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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과협업
Collaboration will be a ke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오늘날, 대부분의 일은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많습니다.특히 4차 산업혁명을
앞둔 현 시점에서 생산성 향상과 협업의 중요성이
더욱강조되고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리더를 중심으로 수직적 의사결정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개개인의 창의성을 반영한
수평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더
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됩니다.

즉, 구성원 간 소통과 공유가 활발히 이뤄지는 조직이
그렇지 못한 조직보다 발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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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협업을위해서는우선구성원간소통이원활히이뤄져야합니다.
즉,프로젝트의목표를서로공유하는것에서부터소통이시작될것입니다.

활발한 [팀공유]를통해개인과개인,조직과조직,회사와회사간의성벽을
없애고, 열린 자세로 서로 협력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 더욱 빛나는 성과를
거둘수있습니다.

Shar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is important

협업은팀공유로부터시작된다

www.cubeis.net



팀공유에강하다
What’s CUBE? Let’s CUBE!

큐브는업무관련지식과정보를다양한
형태로타임라인에모으고서로나눌수
있는 [팀 공유 서비스(Team Sharing
Service)]입니다.

큐브는 어떤 종류의 콘텐츠라도 쉽고
빠르게 타임라인에 등록할 수 있으며
태그, 멘션 기능을 통해 간단히 공유할
수있습니다.

피드, 일정, 파일, 설문조사, 위치, 링크,
즐겨찾기 기능은 물론이고, 외부 메일
연동이나 플러그인 기능, 메신저 등 팀
협업에필요한모든기능을하나의툴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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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을위해협업툴을도입했지만정작협업툴을숙지하는 시간이길어
진다면오히려회사의생산성향상에도움이되지않을것입니다.
큐브는 익숙한 타임라인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 없이도
누구나쉽고빠르게사용법을익힐수있습니다.
또한, 기존 협업 툴의 여러 기능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에 귀찮은 솔루션 간 이동
없이도큐브하나만으로충분히성공적협업이가능합니다.

Collaboration tools should be simple and straightforward

어려운협업툴이오히려협업방해

편의성 확장성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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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to use and utilize to various features

익숙한환경,다양한기능을담다
큐브는페이스북의타임라인방식을채택하고있어누구나쉽고빠르게
사용법을익힐수있습니다. 

또한협업에필요한핵심기능을대부분담아편리합니다.

편의성

➢ 익숙한 타임라인 뉴스피드
➢ 콘텐츠 검색기능강화
➢ 보다강력한 정보공유 기능
➢ 해시태그 관리기능제공
➢ 설문조사, 캘린더 기능 제공

vs Facebook
➢ 개인페이지 제공
➢ 일정관리, 알림기능
➢ 링크및즐겨찾기 기능
➢ 해시태그를 통한 분류등록
➢ 업로드한 파일모아보기

vs EverNote
➢ 메신저 기능제공
➢ 삭제한 컨텐츠 간단복원
➢ 인수인계 시히스토리 제공
➢ 컨텐츠 보존및빠른검색
➢ 게시판 형태로 보기가능

vs KakaoTalk
➢ 무제한 커뮤니티 생성가능
➢ 업무에 특화된 다수기능
➢ 파트너와 효율적인 협업
➢ 구축형을 통한강력한 보안
➢ 캘린더를 통한간편일정관리

vs Band
➢ 칸반보드 형태의 협업기능
➢ 섬세한 내업무관리 기능
➢ 업무의 단계별 진행체크
➢ 커뮤니티, 정보공유 기능제공
➢ 캘린더로 직관적 일정확인

vs Trello

CUBE의 차별화된 기능을 의미합니다.



The Cube Project enables more efficient task management

효율적프로젝트관리솔루션제공
큐브의 강력한 협업 기능인 큐브 프로젝트(CUBE Project)는 칸반보드
형태의효율적인프로젝트(태스크)관리솔루션입니다.

* 칸반보드(간판보드)란 작업 흐름을 시간화 하는 시스템으로서, 전체 프로젝트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고, 각태스크 항목을 기입하여 분업화 하는도요타식 협업방식입니다.

성과확인, 피드백공유

업무진행공유, 팀협업진행

업무분장, 업무지시

편의성

Project



Full integration of community tools and collaboration tools

팀협업을위한가장확실한방법
큐브 프로젝트와 큐브의 완전한 연동은 칸반보드 형태의 협업 툴이 지닌
가장큰단점인소통부재와정보공유의어려움을완벽히해결합니다.

즉, 유저는 커뮤니티 툴과 협업 툴을 각각 사용하던 번거로운 방식에서
벗어나큐브하나만으로성공적인협업을진행할수있습니다.

섬세한프로젝트관리및협업

원활한소통및정보공유

Community Project

편의성



JIRA 서비스에 일일이
로그인 할 필요 없이
큐브에서 간단히 확인
및활용할 수있습니다.

JIRA

구글 드 라 이브 에 서
생성한 자료들을 큐브와
연동 하 여 편리 하 게
활용할 수있습니다.

Google Drive

Powerful extensibility with Plug-in function

강력한외부플러그인지원
큐브는외부의다양한솔루션을플러그인하여큐브내에서
편리하게활용할수있는 [솔루션허브기능]을지원합니다.

미래의큐브는비즈니스솔루션들을플러그인방식이아닌
빌트인하여유저들에게더많은가치를제공할계획입니다.

확장성

IMAP 방식의 메일 계정,
크리니티, 네이버, 다음,
G-MAIL 계정을 연동해
사용할 수있습니다.

E-mail



Possible to invite external human resources by simple method

파트너도간단히초청및협업진행
외부 파트너와의 협업이 필요할 경우 이메일 검색 및 초청 메일
발송을통해간단하게네트워크구성원으로등록할수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네트워크를 개설하여 외부 파트너를 초대하면 강력한
협업을진행할수있습니다.

확장성

관리자의경우이메일검색및초청을하거나,
외부파트너의경우네트워크검색및요청을통해,
구성원으로등록하여신속한협업을진행할수있습니다.



IMAP 메일 계정이라면
기본적으로 메일 수신
알림이 가능합니다.
크리니티 메일(CM)은
추 가 로 푸 시 알 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수신알림

수신된 메일의 회신 ,
전달, 삭제 등의 간단한
메일 관리 기능은 물론,
메일 작성 및 발신도
모바일을 통해 동일하게
이용할 수있습니다.

메일발신

User can get the notice service of mail incoming on mobile device

모바일메일수신알림서비스
큐브는수신알림을포함한메일기능을플러그인으로온라인WEB과
모바일 APP에서동일하게사용할수있습니다.

특히,크리니티메일서비스(CM)를사용하는유저의경우메일수신에
대한모바일푸시(PUSH)알림서비스도추가로제공받을수있습니다. 

확장성

IMAP 방식 메일 계정,
크리니티, 네이버, 다음,
G-MAIL 등의 계정으로
수신된메일을온라인및
모바일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있습니다.

메일수신

4



Providing the SSO technology between CUBE & Crinity Mail

싱글사인온(SSO) 기능제공
크리니티메일(CM)을도입한유저라면 CM 계정하나로별도의
회원가입없이큐브와크리니티솔루션을사용할수있습니다. 

* 싱글사인온(SSO)이란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사이트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시스템으로 Single Sign On의첫글자를 따서 SSO라고도 한다.

확장성

크리니티큐브

크리니티클라우드솔루션

크리니티메일, 스팸브레이커



Valuable knowledge of the company should be continuous

메신저와차별화된히스토리기능
메신저는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만, 컨텐츠의 저장 및 선별이 어렵고
쉽게사라지는휘발성을지니고있습니다.
반면 큐브는 타임라인과 게시판 형식을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따로 컨텐츠를
저장할필요없이영구보존되며, 특히업무인수인계시편리합니다.

연속성

#태그 검색

@멘션
즐겨
찾기

➢ 상단의 검색 바를 통해 키워드를
검색하면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컨텐츠를 쉽게찾을수있습니다.

➢ 구성원 이름을 클릭하면 등록한 모든
컨텐츠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 중요하거나 자주 확인해야 하는
컨텐츠의 경우 즐겨찾기로 등록하면
편리합니다.

➢ 내 큐브의 즐겨찾기 메뉴를 통해 한번에
모아볼수있습니다.

➢ 컨텐츠에 태그를 지정하면 해당
컨텐츠를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

➢ 자주 사용하는 태그를 메뉴로
등록하면 태그가 달린 컨텐츠를
한번에모아볼수있습니다.

➢ 컨텐츠 등록시 특수문자@를 사용하면
특정 구성원을 멘션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컨텐츠는 멘션으로 지정된 구성원의 내
큐브에 자동등록됩니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자신의 소중한 개인
시간을업무로인해방해받고싶어하지않습니다.
특히,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프라이빗
어플리케이션을사용하는방식에대하여강한거부감을가지고있습니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퇴근 후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법으로금지하고있습니다.우리나라도곧동참할것으로보입니다.

Most workers do not want to be disturbed on private time

업무와개인시간은분리되어야

필요하다, 

87.7

필요없다, 

12.3

퇴근후카톡금지법
(잡코리아,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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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SNS 공간을침해받고싶지않아요
• 계정을여러개관리하는것도스트레스

• 시도때도없이울리는카카오톡알림
• 본인업무와관련없는내용도부지기수

Integrated notifications from multiple routes into one

업무알림,큐브하나면OK
각종 SNS, 메신저등다양한루트를통해들어오는업무알림을
큐브하나로통합하여관리할수있어편리합니다.

특히, 일반 SNS, 메신저와별개로독립하여사용하기때문에
프라이버시를침해하지않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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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는 클라우드(Cloud)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클라우드란 인터넷 상의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단말기로 이용할 수 있는 최신 시스템으로서
지금까지인류가개발한정보공유방식중가장획기적인방식으로평가됩니다.

특히 아마존(Amazon)은 글로벌 리딩 업체로서 가장 최적의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신속한 확장 및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민감한
사항인보안에대해서도업계최고수준의안전성을보장합니다.

We provide cloud services for a more efficient work environment

AWS 클라우드로최상의보안제공

www.cubeis.net



Proved the best web security technology by government agencies

공직메일 NO.1, 최고의보안기술
개발사크리니티는공직메일분야선두주자로서 19년동안다수의정부기관, 
산하기관, 금융기업, 대학교등에웹메일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특히대한민국공직자들이대부분사용하는공직자통합메일을구축및운영하는
등업계최고수준의보안기술력을자랑합니다.

www.cubeis.net

주요고객사



Mobile App

모바일 큐브에서는 뉴스피드, 알림,
캘린더, 링크등큐브의핵심기능이
모두 제공되므로 이동, 외근, 출장
시편리하게사용할수있습니다.

Online Web

온라인 큐브에서는 효율적 협업을
위한 큐브의 강력한 기능들을 빠짐
없이사용할수있습니다.
(관리자기능,플러그인,메신저등)

User can work anytime, anywhere and anyhow!

온라인·모바일멀티플랫폼지원
큐브는 온라인 웹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시간과장소의제약없이업무를진행할수있습니다.

www.cubeis.net



www.cubeis.net

데모사이트 https://demo.cubeis.net/demo

회원가입 https://www.cubeis.net

* 스토어에서 [팀공유큐브]로검색하세요!



Thank you!

팀공유! 큐브로시작하세요!

www.cubei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