무보고부터프로젝트관리까지, 3개의별도툴활용에서두레이로통일

studio

연간 70%이상
비용절감*

위키로주간업무리포트
(업무참조링크)

프로젝트-업무-칸반보드로
고객사별업무관리

* Source : geekstudio 대표 인터뷰(각 제품 구독료 비교)



고맙습니다.



유연하게, 안전하게

비즈니스에힘이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