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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Schedule Sharing

PLANNER- 3S
스마트한 업무 공유 및 알림 솔루션

Smart Schedule Sharing
Planner-3S
사용 효과

PLANNER- 3S
스마트한 업무 공유 및 알림 솔루션

효율적인 업무 관리 및 전달
한번의 등록으로 일반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하드웨어의 제약없이 일정을 확인하고,
스마트 기기의 PUSH 서비스로 등록한 일정을 전달함으로써 일정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신속하게
전달하여 업무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문서 관리 및 공유

PLANNER-3S는 복잡하고 많은 업무 및 일정으로 조직적인 관리가 어려울 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된 최상의 스마트 스케줄 공유 솔루션입니다.

PC에서 작성한 엑셀, 한글 등의 업무 문서, 스마트 기기에서 전달받은 이메일, 스마트 기기로
촬영한 사진을 신속하게 문서함에 저장하여 필요한 사람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파일을 업로드하여 보관함으로써 PC 포맷, 파일 손상으로 인한 자료의 유실을 방지합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일정관리와 문서관리, 일정 공유 기능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하세요!

실시간 일정 알림
업무의 중요도, 실시간 확인 필요성 여부에 따라 일정 등록 / 수정 시 알림 여부를 선택하면
등록된 사용자의 스마트 기기로 알림이 전송되어 편리하게 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asy & Simple
누구에게나 익숙한 달력, 리스트 형태의 UI를 사용하여 별도의 교육 없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 팀 단위 일정 통합
전체 일정 관리 및 공유는 물론 각 조직(팀)별 일정 관리를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일정관리

문서관리

월별 일정 / 일별 일정 /
일정보기 / 일정등록

문서 등록 / 문서 관리 /
문서 공유

Planner-3S
주요 기능

웹과 모바일에 특성에 따라서 기능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웹사이트

모바일

월별 일정 관리 및 공유
일별 일정 관리 및 공유

일정 공유 & 알림

일정 및 업무 요청 등록

일정 공유 / 일정 푸시 알림

알림 수신 및 확인

간편 등록
이메일 수신

일정 보기 및 검색
업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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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관리

일정공유

확인 기능

문서 관리 (공유)
간단 메모 (전체 공지)

모바일 / 웹 PLANNER-3S

문서관리

업무 확인 및 수행

스마트한 업무 공유 및 알림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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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ER- 3S
Web

PLANNER- 3S
Mobile

알림설정 ON/OFF
간단 메모

일별일정화면

캘린더 및 월별 일정
일별 일정

월별 일정

공지/문서함

업무 공지 및
문서 관리

부서 및 학부

(학과 / 캘린더 / 공지·문서 / 공유)

캘린더와 업무 공지, 일정 등 다양한 기능을 한 페이지에
집약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한눈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 일정 관리가 가능합니다.

주요 기능 및 특징
1. 일정관리
●

월별 일정 관리

●

일별 일정 관리

●

일정 등록
(중요도, 시간, 알림, 내용,

2. 공지 / 문서
●
●
●
●

단체
문서
문서
문서

업무 공지
등록
공유 (전체 공유)
관리

3. 간단 메모
●
●
●

메모 등록 및 보기
공지사항으로 등록 가능
관리자 권한 작성

●
●

전체 / 팀 단위 관리
세밀한 조직 관리

모바일 버전의 업무 관리 솔루션으로 웹의 기능을 간편하게 이동하면서
사용 가능합니다.
복잡한 절차없이 단순하게 일정을 관리할 수 있어 좋고, 푸시 알림을 통
해 실시간으로 일정이나 업무 요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및 특징

4. 팀 / 부서 관리

1. 일정관리
●

●

2. 공지 / 문서

월별 일정 관리

●

(한달 일정을 한눈에 파악)

●

일별 일정 관리

●

단체 업무 공지
문서 공유 (전체 공유)
문서 다운로드

3. 공유
●

일정 및 업무 공유

4. 푸시 알림
●

중요 일정이나 업무 요
청 푸시 알림 기능

(시간에 따른 일정 파악)

첨부 파일 등록)
●

메인 버튼

●

일정 보기
(월별, 일별)

일정 보기
(월별, 일별, 키워드 검색)

중요도, 시간, 알림, 첨부파일의
상세 항목에 따라 간편하게 일
정 내용 작성이 가능하며 일정 알
림 선택 시 메일로 내용이 발송
됩니다.

업무에 관련된 공지사항을 전체
적으로 공지할 수 있으며,
문서를 공유하고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메모 기능을 통해 전체 부
서나 학부의 공지사항을 모두에
게 알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부서나 학부같은 팀별 관리와 전
체적인 통합 관리가 가능하여 최
적화된 업무 및 일정 정보 공유가
쉽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업무 일정 확인이 가능
하여 신속하게 피드백을 주고 받
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클릭 시 문서가 다운로
드 되며 바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일정 공유 기능을 통해 서로 일정
을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

푸시 알림을 통해 신속하고 즉각
적으로 일정이나 업무 요청 확인
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한 업무 공유 및 알림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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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ER- 3S
적용사례 및 분야

PLANNER- 3S
제작사 안내
상경대학

적용 사례

/ 2012년 도입

회사 정보
IT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

PAUL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술력과 실행력으로 고객이 필요로하는 최적의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교학부와 대학원 및 12개학과

적용 분야

●

컨텐츠 : 월별·일별 일정관리, 업무게시판, 메모

●

효과 : 학사일정관리 효율성 증대, 업무 관리 및 전달 효율성 증대, 안정적인 문서 공유

대학/초·중·고

관공서·정부기관

교육업계의 학사 일정을 효과적
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정 및 업무관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타

중요 기업 일정과 부서별 업무 요
청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
습니다.

유치원, 교회, 개인 병원 등
다방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 경성대학교 사회관 BIC B111호

TEL

051) 924-0404

FAX

051) 627-8029

E-mail

help@paul-it.com

홈페이지

http://www.paul-it.com

블로그

http://blog.paul-it.com

사업 분야

SI

영업 관련 중요 일정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영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R&D

홈페이지

FUNI-Q ERP

이지앤셀

기술혁신연구센터

웹사이트 제작

중소기업 맞춤형 ERP 수발

오픈마켓을 관리하는 통합

정보기반기술, 핵심상품기

전략적 컨설팅 및 최적화된

주, BOM, 생산, 임가공, 영

솔루션 (이미지 호스팅 / 모

술, 미래가치기술에 대한

설계를 통해 홈페이지, 쇼핑

업, 재고, 창고, 통계 관리

아서비스 / 카운터)

R&D 활용 수행

몰, 모바일, 마케팅 구축 서
비스를 제공

MOBILE ERP

버디위드

연구활동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수

스마트 골프 경기 관제 및

스마트 기기 G-센서 감지

e야디지

활용 기초 연구, HTML5의

발주, 거래처, 재고, 구매,

영업업무

Service

판매관리

산업 전반 활용에 관한 기

관리자와 경영자를 위한 통

초 연구 등

합 경영 정보 제공

스마트한 업무 공유 및 알림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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