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솔루션 컨설팅 전문 기업, 벨아이앤에스

Smart in Plus 올인원 협업툴

TIGRIS WORKS 티그리스
협업툴과 그룹웨어를 동시에, 올인원 스마트 솔루션
기업의 AI 업무비서, 구독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2020년 11월

소통을 바꾸는 협업도구

TIGRIS?
TIGRIS는 업무에 꼭 필요한 기능은 물론

인사/근태관리까지 가능한 All-in-one 협업툴입니다.

우리는

왜

소통해야 할까요?

조직도 기반의 강력한 협업툴
조직 뿐만 아니라 부서간 협업 커뮤니티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바로,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불필요한 회의, 파악하기 힘든 서면보고, 메일과
메신저 중심의 단순 전달 방식은 내부 직원 간의
오해와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방해합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유일하게 인정받은 보안
대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보안이 까다로운 조직에서도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협업 도구로
기업의 성과와 경쟁력을 높여보세요
언택트 환경에서도 소통, 협업, 근태관리까지
TIGRIS 하나로 충분합니다.

사용할수록 강력해지는 커뮤니케이션
빠르고 탁월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기업의 디지털 자산을 축적하세요

TIGIRIS

WHY TIGRIS?
TIGRIS는 특별합니다

TIGRIS만 가능합니다

01 무제한 용량

02 독보적인 근태관리 시스템

반복되는 지루한 백업, TIGRIS는 무제한 용량을 제공합니다.

주 52시간 근태관리, 본질은 통제가 아닌 생산성 향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기업의 큰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급여시스템 연동, AI챗봇, PC-OFF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TIGRIS 가 유일합니다.

무제한

TIGRIS
N사

1TB

T사

1TB

M사
G사

500GB

30GB
*1계정당 최대 사용 가능 용량 기준

TIGRIS는 편리합니다

03 이제 모바일에서도 쉽게
TIGRIS는 사용자의 관점에 꼭 맞춘 서비스입니다.
PC환경은 물론 모바일에서도! 그 어느때보다 빠른 협업을 경험하세요

의 다양한
기능을 소개합니다

뉴스피드

캘린더

커뮤니티

근태관리

메신저

이메일

화상회의

#지식

저장소

전자결재

AI업무비서

TIGRIS 주요 기능 소개

뉴스피드
커뮤니티

#

타임라인 기반으로 놓치는 정보가 없도록!
뉴스피드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

02 빠른 피드백과 히스토리

사용자가 소속된 피드 하나로 구성된 실시간 타임라인과

메일 없이도 가능한 의사소통과

찾고 싶은 게시글은 검색으로 바로 확인하세요

중간 참여자도 한 눈에 히스토리 파악이 가능합니다

메신저
화상회의
이메일

전자결재

캘린더
근태관리
#지식
저장소

AI 업무비서

03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서 모든 기능을 사용하세요

04

게시물 구분으로 업무의 중요도 확인
일반 게시글과 설문은 물론 일정까지 다양한 형태의 게시글을
올려보세요 업무의 중요도를 색상으로 구분하여 더욱 편리합니다

이야기

긴급

중요

일반공지

TIGRIS 주요 기능 소개

#

부서별, 프로젝트별로 손쉬운 구분
부서, 팀, 프로젝트, 점포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어보세요

뉴스피드

커뮤니티
01 한 눈에 보기 쉽게 그룹 구분
메신저

화상회의
이메일
전자결재

캘린더
근태관리
#지식
저장소

AI 업무비서

02 간편한 생성과 강력한 보안

조직은 물론 팀/프로젝트 단위로 생성하고

간단한 조작으로 빠른 커뮤니티 개설과 공개여

관심 설정과 검색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부와 권한 설정으로 보안에도 뛰어납니다

TIGRIS 주요 기능 소개

#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은 물론 화상회의까지
퇴근 후에도 울리는 개인 메신저, 이제는 벗어나세요

뉴스피드
커뮤니티

메신저

01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빠른 협업
간단한 채팅방 개설로 개인/팀별 채팅을 해보세요
실시간 대화로 빠른 협업이 가능합니다

화상회의
이메일
전자결재

02 업무와 일상의 분리
퇴근 후에도 지겹게 울리던 카톡 지옥은 그만!
업무용 메신저로 일과 생활의 분리가 가능합니다

캘린더
근태관리

03 파일 공유 기능
파일 업로드와 다운으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채팅방에서 공유된 모든 파일은 기한에 상관없이

#지식
저장소
AI 업무비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TIGRIS 주요 기능 소개

#

재택근무에도 막힘없이
언택트 시대, 재택근무에도 화상회의로 막힘없이 소통하세요

뉴스피드
커뮤니티

메신저

화상회의
이메일

전자결재

01 화상 채팅 기능
채팅방에서 간편하게 화상회의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자료 공유로 실시간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02 화면 공유 기능
회의자료, 웹페이지, 이미지 등 공유하고 싶은 자료를
모두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림판 기능의 수정과 체크로
스마트한 회의를 경험하세요

캘린더
근태관리

#지식
저장소

AI 업무비서

03 대규모 회의 지원
최대 50명까지 입장 가능하여 대규모 회의에도 적합합니다

TIGRIS 주요 기능 소개

#

비즈니스용 메일 서비스
무제한 용량으로 필요한 외부 업무를 처리하세요

뉴스피드
커뮤니티

메신저

01 회사 도메인 연동 서비스
회사 도메인(@회사명.com)을 연결하여 비즈니스 메일을
사용해보세요 최대 3개 멀티 도메인도 연동 가능합니다

화상회의

이메일
전자결재

02 무제한 용량
백업 할 필요없이 무제한 용량으로 메일을 사용하세요
간편하게 Outlook 연동도 가능합니다 (POP3, IMAP)

캘린더
근태관리

#지식
저장소

AI 업무비서

03 팀메일 기능
팀계정 생성으로 간편하게 내용을 공유하세요

TIGRIS 주요 기능 소개

뉴스피드

#

다양한 양식과 신속한 결재
푸시 기능으로 바로 확인하고 모바일에서도 기안과 결재를 동시에 처리하세요

01 PUSH로 빠른 처리
푸시를 통해 외부에 있더라도 신속한 결재가 이뤄집니다

02 다양한 결재양식 제공
품의, 휴가 등 다양한 기본 양식에 특정양식도 생성 가능합
니다

커뮤니티
메신저
화상회의
이메일

전자결재
03 강력한 모바일 연동
캘린더

모바일에서도 가능한 기안과 결재로 어디서든 간편하게

04 이전 문서 불러오기 기능
이전에 결재 받은 문서를 첨부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높여보세요
하나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연계하여 불필요한 문서작업을 줄여줍니다

근태관리

#지식
저장소

AI 업무비서

TIGRIS 주요 기능 소개

#

모두가 확인 가능한 일정관리
일정 등록과 참석투표로 원활한 스케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뉴스피드
커뮤니티

01 한 눈에 확인 가능한 모든 일정
메신저

전체는 물론 개인/조직/커뮤니티별로 일정 확인으로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
이메일
전자결재

캘린더
근태관리

02 일정 참여와 편집 기능
공동 캘린더로 일정을 공유하고 참석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사전에 공유해야 하는 파일이나 내용
들을 팀원들과 공유해보세요

03 이벤트 설정과 반복 일정
사내 이벤트나 외부 프로모션 등 함께 공유하고 싶은

#지식
저장소
AI 업무비서

이벤트나 매주 반복되는 일정은 중복 등록이 아닌
반복 일정으로 빠르게 등록해보세요

TIGRIS 주요 기능 소개

뉴스피드
커뮤니티

#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입니다
본사부터 알바까지 완벽한 근태관리를 경험하세요 물론 모바일도 지원 가능합니다.

01 전자결재와 연동되는 연차/휴무 관리

02 외부 서비스 연동

근로자는 개인별 연차 관리를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ADT캡스, 세콤 등의

관리자는 조직원의 근무 현황을 확인 가능합니다

외부 서비스와 쉽게 연동 가능합니다

메신저
화상회의
이메일
전자결재

03 보다 쉬운 근태관리
캘린더

근태관리
#지식
저장소

AI 업무비서

04 잔여 근무시간 알림 & 자동 급여 정산 시스템 연동까지

GPS 기반의 출퇴근 관리 기능과 탄력/교대/시차출퇴근

주 52시간 기반의 근무 시간 알림 기능과

재택근무 등 모든 근무 제도를 지원합니다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도 자동 정산이 지원됩니다

TIGRIS 주요 기능 소개

뉴스피드
커뮤니티

메신저
화상회의
이메일
전자결재
캘린더
근태관리

#지식
저장소
AI 업무비서

#

필요한 데이터는 빠르게 검색하세요
#지식은 쌓여진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하여 쉽게 볼 수 있습니다

01 해시태그 기능

02 지식 자동 분류

게시물의 해시태그를 클릭하면 같은 해시태그로 묶인

해시태그를 걸어주면 유사 단어끼리 알아서 묶어줍니다

내용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똑똑한 #지식 기능으로 손쉽게 자료를 관리하세요

TIGRIS 주요 기능 소개

#

무제한 용량으로 언제 어디서나
한 번 올라간 파일은 영구보존으로 필요할 때 꺼내 보세요

뉴스피드
커뮤니티
#

메신저

01 무제한 용량의 저장소 기능
힘들게 만들어 놓은 귀한 자료들..언제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귀찮고 불안하셨죠? TIGRIS는 무제한 용량으로

화상회의
이메일
전자결재
캘린더
근태관리
#지식

저장소
AI 업무비서

영구보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2 필터 기능
복잡하고 여러 이름으로 분류된 파일이라면
필터 기능을 이용해 보다 빠르게 확인하세요

TIGRIS 주요 기능 소개

뉴스피드

#

AI업무비서가 알려주는 스마트한 업무
AI챗봇이 알려주는 알림으로 더욱 편리하게

01 출/퇴근 알림 기능
AI챗봇이 설정된 출퇴근 시간에 맞춰 알림을 전해줍니다

커뮤니티

연장근무 신청도 터치 한 번으로 간단하게 신청

메신저
화상회의
이메일
전자결재

캘린더
근태관리
#지식
저장소

AI 업무비서

02 전자결재 알림
잊기 쉬운 전자결재도 AI챗봇의 알림으로 빠른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고객사례

서비스

패션

이노션월드와이드
“쉽고 빠른 커뮤니케이션은
없을까요?"
TIGRIS 하나로 회사 내
업무시스템이 통합되며
효율성도 높아지고
팀별, 개인 간 업무 및 일정을 실
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어 공유
와 협업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룹사

엔캣(못된고양이)
“전국 150여개 가맹점을
한 눈에 보고싶어요"

전국매장과 1:1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전체 공지도 한 번 에 가능하니 업무
의 여유가 생기고 점주님들과
긴밀히 소통 할 수 있어 가맹점과 본사의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모든 업무 내용은 TIGRIS로만 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도 막을 수 있어요

삼구아이앤씨
“1,500명의 근태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해요"

많은 인원의 근태관리가 힘들었는데
TIGRIS 사용으로 1,500명의 출
퇴근, 휴가관리, 근태기 연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간편하고 손쉽게 해결 했습니다

고객사현황
약

20,000명 이상의 사용자가
로 소통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훈 컨설턴트
D. 02-6925-1130 M. 010-9146-5971
shkim@belli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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