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SW (협업 도구)

카테고리

클라우드 기반
커뮤니케이션
도구
(Communication
Management)

협업 도구
협업도구 설명
· 프라이빗 서버에 다운로드해 설치 가능. 채팅 도구
매터모스트 일 뿐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 호환 등 넓은 호환성
(Mattermost) 을 가지고 있음
http://www.mattermost.org
· 클라우드 기반 팀 협업 도구로 “모든대화와 지식
슬랙(Slack) 을 위한 검색 가능한 로그” 로 불림
https://slack.com/intl/en-kr
· 클라우드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icrosoft365 다양한 오피스를 원격 환경에서 활용하여 협업이
(구,Office365) 가능한 플랫폼
https://www.microsoft.com/ko-kr/microsoft-365
·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소프트
G스위트
웨어 도구로 G메일, G드라이브, 행아웃, 캘린더,
(G Sutie)
문서도구 등이 포함
https://gsuite.google.co.kr/intl/ko
페이지에서 할 일, 파일 공유, 의사결정, 일정 및
콜라비 ·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등이 가능한 이슈기반 협업 소프트웨어
(Collabee) https://www.col
labee.co/ko/welcome
및 업무추적, 파일공유, 메신저, 일정공유,
플로우 · 업무처리
프로젝트 관리 등이 가능한 통합 협업 소프트웨어
(Flow) https://fl
ow.team/product.act
· 오픈스택 클라우드 기반으로 화상회의, 프로젝트
토스트
관리, 메신저, 일정, 드라이브, 주소록, 위키 기능
워크플레이스 이 가능한 NHN 협업 소프트웨어
https://www.toast.com/kr
화상미팅, 온라인세미나, 교육, 채팅 등
콜라보엑스 · 클라우드
을 제공하는 통합 영상 협업 소프트웨어
(Collabo X) https://col
labox.work
· 업무용 메신저, 그룹피드, 쪽지, 클라우드 활용, 오픈API
팀업
제공 등이 가능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협업 소프트웨어
(TeamUP) https://tmup.com
· 업무/협업을 위한 메신저, 파일공유, 검색 등의 기능
잔디
을 갖춘 토스랩 협업 소프트웨어
(JANDI) https://www.j
andi.com/landing/kr
· 원격지에서도 협업을 가능케하는 온라인 화이트보드, 메모,
리얼타임보드 이미지, 동영상, 각종 문서, PDF, 엑셀 등 다양한 콘텐츠를
(RealtimeBoard) 캔버스에 올려놓고 다른 팀원과 자유롭게 의견 교환 가능
https://miro.com

카테고리
작업관리
(Task
Management)

시간추적
(Time Tracking)

프로젝트 위키
(Project Wikis)

개발도구
(Development
tools)

협업 도구
협업도구 설명
고객 관계 관리, 문서 관리 및 프로젝트 관리를
마이콜 · 위한
랩(MyCollab) https://gi도구
thub.com/MyCollab
· 작업관리 및 버그 추적 시스템, 프로젝트 관리
지라(Jira)
소프트웨어
https://www.atlassian.com/software/jira
· 린&애자일 개발 지원가능한 SW프로젝트 관
블러썸
리 툴로써, Bottleneck을 찾아주고 퍼포먼스
(Blossom)
분석을 통해 효율적 개발 지원
https://blossom.co
· 무제한의 사용자 및 시간 시트 항목을 지원하여
키마이(Kimai) 쉬운 한번의 설치로 모든 팀 구성 요소를 처리
https://www.kimai.org/about
· 간단한 시간 추적과 강력한 보고 기능의 타임
토글(Toggl) 트래킹으로 팀의 생산성 향상
https://toggl.com
· 프로젝트 관리분야에서 익숙한 간트차트를
팀간트
온라인으로 구현하여, 쉽게 공유하고 협업
(Teamgantt) 할 수 있음
https://www.teamgantt.com
위키 페이지 제공 및 프로젝트별 게시판
레드마인 · 프로그램
기능을 제공
(Redmine) https://www.redmi
ne.org
· 프로젝트의 각 세부 정보를 단일 데이터베
이스에 기록, 소프트웨어 개발 용어집과
팀메타
연결하여 알 수 없는 용어나 기술에
(teamMeta) 백과사전을
대한 설명 제공
http://www.teammeta.com
리스트, 위키스타일의 웹문서, 마일스
베이스캠프 · To-do
톤 관리, 파일공유, 메시징 등을 제공
(Basecamp) https://basecamp.com
· 컴퓨터 파일의 변경사항을 추적하고 여러 명의
사용자들 간에 해당 파일들의 작업을 조율하기
깃(git)
위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
https://git-scm.com
기반 버전 관리 저장소 호스팅 서비스를
비트버킷 · 웹제공하는
버전관리시스템
(Bitbucket) https://bitbucket.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