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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현황

“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최고의 선택 ”
∙ 전국 성모병원등 의료진과 임직원 3만여명이 사용 중입니다.

국내 대표 금융사

∙ 이상결과보고, 응급상황 조기알림등 기존의 문자로 전송하던 사항을

동시에 사용 가능한
“ 12만명이
막강한 협업툴
”

팀업으로 대체하면서 연간수천만원의 SMS 발송 비용을 줄였습니다.
∙ OCS, EMR 연동을 통해 기존 업무 시스템의 모바일 활용을
높였습니다.

∙ 임직원, 협력사 직원 포함 12만여명이 사용 중입니다.

∙ 기업 고객이 예약 요청 정보도 놓치지않고 챗봇을 통해 알림을

∙ 일정, 할일, 투표 스케줄에 따라 챗봇알림이 수신되어 중요한 업무를

받을수 있어 중요한 업무의 지연이나 누락을 방지할 수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있게되었습니다.

”

협업 실현, 챗봇 통함
“ 효과적인
업무 효율 UP
”

∙ 임직원, 협력사 직원 포함 3천여명이 사용중입니다.
∙ 챗봇을 통해 외부 시스템 알림을 받아 볼 수 있어 업무 조회와 처리가
편리해졌습니다.
∙ 긴급 상황시 메일이나 유선연락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슈 공유를 할
수 있어 빠른 사전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 중요한 문서 열람시 보안 조치를 위해 문서변환 서버를 연동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팀업이 제공하는 챗봇 API를 활용하여 자체 개발한 챗봇으로
빠르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을 팀업으로 빠르게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임직원, 대리점, 현지가이드를 포함 1만1천 여명이 사용중입니다.

여행상품 예약현황, 박람회에서의 상담통계 등업무 관련 통계 사항을

∙ 팀업 API를 활용한 알림 챗봇 기능으로 결재, 휴가신청, 메일알림

메일이나 유선연락보다 빠른 공유

현지가이드, 글로벌 이용에도
“ 대리점,
문제없다
”

팀업은 기업의 내부 시스템 및 환경을 고려해

∙ 한미약품 그룹 임직원 및 협력업체 인원 총 4천 여명 사용중입니다.

필요한 협업 기능을 디자인합니다.

∙ 통역봇이 자동으로 한>외, 외>한 번역을 해주어 각국 현지담당자와
채팅시 빠른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에 PC에서만 가능했던 방문자, 회의실 예약을 모바일에서
챗봇으로 손쉽게 할 수 있어 편리해졌습니다.
∙ 협업채널 일원화로 지식 자산을 관리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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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현황

이미 다양한 기업에서 팀업을 통해 업무 혁신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고객사 21,389 개사, 이용자 수 1,441,210 명 (2021.4월 기준)

On-Premise형

SaaS형

고객사의 내부 상황과 업종별 특징에 따라 최적화된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 업무 흐름의 끊김 없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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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 방식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방식의 변화

• 감염 방지를 위한 비대면근무 확산
• 비대면 업무 처리를 위한 디지털 기
술 도입
•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 실험과 전
환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방식의 변화는 디지털 워크를
가속화 시키고 업무 경험의 혁신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협업 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협업 방식의
문제점

디지털 워크의가속화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협업하는

새로 • 교체 주기가 긴 기업 시스템 특성상

운 방식을 도입하는 기업의 흐름
• A.I.기술, 챗봇을 협업에 활용하는
도 증가

메일, 유선전화, 개인용 메신저의 사용
시

으로 업무 자료가 분산되는 문제

“애자일(Agile) 조직”
도입의 확산
•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속하고 유연
한 협업 방식 도입이 확산

“대기업의 협업툴
인식 변화
• 기존 그룹웨어, 단순 메신저 사용에
서 협업툴 채택 증가

• 빠른 공유와 피드백이 가능한 업무
용 툴 도입 필요성 증가

협업툴에 대한 관심 증가
팀업 2021년 10월 사용자수 YoY 16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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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팀업을 선택해야하는 이유

업무 혁신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팀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규모
구축경험
노하우

신뢰할 수 있는
기업

01

신뢰할 수 있는 기업
대외적으로 보안 및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 ESTsoft가 만든 제품

02

대규모 구축경험노하우
12만명 규모의 대규모 구축경험은 물론 금융, 의료,
유통 등 다양한 산업군 구축 노하우를 통해 기업에

GS인증
1등급

03

GS인증 1등급
GS인증 1등급 획득으로 제품력과 보안성이
검증된 제품

맞는 커스터마이징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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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팀업 특장점

우리 회사에 딱 맞는 협업툴, 팀업
획일적인 협업툴에 기업 DNA를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 DNA 맞춰 협업툴을 디자인하세요.
국내 최초 기업 맞춤형 협업툴, 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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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팀업 특장점

기업 환경에 맞춰 협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과 기업에 특화된 확장성 있는 연동을
디자인합니다.

1. 업무 중심의 협업과 실시간 소통 기능

2. On-Premise형태의 안정적인 메신저 시스템 제공

업무관리(그룹피드/일정/할일등)와 업무용 메신저를 같이 사용하며

대규모 동시접속에서 쾌적한 사용 환경 제공은 물론 불안정한

협업과 소통이 가능한 환경 제공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입력 메시지 순차 전송

3. 사내 시스템과 확장성 있는 연동 지원

4. AI챗봇 및 API연동 지원

기존의 업무 시스템뿐만 아니라 도입할 신규서비스까지 유기적

각기 업무에 따른 대화 엔진 자체 제작이 가능하며, 결재봇, 통계봇,

연계를 지원하며 대규모 기업 연동 경험으로 노하우 겸비

검색봇, HR봇등으로 활용 가능

5. 관리가 편한 고도화된 관리자 페이지 제공

6. 쉽고 친숙한 UI/UX 및 외부 협력사 소통

각 기업 환경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자 기능을

별도의 학습이 필요 없는 쉬운 인터페이스 제공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제공하여 트리구조의 부서관리, 활용통계, 다양한 보안설정 및 감사

전 직원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하며, 초대기능으로 외부 협력사와

기능을 통해 업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

함께 협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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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팀업 기능 비교

팀업은 국내 기업에서의
협업과 관리에 특화된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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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 눈에 보는 팀업 기능

그룹피드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팀업의
다양한 기능을 소개합니다

대화

쪽지

알림

챗봇

드라이브

통합검색

할일

투표

파일

일정

시스템 연동

설정

보안

관리자

10/34

7. TeamUP 4.0 주요 업데이트 기능

UI/UX

∙ 기본모드, 미니모드 제공

그룹피드

∙ 공개 그룹피드

업무 스타일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해 사용

초대로만 가입가능 했던 그룹피드 이외의

할 수 있는 기본모드, 미니모드 제공

동료들이 검색하고 가입할 수 있는 공개 그
룹피드 제공

∙ 그룹피드, 동료/대화창 통합
분리되있던 그룹피드와 동료/대화창을 하나
로 통합

∙ 즐겨찾기 그룹피드 폴더

∙ 대화 회수
잘못 보낸 메시지를 회수할 수 있는 기능

쪽지

∙ 예약 쪽지
쪽지 발송 예약 시간을 설정할 수있는 기능

∙ 팀 스위칭 기능
∙ 북마크 설정

웠던 화면을 팀 스위칭으로

중요한 게시글을 북마크 설정하면

분리해 제공

해당 게시글의 댓글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신규 기능

∙ 투표
그룹피드, 대화, 쪽지에서 투표를 생성하고
결과 공유

∙ 대화방 내보내기

∙ 쪽지 회수

단체 대화방내 참여자를 관리할 수

잘못 발송된 쪽지를 미수신 쪽지에 한해 회

있는 기능

수 할 수 있는 기능

∙ 할일
할일의 세부 항목별 진행 상태를 관리하고
그룹피드에 공유

즐겨찾기 그룹피드에 폴더를 생성하여 개인
별 관리가 가능

모든 팀의 자료가 한 화면에 보여 혼란스러

대화

∙ 대화방 상단 고정

∙ 쪽지 참조 추가

자주 사용하는 대화방을 대화목록 상단에

보내는 사람 이외의 참조인원을

고정할 수 있는 기능

추가할 수 있는 기능

∙ 일정
일정을 생성하고 동료를 초대하여 그룹피드
에 공유

중요한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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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 기능  그룹피드

동료들과 자유롭고 빠르게
협업할 수 있는 그룹피드
∙ 게시글과 댓글, 대댓글, 좋아요를 통한 빠른 피드백
∙ 편리한 업무 히스토리 공유
∙ 중요한 게시글은 모두 볼 수 있도록 하는 강제알림
∙ 특정 동료의 게시글만 모아보기
∙ 연관 게시글 링크 기능 제공
∙ 그룹피드 관리자 기능 제공
∙ 그룹피드 자동초대 기능
∙ 공개 그룹피드 제공
∙ 게시글 북마크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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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 기능  조직도

회사 구조를 모두 담을 수 있는
트리구조 형식의 조직도
∙ 트리구조 형식의 조직도 제공
∙ 직책, 직급명 관리와 정렬 순서 설정 가능
∙ 고객사 시스템과 연동하여 동료의 근태 상태 표시
∙ 동료 즐겨찾기 기능 제공
∙ PC/모바일 접속상태 실시간 확인
∙ 동료 연락처 검색, 전화 걸기 가능
∙ 고객사 조직도 연동, 겸직 지원 (구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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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 기능  대화 (메신저)

실시간 협업을
지원하는 대화(메신저)
∙ 실시간 그룹 대화 및 1:1 대화 가능
∙ 빠른대화 기능 제공
∙ 대용량 P2P 파일 전송
∙ PC에서 여러 개 대화창을 활성화해 동시에 대화 가능
∙ 대화방명, 알림 설정 변경 가능
∙ 대화 회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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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 기능  쪽지

단방향 공지성 내용을
공유할 때 편리한 쪽지
∙ 단방향 공지성 내용 공유 가능
∙ 쪽지 읽은 사람, 안 읽은 사람 목록 확인
∙ 예약 쪽지 발송
∙ 쪽지 회수 기능
∙ 쪽지 전송시 참조 입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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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 기능  통합검색

팀업의 업무 자료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
∙ 그룹피드, 대화, 쪽지, 파일 검색
∙ 파일 종류별 보기, 정렬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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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 기능  알림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는 알림
∙ 일반알림
∙ 강제알림
∙ 외부 시스템 연동 알림 기능 (구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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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 기능  파일

저장 기간 무제한, 동료와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파일
∙ 개별 파일 업로드 용량 2GB 제공 (프리미엄 기준)
∙ 대용량 파일 P2P 파일 전송 가능
∙ 파일 저장 기간 무제한
∙ 파일 공유하기 기능
∙ 파일 저장공간 드라이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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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 기능  드라이브

개인 업무 파일 저장도
파일 인수인계도 가능한
드라이브
∙ 개인 저장공간 30GB 제공 (프리미엄 기준)
∙ 드라이브 파일 검색 제공
∙ 남은 용량 확인 및 용량 관리 가능
∙ 파일 소유자 변경 기능으로 인수인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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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 기능  챗봇

업무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챗봇
∙ 챗봇 개발을 위한 팀업 API 제공
∙ 챗봇 샘플코드 및 개발 가이드 제공
∙ 사내 시스템을 챗봇 연동하여 모바일에서 사용가능
∙ 통역, 통계, 회사생활 봇 활용으로 불필요한 업무 감소
∙ 챗봇 개발 기술지원 제공 (별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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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 기능  시스템 연동

외부 솔루션 및 사내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 연동
∙ 외부 솔루션 연동으로 화상회의 기능 제공 가능
∙ 사내에서 사용 중인 그룹웨어 및 외부 솔루션 연동 가능
∙ 사내 시스템 연동하여 팀업으로 알림 수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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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 기능  투표

동료들의 의견 취합을
편리하게 할수 있는 투표
∙ 그룹피드, 대화, 쪽지에서 투표 생성
∙ 투표 리마인드 알림 기능
∙ 게시글 북마크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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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화면이아닌준비중인기능예시화면입니다.

8. 주요 기능  할일

프로젝트 세부 항목 별 진행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할일
∙ 할일 생성, 상태 및 기한 변경, 담당자 지정 가능
∙ 할일 리마인드 알림 기능
∙ 할일 변경 히스토리 보기
∙ 할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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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화면이아닌준비중인기능예시화면입니다.

8. 주요 기능  일정

동료들과 함께 업무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일정
∙ 일정 생성 및 참석자 초대 가능
∙ 일정 리마인드 알림 기능
∙ 캘린더뷰 보기 지원
∙ 반복 일정 지원
∙ 일정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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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 기능  설정

다양한 편의 기능이
제공되는 설정
∙ 다국어 설정 지원 (한국어, 영어, 중문(간체, 번체), 일본어)
∙ 알림 설정
∙ 푸시알림 내용 미리보기 여부 설정
∙ 잠금 모드 설정
∙ 기본모드, 미니모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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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 기능  보안

기업에서 안전하게 믿고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팀업의 보안
∙ 통신 및 데이터 보안 (SSL/TLS 통신, AES-256 암호화)
∙ 계정 보안 (계정관리 Oauth-Token, PC 동시 접속시 자동 로그아웃

기능, 패스워드 BCrypt 암호화, 로그인 알림 메일 발송)
∙ 모바일 보안 (APP 잠금, 생체인증)
∙ 초대장 발송시 도메인 제한
∙ 푸시알림 내용 미리보기 여부 설정 가능
∙ GS인증 1등급 획득으로 제품력과 보안성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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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 기능  관리자

기업 특성에 맞게 시스템과 팀을
관리할 수 있는 고도화된 관리자
∙ 관리자 추가, 삭제, 권한 변경 가능
∙ 조직도 및 동료 관리 (등록, 중지, 휴면 관리)
∙ 개인별 사용량 확인
∙ 챗봇 계정 관리
∙ 작업 로그, 파일 로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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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라이선스 안내

SaaS형
유형
요금

On-Premise 형 제공 기능

사용인원
1인별 용량
1회당 업로드 용량

On-Premise 형

스탠다드

프리미엄

무료

4,500원/월 부터

별도문의

50명 이하

결제한 인원 만큼 사용

500User 이상

5GB

30GB

설정가능

100MB

2GB

설정가능

∙ SSO 연동

주제 별 그룹피드

✔

✔

✔

∙ 조직도, 근태정보 연동

1:1 / 그룹 대화

✔

✔

✔

∙ 서비스명, 아이콘, 테마 변경

대용량 파일 P2P 전송

✔

✔

✔

∙ 고객사 전용 이모티콘 제공

트리구조 조직도 제공

✔

✔

✔

∙ 통합 알림 시스템

통합검색

✔

✔

✔

∙ 고객사 파일관리시스템 연계 (문서중앙화솔루션, DRM 등)

외부 사용자 초대

✔

✔

✔

∙ 데이터 일괄 삭제, 주기적 삭제 기능

관리자 페이지

✔

✔

✔

✔

✔

✔

✔

✔

✔

오픈 API 지원

✔

✔

✔

챗봇(Chat-Bot) 개발 지원

✔

✔

✔

커스터마이징

-

-

✔

기술지원 및 전문 인력 파견

-

-

✔

∙ 기타 요구사항 커스터마이징 협의 가능

멀티 플랫폼
(윈도우, 맥, iOS,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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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원 환경

Windows, MacOS, 개방형OS, Mobile의
네이티브 앱 제공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C
Windows 권장 사양: Windows 7(32/64bit), 8(32/64bit), 10(32/64bit)
macOS 권장 사양: OX 10.8 이상
Linux 권장 사양: Ubuntu 16 이상, Hamonikr 3.0(64bit)

Mobile
Android 권장 사양: Android 4.0 이상
iOS 권장 사양: iOS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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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입 문의

사내 도입 검토 전 무료로 사용해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문의 주세요

Live DEMO

상담신청

무료사용

데모체험 하기

도입 문의하기

무료 사용하기

팀업의 기능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해보세요.
50인까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웹에서 팀업의
그룹피드의 일부 기능을
체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팀업에 대해 가볍게 살펴보세요.

전문 담당자가 도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기업 환경에
맞는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해 문의해보세요!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 https://tmup.com/

전화번호 : 02-3470-2903

이메일 : help@tm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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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0-2021 보도 자료

최근 팀업의 소식을 참고해보세요

2020.03

2020.07

2020.10

2021.04

이스트소프트, 코로나19 확산에
클라우드 협업 플랫폼 ‘팀업’무료 제공

원격근무 솔루션, ‘2020 리모트워크
페어’ 참관 후기 (이스트소프트 블로그)

이스트소프트,
‘비대면 바우처’ 공급 기업 선정

이스트소프트,
‘팀업 3.0’ GS 인증 1등급 획득

2020.04
이스트소프트,
협업툴 ‘팀업’리눅스 버전 출시

2020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  IT서비스(협업툴) 부문
팀업(TeamUP)

2020.12
이스트소프트-유프리즘,
비대면 협업 툴 공동사업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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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회사 소개

A.I. 기술역량

27년간 축적된
소프트웨어
서비스 노하우

300만 명
이상의
유저 데이터

A.I. 기술 기반
최고 서비스 기업

회사 개요
회사명

㈜이스트소프트

대표이사

정상원

법인 설립일

1993년 10월 02일

상장일

2008년 7월 1일 (코스닥 상장)

본사 소재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 이스트 빌딩

자본금

49.5억원 (2019년 12월 기준)

주요 주주

김장중 외 특수 관계인 (지분율 29.37%)

임직원 수

149명 (2020년 상반기, 본사 기준)

홈페이지

www.estsoft.ai

A.I. 기술 기반 최고
서비스 기업
ESTsoft

이스트소프트는 1993년부터 만 27년 이상 국민 유틸리티 ‘알툴즈’와 국내 1위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 ‘알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국내 대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그 동안 이스트소프트는 편리함, 즐거움, 안전함의 가치를 담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3,000만명 이상의 개인, 정부, 교육기관 및 기업 고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이스트소프트는 ‘A.I. 기술 기반 최고의 서비스 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해, 그간 축적된 SW 기술력, 서비스 노하우 및 사용자 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여 R&D 성과 창출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32/34

13. 회사 소개

A.I. Plus

Business Tour Map

이스트소프트는 시각(Vision), 언어(Language), 금융(Finance), 보안(Security) 등
크게 4가지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확보된 기술을 기존 사업
및 신사업에 적용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VISION
∙ NLP

A.I.+

∙ TREND

A.I. Consulting
(B2B/B2G)

[보안]에 인공지능을 더하다
인공지능으로 판독한 보안 위협 정보와
대응 정보를 기반으로 더욱 안전한 통합
보안 환경을 제공합니다.

A.I.+

[검색]에 인공지능을 더하다

Chatbot (B2B)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사용자 분석 및 콘텐츠 추천
시스템과 인공지능(AI)을 통한 정형·비정형 데이터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더 편리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I.+
Finance

x A.I.

[도구(Tools)]에 인공지능을 더하다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소프트웨어를 제공
해, 기업 (B2B/B2G)과 개인 (B2C)의 편의와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

∙ Search
∙ Business

[금융]에 인공지능을 더하다

A.I.+
e-Commerce
A.I.+
Security

[쇼핑]에 인공지능을 더하다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미지 검색 서비스 및 가상 피팅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안경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구매 경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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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mup.com

협업툴을 디자인하다

help@tmup.com

우리회사에 딱 맞는 협업툴 설계부터 구축까지

고객지원 02-3470-2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