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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배경 

 메일과 전자결재 중심의 그룹웨어는 정작 업무완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Y세대 – 그 어느 때보다 기술에 능통한 직원들이 많아졌고 시중에 출시된 대부분의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 

 기술 중심에서 사람중심의, 즉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업무 자체로도 스트레스인 직장인들에게 새로운 업무 툴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에서부터 많이 달라지지 않은, 보다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와 보안을 위해 통합된 환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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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업무 환경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IT 인프라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제안배경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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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야근 

임직원간의 소통부재 업무카톡 노이로제 

Coolffice는 눈치 보는 사무실을 반대합니다! 



제안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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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합니다! 
Coolffice는 업무의 즐거운 몰입을 제안합니다! 

알림 & 공유 강화로 
칼 퇴근 하는 회사 

정서적 고립 없는 
즐거운 인간관계 

업무는 
업무용메신저로! 



Coolffice 소개 

1. 대량 자료의 유연한 처리 능력 

2. 더욱 강력한 메일 보안 

3. 스마트 검색 기능과 간편 분류 기능 

4. 모바일 오피스의 도입과 스마트 기기의 지원 

5. 다양한 협업 방식 지원 

6. 이용자 간, 단위 조직 간 정보의 공유와 협업 기능 

7. 사내 커뮤니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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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ffice는 메일 고유의 강력한 성능과 보안성에 

소셜 협업 컨셉을 접목한 소통을 위한 그룹웨어 서비스 입니다 ” 



Coolffice 도입효과 

1. 대용량 고성능 메일 + 보안 기능 

2. 최신 보안 권고사항을 적용한 보안 메일 

3. 메일 기능을 기반으로 소셜 협업 기능 강화 

4. 스마트 폰 지원을 통한 모바일 오피스 구현 

5. 사내 협업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유연한 구성 

6. 실시간 알림으로 실시간 업무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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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디서나 원활한 업무 ” 

모바일앱 또는 메신저만 로그인 하면 메일부터 커뮤니티까지 한번에 관리! 



Coolffice 특징 

1. 분산구조 채택으로 성능 이슈 최소화 

2. 유연한 플랫폼 운영을 통한 시스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3. 시스템 중단 없는 확장 구조 채택 

4. HA / CFS를 사용한 이중화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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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과 확장성을 갖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24시간 시스템 모니터링과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 



Coolffice 특징 

1. 저장 원본 암호화 

2. 내부 정보보호 필터 적용 (개인정보 유출 차단) 

3. SSL 보안 메일 / 인증서 적용 통신구간 암호화 

4. 검증된 보안 프로토콜 지원 

5. 보안취약성 Tool (IBM AppScan)을 통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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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강력한 보안 ” 

Secure Socket Layer 보안 세션을 이용한 보안 포트 지원 



Coolffice 특징 

1. 모든 스마트 폰 모바일 웹 최적화 

2. Android 모바일 앱 기기 지원 

3. PC-Web과 동일한 사용자 경험 제공 

4. Hybrid-App 방식으로 성능 및 Push 기능 구현 

5. 스마트 폰 일정 및 연락처 동기화 (CalDav, CardDav) 

 

10 

“ 모바일 앱과 웹으로 편리한 접근 ”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Coolffice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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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ffice 주요 기능 – 웹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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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기능은 기본! 공유까지 쉬운 메일함! 



Coolffice 주요 기능 – 주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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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 전체 메일 발송도 쉽게! 



Coolffice 주요 기능 –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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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 



Coolffice 주요 기능 –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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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과 피드형, 부서게시판과 쉬운 공유 



Coolffice 주요 기능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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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별 자유로운 공유 



Coolffice 주요 기능 –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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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동료의 일정도 한눈에, 참여자, 알람 설정까지 



Coolffice 주요 기능 –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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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비공개, 구독, +1 (좋아요), 조회내역 보기 



Coolffice 주요 기능 –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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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메신저, 메일 알림 및 알림 모아보기 



Coolffice 주요 기능 –  PC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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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대화도 쉽게, 알림, 파일전송 



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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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RedHat Enterprise Linux 6 
, CentOS 6 이상  
(6.3 버전 권장) 

AIX for PPC 6 이상 

HPUX for Itanium 11.11i 이상 

  OS 
OS 

 

Oracle 10g 이상 

PostgreSQL 9 이상 

  DBMS 
 

J2EE6 스펙지원하는 WAS 

Tomcat 7 

WebLogic 

WebSpere * 

JEUS 

JBoss 

WAS 

OS 
 

IE 8 / 9 / 10 / 11 

웹 표준을 준수하는 브라우저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Browser 
OS 

 

안드로이드 2.3 이상 

  Mobile App 

다양한 운영 환경 지원 



감사합니다 
문의: sales@coolffice.com 

1577-0689 
㈜케이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