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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요



개요
   외부 소통 도구 메일과 내부 소통 도구 메신저, 업무관리를 위한 워크플로우를 모두 합쳤습니다.

여러 협업툴 사용 시 나눠진 솔루션에 
대한 작업 전환 시간 소요

포털메일과 개인메신저 사용, 문서 관
리 등으로 자료 파편화 발생

개인별, 팀별, 프로젝트 등 별도 관리
되는 일정으로 중요 업무 누락 발생

수동적인 업무 수행 및 보고서 작성에 
시간 낭비

계획에 따라 자율적인 업무 수행 가능

공유 메일함을 통한 인수인계 용이, 
업무 흐름 파악

쉽고 편리한 일정 관리 및 공유로 
체계적인 시간 관리

개인시간과 업무시간을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 강화

기존 협업툴 사용 시 SirTEAM 사용 후

개요



써팀이 일하는 방식
개요

써팀은 기존 협업툴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은 보완하고, 편의성은 더욱 극대화한 협업 솔루션입니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보고 및 회의 감소

업무 진행에 대한 가시성 확보
실수 · 누락 감소

써팀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 가능·

팀원 팀장 임원

개요



02. 운영환경



ㅈㅈ

운영 환경

▶  메일과 메신저를 하나로_임베디드 형태 구성

세계 최고 수준 보안성과 안정성을 
자랑하는 AWS 클라우드 기반 

PC, Tablet Mobile

다국어 지원 서비스
한국어 / 영어 / 인도네시아어

운영환경



써팀의 유용하고 쉬운 디지털 협업 워크플레이스

▶  메일과 메신저를 하나로_임베디드 형태 구성

▶  모바일 앱 제공 (써팀, 팀챗) 

운영환경



03. 기능소개

메일 · 메신저 · 워크플로우 · 캘린더 · 드라이브 · 게시판 · 대시보드



대시보드

게시판 내 공지사항, 워크플로우, 메일함, 나의 북마크, 캘린더 일정 확인
미확인 공지 및 메일은 볼드 표시로 구분되어 빠른 확인 가능 

오늘의 일정, 할 일 등의 주요 기능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공지사항, 메일, 나의 북마크, 워크플로우 바로가기

클릭으로 열기/닫기 가능

기능소개



메일

공유 메일함

스팸 차단 시스템

업무에 최적화된 메일로 원활한 메일 협업 서비스 가능

다양한 메일 검색 옵션, 좌우분할 메일정렬 방식
내 메일함, 공유 메일함을 통한 보고 회의 감소 

사칭메일 차단 기술 적용(SPF, DKIM, DMARC)
메일 송·수신 서버 통신 보안(TLS 1.3이상)
스팸 경고, 빠른 신고 버튼 등 편리한 보안UI

기능소개



메신저

주제별 채팅방 개설

투명도 조절

빠른 협업의 시작, 업무용 메신저(팀챗)

손쉽게 주제별 채팅방 개설
공감, 알림, 인용 등 다양한 대화 옵션기능 제공

대화창 투명도 조절 기능 

권서현

대화창 투명도 조절 기능 

기능소개



메일 & 메신저 공유기능
업무 메일을 마우스로 끌어당겨 메신저로 공유하세요

Drag & Drop으로 업무 메일을 메신저로 링크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을 지정하여 원하는 기간만큼 공유가 가능합니다.
(1일, 3일, 7일, 15일)

Drag & Drop 메일 공유

[SirTEAM] sirteam design

기능소개



워크플로우

워크스페이스

다양한 템플릿 제공

업무별 진척률 및 진행 상황을 공유해 보세요

사용자가 개설한 나의 워크스페이스와 
조직 내 다른 워크스페이스를 팔로우하여 공동 편집 가능

ToDo, 인사(HR), 소프트웨어 개발, 영업&CRM 등
직무에 적합한 템플릿을 선택하여 업무 적용 가능

대화창 투명도 조절 기능

기능소개



간트차트

간트 차트 (Gantt Chart)

엑셀 다운로드 기능

계획부터 실적까지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일간, 주간, 월간, 분기별 차트 확인 가능
조건 별(필터) 확인 가능 

간트차트를 엑셀로 바로 다운받아 출력 및 저장 가능

대화창 투명도 조절 기능

엑셀 다운로드

기능소개



캘린더

개인 및 공유 일정 관리

일정 초대 및 참석자 일정 조회

유연한 업무 일정 관리 

간편한 일정 등록/조회 
조직도 연동 통한 팀별 일정 공유

일정 공유 및 참석 동의/거부 실시간 공유
참석자 일정을 미리 타임테이블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

일정 초대 메일 알림

기능소개



연차 관리

연차 등록 및 관리

연/반차 등록 및 잔여 연차를 확인해 보세요

연/반차 등록 및 잔여 연차 확인가능
연차 등록 시 승인자에게 승인 알림 기능, 캘린더 자동 등록 

연/반차 승인 알림

기능소개



드라이브

조직도 연동, 공유 문서함

구글 드라이브 연동

쉽고 편한 파일 및 폴더 보관

쉽고 편한 인터페이스와 조직도 연동으로 빠른 공유가 가능합니다.
개별 대상자에게 폴더 공유가 가능합니다.

구글 드라이브와 써팀 드라이브 연동을 통해 쉽고 편하게 
파일 및 폴더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창 투명도 조절 기능

기능소개



게시판

감정표현, 댓글, 읽음 확인

공지사항, 중요표시

공지사항 및 소통 창구 커뮤니티

게시물에 다양한 감정표현을 남길 수 있으며(좋아요, 축하해요, 멋져요, 힘내요), 
댓글 및 읽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게시물은 대시보드와 게시판 오른쪽 상단에 고정되어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화창 투명도 조절 기능

피드/리스트 형식으로 보기 가능

게시판 관련 소식 공유

기획마케팅팀 미팅 자료 공유

SirTEAM 마케팅 기획안 전사 공유해드립니다.

기능소개



04. 요금 안내

FREE  / STANDARD / ADVANCED  PLAN



요금 안내

FREE STANDARD ADVANCED

써팀 하나로 최고의 효율과 합리적인 비용 지출

*VAT 제외 금액이며, 연간 계약 시 5% 할인이 제공됩니다.  

￦0
영구적으로 무료 이용 
최대 10인까지  
용량 1GB / 구성원당 

· 대시보드 
· 메일
· 캘린더
· 주소록
· 드라이브
· 워크플로우 (최대 5개)
· 게시판 (최대 5개)
· iOS 및 Android 전용앱

￦3,000
구성원 수 확장 무제한
용량 확장 가능
용량 15GB / 구성원당 

· FREE 모든 기능 포함 

· 게시판 (무제한)

· 워크플로우 (무제한)

· 메신저

· 조직도

· 감사 로그

· 스팸 필터

￦4,000
써팀의 모든 기능을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 
용량 15GB / 구성원당

· STANDARD 모든 기능 포함

· 워크플로우 간트차트 지원

· 개인별 연차 관리

· 메신저 메시지 영구 보관

· 유선 문의 지원

요금안내



05. 고객 지원

종합문의 / 전담 인원 배정 / 원격 모니터링 & 지원



고객 지원

써팀 서비스 이용에 궁금하신 점을 도와드립니다.

전담 인원 배정

고객사 별 엔지니어 배정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이슈 대응

원격 모니터링 & 지원

클라우드 모니터링과
원격 기술 지원

기술지원 :  070-7018-9267

종합 문의

1:1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070-7018-9260
ian@crinity.com

고객지원



메일기반 협업툴 써팀 
홈페이지 바로가기

업무 효율 향상의 시작
SirTEAM으로부터!

www.sirteam.net

ian@crinity.com

070-7018-9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