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잡해지는 글로벌 시장,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생산성을 강화하는 것은 

기업 성장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툴인 

메신저부터 점검해 보세요.

보안 걱정 없는 환경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돕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메신저는 따로 있습니다.  

  

협업을 위한 메신저는 
따로 있습니다.



Nexoffice Messenger는 언제 어디서나  
막힘없이 협업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기능과 
안전하게 보호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더 큰 성장을 위한 협업 문화의 기반
Nexoffice Messenger와 함께 
쉽고 빠르게 만들어 보세요.



Nexoffice Messenger와   
달라지는 팀워크를 경험해보세요.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시작

업무대화에
최적화된 기능

차별화된 
보안

간편하게 회사의 동료들을 

등록하고 서비스 환경을 

설정 할 수 있는 Admin을 

제공합니다.  

직관적이고 친근한 메신저의 

사용성을 제공하여 사용자는 

별도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바로 업무에 메신저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대화 중 클릭 한 번으로 

음성/영상/화면을 공유하며 

언제 어디서나 생생한 

협업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업무 대화나 맥락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차별화된 기능들도 

제공합니다.

업무 대화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화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사용자는 보안 기능을 

활용하여 스스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며 

관리자는 기업의 특성에 맞는 

보안 수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Key Functions 한 곳에 모인 듯
음성대화로 생생하게

음성, 영상 공유 
대화방 참석자들과 더욱 정확한 협업이 필요한 경우 
탭 한번으로 즉시 음성대화를 시작하여 음성과 
영상을 공유하며 생생하게 협업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협업도 간단하게
풀어주는 업무 특화 기능

주소록 
이름, 부서, 전화번호, 담당 업무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편리하게 상대를 검색할 수 있고 업무 단위별로 
그룹을 만들어 연락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답장
다른 대화 내용에 밀려 흘러가버린 중요한 업무 
내용이 있다면 답장 기능을 활용하여 다시 
되살리고 정확한 협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Active Speaker
대화 중 현재 말하고 있는 사람의 프로필 혹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참석자에게 집중하고 싶다면 핀 기능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 메시지 저장
기억해야 하는 내용은 놓치지 않도록 중요 메시지로 
저장해 두고 모아서 확인할 수 있고 알림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 공유와 판서
음성대화 중 ‘스크린‘ 아이콘을 선택하면 PC는 물론 
모바일의 화면도 바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판서 기능을 
활용하면 더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초대 이전 메시지 조회
대화 중 새로운 참석자를 초대할 경우 이전 
메시지를 조회할 수 있는 옵션을 설정할 수 있어 
업무 맥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iOS에서 중요 메시지 저장, 답장 기능은 제공 예정 입니다. 



차별화된 보안과 
업무 시스템 연계

대화 암호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업무 환경을 위하여 
AES1 256-Bit, SHA2 256-Bit 적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 합니다.

발신취소
잘못 보낸 메시지도 걱정할 필요 없이 
발신취소 할 수 있어 내부의 정보 유출 위험을 
줄여줍니다.

비밀대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대화는 서버에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비밀대화방을 모바일 앱에서 
만들어 나눌 수 있습니다.

업무 시스템 연계
메신저의 Open API를 활용하여 Nexoffice 협업 
솔루션은 물론 사내/외 업무 시스템들과 연계하고 
일부 업무도 메신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AES :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2 SHA : Secure Hash Algorithm



Nexoffice Messenger와 함께  
기업 생산성을 쉽고 빠르게  
올려보세요. 



복잡한 협업 툴과 시스템을 오가며 

낭비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고 

빠르고 정확한 협업이 가능하여 

워라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워라밸 문화 정착

업무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메신저를 분리하고 차별화된 

보안 환경에서 자유롭게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보안 리스크 감소

강화된 업무 특화 기능으로 기업의 

협업 생산성이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합 제공하여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업무 시스템과도 

양방향 업무가 가능합니다. 

협업 생산성 향상



글로벌 협업도 빠르고 정확하게

해외의 담당자들과 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비나 

서비스 준비 없이도 얼굴보고 이야기 하는 것처럼 

생생한 협업이 가능합니다. 

대화방에서 탭 한번으로 음성대화를 시작하고 

음성/영상/화면을 공유하며 의사결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Unleash the 
potentials 
of Nexoffice

Use Cases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시작

친근한 사용성을 제공하여 새로 입사한 동료도 

별도 교육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 부서, 

전화번호, 담당 업무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대화 상대를 

검색하고 자신에게 딱 맞는 연락처도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초대 이전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흐름 

파악도 간편합니다.

업무 시스템과도 스마트하게 협업

Open API를 활용하여 연계된 업무 시스템의 

알림을 받고 간단한 업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영지표, 설비 이상 등 주요 정보를  

안전한 보안 채널인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즉시 다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양방향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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