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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제품 도입 배경

“일과 삶의 균형,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 시행”
장시간 노동 개선을 통한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일. 생활 균형 실현

추진 배경

개정 전

시행시기

대한민국 근로자 연간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68시간 또는 60시간 (연장근로,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휴일근로 별개 해석)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예정
-300인 이상
(2018년 7월 1일 시행)
-50~300인 미만
(2020년 1월 1일 시행)
-5~50인 미만
(2021년 7월 1일 시행)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

필요성
OECD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장시간

주40시간+연장근로12시간+

개정 후

휴일근로 8 or 16시간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 52시
간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52시간 = 주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포함)

노동을 개선할 필요

는 고객의 52시간 근로제 준수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개발된 근무시간 관리 솔루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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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효과
제품 도입의 기대효과

“Work And Life Balance”

1

근로시간 관리의 효율화
시스템 기반 근무시간 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
상 및 비용 절감

회사의 기대효과

2

근무 집중도 향상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업무 집중도 향상

Work And Life Balance

3

근로 문화 개선
출퇴근 시간 준수를 통한 근로 복지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근로자의 기대효과

• 임직원 생산성 향상 및 조직문화 개선

• 일과 삶의 양립이 가능

• 꼭 필요할 때만 야간 업무 진행

• 체계적인 근무 시간 관리

• 충분한 여가시간 활용으로 삶의 질 개선

• 야근 시 합리적인 초과 수당 처리

• 합리적인 야근 수당 지급

• 불필요한 야근 감소로 삶의 만족도 증가

• 정시퇴근을 통한 업무 집중력 향상

• 인건비 및 운영비 감소

• 업무 집중도 향상

• 임직원의 자기개발 및 여가시간 활용

• 부서 및 개인 별 업무 편차 확인

• 생산성 향상으로 매출 증가

• 임직원 업무 능력 향상

• 인사 고과 데이터 활용

• 인건비 및 오피스 운영비 절약

• 유기적 업무시간 활용으로 부서간 협업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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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제품의 특징 및 장점

의 특장점

다양한 근무 시간 관리
편리한 이석관리

모바일 앱 기반
출퇴근 관리

근태 관리, 자원관리

다양한 형태의 정책 적용이 가능한
유연한 PC-OFF 솔루션

주52시간 근무제 준수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근무시간 관리 기능
및 이석관리 기능 제공

모바일 앱 기반의
외근/재택 출/퇴근 관리,
기능 제공

기간계 연동을 통한
근태 정보 획득 및 관리 기능 제공
PC자원관리 기능 제공

근무형태별 PC-OFF 기능 제공,
다양한 PC 차단 기법 제공, 긴급 사
용 기능 제공, 연장근로 신청-승인
기능 제공

기간별, 부서별, 개인별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시간 제어 기능 제공,
이석관리 사용여부 및 검출/확인/
소명 프로세스 제공

외근/재택 근무자의 현재 위치 기
반 출/퇴근 관리 기능 제공,
모바일 연장근로 신청 및 승인 기
능 제공, 이석관리 소명기능 제공

근태 정보 제공, 대시보드 및 다양
한 통계 제공, 외부 데이터 기반 근
태 정보 제공, PC의 하드웨어 및 소
프트웨어 자원 정보 제공

유연한 PC-OFF

Blueport WTMS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하여 주 52시간 근로제의 준수와 함께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업무 효율 개선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작된 근무시간 관리 시스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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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제품 주요 기능

의 주요 기능
근무 시간 관리 기능

모바일 관리 기능

관리 및 연동 기능

• 부서/인력 별 PC 종료 설정/해제

• 아이폰 / 안드로이드 앱 제공

• 근무시간 관리 통계 대시보드 제공

• 기간 별 PC 종료 설정/해제

•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사용 가능

• 다양한 근태정보 제공

• 근무표 기반 근무 시간 관리 기능 제공

• 출장 / 재택근무 지원 가능

• 출장 기록 관리

• 근무시간 통계자료 제공

• 스마트폰 LBS 기반의 출/퇴근 보고 기능

• 클라이언트 설치 현황

• 시간 외 근무신청 기능 제공

• 지정 위치 외 출/퇴근 시 소명 기능

• 클라이언트 하드웨어 현황

• 시간 외 근무승인 기능 제공

• 신규 위치 지정 기능

•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현황

• 결재자 및 대리 결재자 지정

• 앱 기반 시간외 근무 신청 기능

• 엑셀 다운로드 기능

• 업무정리를 위해 PC 일시사용 기능

• 앱 기반 시간외 근무 승인 기능

• 근태관리 시스템과 연동 가능

• 긴급상황 시 긴급사용 기능 제공

• 근태 정보 확인 기능

• 출/퇴근 기록기와 연동 가능

• 이석관리/소명 기능 제공

• 모바일 이석 소명 기능

• 인사시스템과 연동 가능

• 이석신청 기능 제공

• 모바일 인증기능

•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동 가능

Blueport WTMS는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필수 기능과 더불어 고객사의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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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제품 구성도
WTMS Management Server
WTMS Service

기간계

근무시간관리
출퇴근관리
이석관리
연장근무관리

Legacy Data Migrator

인사 DBMS
인사/근태정보

관리 DBMS

관리자 Console

▪ 인사(부서/사원) 정보
▪ 근무정보

요청관리
기준정보관리
정책관리
에이전트관리

시스템 관리 정보

▪ OS : Windows 7, 10, Linux,
MacOS
▪ Browser : Chrome, Firefox, Safari
▪ CPU : Any
▪ HDD : 10GB
▪ RAM : 8GB

인사/근태정보

▪
▪
▪
▪
▪
▪
▪

데이터 변환 (ETL) 엔진

기간계 DBMS

OS : Windows / Linux
DBMS : MS-SQL, Postgresql
Web Server : IIS / Apache
Framework : .NET Core 2.2
CPU : Any
HDD : 4TB
RAM : 32GB

근무시간관리 메인 서버

웹 브라우저 기반 관리콘솔

사용자 Client
근무정보/자원정보

근태정보

승인정보

▪
▪
▪
▪
▪
▪

OS : Windows 7, 10
Browser : Chrome, Firefox, Safari
Framework : .Net Framework 4.6
CPU : Any
HDD : 10GB
RAM : 8GB

근무시간 제어 대상 PC
모바일 앱
▪
▪
▪
▪
▪

OS : Android, iOS
Browser : Chrome, Safari
CPU : Any
RAM : 2GB
Storage : 100MB

사용자 스마트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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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구축 방식

구축 방식

특징

장점

단점

패키지 설치 방식

솔루션 구축 방식

패키지를 구매하여 설치 후 사용합니다.

패키지와 함께 추가가 필요한 기능을 요청하여 구축한 후 사용합니다.

▪

WTMS 패키지에 포함된 기능을 활용하여 근무시간 관리를 수행

▪

구매 및 패키지 설치 후 조직 및 사용자, 근무환경을 설정

▪

설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패키지를 사용

▪

구축 방식에 비해 가격이 저렴

▪

빠른 적용이 가능

▪

복잡도가 낮은 편이어서 관리가 용이

▪

WTMS 패키지에 포함된 기능 + 회사에 필요한 추가 기능을 구축하여 근무시간 관리

▪

를 수행

특징

구축 후 조직/사용자/근무환경 및 회사 추가 기능을 설정하여 사용

▪

▪

회사에 필요한 기능을 모두 추가하여 사용 가능

▪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

다양한 기능을 활용 가능

사용 후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여 커스터마이징 가능

▪

회사의 정책에 맞는 근무시간 관리 수행 가능

▪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할 경우 추후 작업해야 하므로 비용이 증가

▪

구축 시 초기 비용 및 솔루션 도입 시간이 증가

▪

제품 수정 요구에 빠른 대응이 힘듦

▪

구축 후 업무 프로세스 변경, 담당자 변경 등으로 미 사용 기능 증가 가능

▪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추가 가공이 필요

▪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별도의 자원이 필요할 수 있음

▪

업무의 시스템 종속 가능성이 존재

▪

총 소유비용(TCO)이 증가할 수 있음

장점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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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소개
간편한 사용자 클라이언트

▪ PC에 설치되어 사용자의 근무시간을 제어하는 PC 클라이언트
6
2

1

▪ 이석설정, 연장근무신청, 연장근무확인, 설정, PC종료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자
신의 근무 현황을 한눈에 확인 가능

4

① 현재 날짜, 로그인 한 사용자 정보, 로그인 IP 정보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② 금주의 근무시간 및 연장 근무시간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3

5

③ 오늘의 PC 사용 시작 시간, 근무 시간, 연장 근무 시간 및 자리비움(이석) 시간이 화
면에 표시됩니다.
④ 관리시스템상의 금일 근무표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⑤ 연장 근무 신청 현황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⑥ 각 버튼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석이 필요한 경우 버튼을 눌러 이석 사유를 입력한 후 이석합니다.
연장근무를 신청합니다.
연장근무를 승인합니다.

설정을 변경합니다.
PC를 종료합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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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소개
다양한 사용자 종료 화면

▪ PC 사용 시간이 종료되면 표시되는 PC OFF화면

1

▪ PC 종료 버튼을 눌러 PC를 즉시 종료 시키거나, 임시 사용이 필요할 경우 임시사용
버튼을 눌러 PC를 정해진 시간동안 임시로 사용 가능

① PC 사용 시간이 종료되면 화면에 PC 종료 화면이 표시됩니다.
② 이 화면에 표시되면 PC 종료 버튼을 눌러 PC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③ 임시 사용이 필요할 경우 임시 사용 버튼을 눌러 정해진 시간동안 PC를 임시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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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소개
관리 현황 확인 대시보드
8
▪ WTMS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2

1

▪ 통계정보 확인, 출퇴근 및 이석요청관리, 연장근무 관리, 운영정책 그룹 및 조직/사원
4

관리, 에이전트, 등록위치 관리, 자원관리 및 운영 정책을 설정/관리

3
① 관리자 콘솔 메뉴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8)번 메뉴 표시를 누르면 메뉴가 줄어들어
컨텐츠 영역을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금일의 출근, 퇴근, 지가 및 휴무 현황이 표시됩니다.

5
6

③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사용자 정보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④ 지난주의 근무 순위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⑤ 금주의 요일 별 연장근무, 일반근무, 이석현황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⑥ 금주의 부서별 근무 현황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7

⑦ 전년 동월 대비 월 단위 일반/연장 근무 현황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⑧ 타이틀 옆의 버튼을 눌러 화면을 메뉴를 감추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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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소개
개인 별 출/퇴근 현황 확인

▪ 월 단위로 일 별, 개인 별 출 퇴근 현황을 화면에 표시하고 관리
▪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기록을 이 메뉴에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음
1

① 조회월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 해당월의 출/퇴근정보를 조회합니다.
4

2

② 조회된 데이터는 부서별 또는 사용자별로 정렬 및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③ 조회된 월의 일정 중 느낌표가 있는 일정을 더블클릭 하여 해당 일정을 수정할 수 있
습니다. (출/퇴근 기록 정정 소명이 완료된 경우 등)

3

④ 모든 데이터는 엑셀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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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소개
근로자 요청 통합 관리

▪ 출근, 퇴근, 이석 등과 같은 사용자 요청에 의해 생성된 이벤트(출근 미 체크, 퇴근 미
체크 등)에 대한 관리
1

▪ 사용자 요청을 승인/거부하여 근로시간 인정 또는 미 인정 처리가 가능

5

2

4
3

① 조회 기간을 선택하고 검색버튼을 눌러 사용자의 요청사항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② 요청리스트는 요청자 ID 및 요청자명, 조직으로 필터링이 가능하며 요청구분 및 요
청일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③ 각 요청에 대한 상세 정보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④ 사용자의 요청을 선택한 후 사유를 입력하고 승인 또는 거부 버튼을 눌러 요청을 승
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⑤ 모든 데이터는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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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소개
편리한 연장근무 신청

▪ 연장근무가 필요한 경우 결재선을 지정하여 연장근무를 신청하는 화면
▪ 결재선은 최초 1회 지정한 결재선이 자동으로 부여되며 결재자 메뉴에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

1
3

2

① 연장근무 신청기록 조회 기간을 설정한 후 검색버튼을 눌러 연장근무 신청 기록을

4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5

② 연장근무를 신청, 삭제 하거나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엑셀로 리스트를 다운로드 받
을 수 있습니다.
③ 연장근무 신청 리스트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8

④ 연장근무 신청 일시 및 종료일시를 입력합니다.
⑤ 연장근무 사유를 입력합니다.

7

⑥ 생성된 연장근무의 결재선을 확인/변경하고자 할 때 보기 버튼을 눌러 결재선을 표
시합니다.
⑦ 결재자를 변경할 경우 찾기 버튼을 눌러 결재자를 조직에서 선택합니다.
⑧ 결재자 정보를 추가, 저장, 삭제 하거나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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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소개
연장근무 승인

▪ 자신을 결재자로 신청된 연장근무에 대한 승인 작업을 수행
▪ 신청사유에 대한 비고정보를 입력하여 연장근무를 승인 또는 반려 처리
1

① 신청기간을 선택하여 연장근무 신청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② 신청 정보를 확인합니다. 신청정보는 필터링 및 정렬이 가능합니다.
③ 비고를 입력하여 연장근무 신청에 대한 의견을 추가합니다.

2
3

④ 승인 또는 반려를 선택하여 연장근무를 승인/반려 할 수 있으며, 해당 리스트를 엑
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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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소개
근무이력 확인

▪ 자신의 근무 이력을 확인하고 확인을 요청하는 메뉴
▪ 자신의 근무 이력 중 이석 등 소명이 필요할 경우 사유를 입력하여 확인을 요청
① 근무이력 확인 기간을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눌러 근무이력을 조회합니다.

1

② 근무로그 상세 정보를 보기위해 근무 로그를 선택하면 근무 이벤트가 표시됩니다.

2

③ 표시된 근무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④ 근무 이벤트 중 소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사유를 입력합니다.
⑤ 사유가 입력된 이벤트를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득하거나,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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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소개
근무 그룹 별 정책 지정 및 관리

▪ 근무 정책 그룹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메뉴
▪ 근무 시간에 따른 근무 정책 그룹을 생성하고 해당 그룹의 참여자 정보를 관리
1

① 근무정책을 추가/삭제할 수 있으며 근무정책 리스트를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

2

니다.
② 현재 사용중인 정책 그룹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3

③ 정책그룹의 참여 근로자를 조회합니다.
④ 정책그룹의 참여 근로자 목록을 확인합니다.
⑤ 정책 적용 여부, 차단 사용 여부, 정책일정 적용여부, 휴무일 적용여부 및 개인일정

6

7

승인여부를 사용/미 사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⑥ 근로자를 추가/삭제 할 수 있으며 정책그룹내의 근로자 리스트를 엑셀로 다운로드

4

할 수 있습니다.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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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소개
다양한 정책 운영 환경 설정

▪ 정책 적용 환경 설정 메뉴
1
2

▪ 시스템에 적용될 정책 환경 전체를 설정
①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시간 동기화 여부를 설정합니다.
②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통신 주기를 설정합니다.

3

③ 근무 종료 후 차단창이 해제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4

④ 임시사용 허용 시간과 허용 횟수를 설정합니다.
⑤ PC-OFF 동작 및 PC-OFF 후 차단 시간을 설정합니다. (Screen Off, 최대 절전, PC

5

강제종료)

6

⑥ 자리 비움(이석) 사용 여부와 이석 검출 시간을 설정합니다.

7

⑦ 연장근무 신청 마감 시간을 설정합니다.
⑧ 긴급사용기능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8

⑨ 결재기능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9

⑩ 차단 알림 사용 여부와 차단 알림 시간을 설정합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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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소개
편리한 모바일 앱

▪ 모바일 앱 로그인 화면 및 메인 화면
▪ 모바일 앱을 실행시켜 근무시간 관리 작업을 수행
① 서버 IP, 사용자 ID, 암호를 입력합니다.
② 로그인 버튼을 눌러 WTMS에 로그인 합니다.
③ 현재 출/퇴근 상태를 확인하고 출/퇴근 체크를 수행합니다.
3

④ 연장근로 신청건수를 확인하고 연장근로 신청을 수행합니다.
⑤ 연장근로 승인건수를 확인하고 연장근로 승인을 수행합니다.

4

1

5
2

6

7

로그인

8

⑥ 현재 근무정보를 조회합니다.
⑦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⑧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⑨ 로그아웃하여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9

메인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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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소개

GPS 기반 출/퇴근 처리 및 연장근무 신청

▪ 출/퇴근 체크 및 연장근무 신청 화면
▪ 모바일로 출/퇴근 처리를 하거나 연장근무를 신청
1

① 휴대전화의 GPS정보로 확인된 현재위치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6

② WTMS에 등록 되어있는 전체 지점 중 가장 가까운 지점 명 및 거리가 화면에 표시
됩니다.

7

③ 출/퇴근 특이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④ 출근처리 또는 퇴근처리 버튼을 눌러 출/퇴근을 수행합니다.
⑤ 현재 위치가 등록 되어있지 않으면 위치 신규 등록 메뉴에서 위치명을 입력하고 신
규등록 요청을 수행합니다(해당 위치는 관리자의 확인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2
3

8

4

⑥ 연장근무를 신청할 경우 시작일자/시간 그리고 종료일자/시간을 입력합니다.
⑦ 연장근무 신청사유를 입력한 후 연장근무 신청 버튼을 눌러 연장근무를 신청합니다.
⑧ 연장근무 신청 취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연장근무건을 선택한 후 취소사유를 입력
하고 연장신청 취소 버튼을 눌러 연장근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출/퇴근 체크

연장근무 신청

20

05

기능 소개
연장근무 승인 및 통계 확인

▪ 연장근무 신청내역 확인 및 승인, 현재 근무 내역 화면
▪ 연장근무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하거나 현재 자신의 근무내역을 확인
① 승인/거부할 연장근무 신청내역을 선택합니다.
② 승인/거부 사유를 입력하고 연장승인 또는 연장불허 버튼을 눌러 연장근무를 승인/

3

1

6

불허 처리 합니다.
③ 근무정보를 확인합니다.
④ 근무신청건수를 확인합니다.
⑤ 근무승인건수를 확인합니다.
⑥ 스크롤하면 아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2

•

일 근무시간

•

당주 근무시간

•

당월 근무시간

5

연장근무 승인

근무 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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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일반 현황

Blue

Port

잠재력을 상징

무역을 상징

회사명

㈜블루포트 (BluePort, Inc)

대표이사

박재영

종업원 수

23명

매출액

567억 (2018년)

평가등급

A- (2019년 7월 1일 현재 / NICE평가정보)

설립연도

1999년 8월

사업영역

솔루션 개발 및 판매 (영업관리 / 파트너 관리 / 근무시간관리 / 패치관리 / 키오스크 등)
한글과컴퓨터, 행망용 및 교육용 제품 유통/판매
(한컴오피스, 이지포토, DocsConverter, 로그세이버)

회사명 ㈜ 블루포트는 잠재력을 상징하는 컬러 Blue와
무역을 상징하는 Port를 결합하여
'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IT 기업 ’으로 발전해가고자하는
당사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해외 소프트웨어 유통/판매
(Autocad, Microsoft, Telerik, DevExpress, Infragistics, Grapecity,
Intel, JetBrains, Wolfram, Workshare, Wowza 등)
기업 IT 컨설팅 및 서비스 구축 지원
Embedded H/W, S/W 등 IoT 관련 제품 개발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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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주요 연혁

2016 - 2019

' 미래 기술의 글로벌 허브
블루포트 ’

글로벌 IT 전문기업으로 발전

2011 - 2015

2016.03

‘㈜블루포트’로 사명 변경
한글과컴퓨터 조달VP 총판으로 선정

2006 - 2010

2013.04

삼성전자 삼성닷컴 통합검색 구축

1999 - 2005

외산 SW 계약 및 솔루션 개발

2007.07

설립
1999.08

‘㈜예쓰월드’ 법인 설립
2000.01

중소기업청 지정 유망벤처기업
2000.07

SoftwareFX와 독점 총판 계약
2000.07

소프트웨어 전문 쇼핑몰 오픈
www.yessdata.com
2001.10

삼성 SDS 전략적 업무제휴

디지털콘텐츠자산관리솔루션 출시

2013.05

OpenText ECM 파트너 계약
2013.06

2007.11

삼성전자 삼성닷컴 US 통합검색 구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

2014.09

2008.10

‘㈜한산아이앤티웍스’로 사명 변경

Farpoint Spread 총판 계약
2008.11

Balesio 총판 계약
2010.08

Wowza 공인리셀러 계약

2014.10

한글과컴퓨터 조달VP 총판계약
(한컴오피스 / 이지포토)
2015.07
퓨전차트 엘리트 파트너 계약

2016.07

한글과컴퓨터 ‘공공/교육 컨트롤러’ 선정
2016.08

TeamViewer 골드 파트너 계약
2016.11

제1회 Telerik Developer’s Day 개최
2017.08

나일소프트 공인 리셀러 계약
2017.12

통합로그관리시스템 Logsaver조달청
과 조달공급계약 체결
2018.06
제1회 Infragistics Developer's Day 개최
2018.07
파트너 관리 솔루션 개발 완료
2018.12
영업관리 솔루션 개발 완료
2019.01
키오스크 솔루션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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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조직 현황

대표이사

한컴사업본부

서비스개발실

유통사업팀

조달사업팀

경영지원팀

마케팅팀

신사업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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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보유 기술
소개

㈜블루포트는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에 이르기까지 IT 분야 전반에 걸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구축, 제공합니다.

주요컴포넌트
기술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컨설팅

교육/지원

다양한 환경에 적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보유

상용 하드웨어 운용 및
하드웨어 개발 기술 보유

기업 IT 환경 전반에 대한
컨설팅 기술 보유

자체 솔루션 및 취급 제품에 대한
교육 / 지원 인력 보유

• C, C++, C#, Java, Scripts(Java
/VB) 등 다양한 언어 기술 보유
•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VM등
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 설계/구축
/운용 기술 보유

• Intel, ARM, AVR 등 다양한 환
경의 MCU 및 온/습도 등 다양
한 센서 기반 제어/설계 기술 보
유
• 각종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설치/운용 기술 보유

• 기업 IT 환경 전반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및 환경 개선 수행 인력
보유
• 기업 운용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에 대한 컨설팅 및 도입 지원 인
력 보유

• 자체 교육장 보유(60인 상시)
• 국가 및 기업 공인 자격 기술 다
수 보유(정보처리, MCT, MCSE,
SCJP등)
• 취급 솔루션 자체 정기 교육 실시

위 기술 이외에도 다양한 IT 환경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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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보유 제품 / 솔루션

•

영업 관리
- 영업 관리의 기본 기능인 매입/매출/거래처/고객/제품 등에 대한 쉽고 빠른 관
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 매입 관리, 매출 관리, 재고 관리, 고객 관리, 파트너 관리, 벤더 관리, 제품 관리,
에디션 관리, 환율관리

•

- 영업관리에서 파생되는 영업 실적 기반 인사평가, 영업실적 승인 기능 등과 같
은 확장 기능 제공합니다.
- 영업실적 기반 인사평가, 인사평가 기초자료 생성, 영업실적 승인 결재, 재고 기
능 확장 관리

영업 관리 솔루션
매입/매출 기반 영업관리 솔루션

Add-On

•

개인화/통계정보
- 개인화 가능한 대시보드 및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영업 흐름을 한눈에 확
인 가능합니다.
- 대시보드, 매입/매출현황, 수금 현황, 매입매출보고, 매입매출일보, 제작사 별
매출현황

블루포트 영업관리 솔루션은 블루포트가 운영중인 사내 영업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여러 고객들의 요청사항을
수렴하여 새롭게 제작된 중/소 규모 기업 최적의 영업관리 솔루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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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보유 제품 / 솔루션

•

Pre-Sales Management
- Lead 등록 이후 Closed-Won까지 Pre Sales 전반의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 방
법 제공합니다.
- 신규 영업 등록, 영업 진행 현황, 영업 종료 현황, 발주 관리, 제품 관리, 통계 관
리, 채널 관리, 시스템 관리

•

- 자사 영업사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채널(파트너/자회사 등) 관리가 가능
합니다.
- 자사 채널 (영업사원 및 영업 관련 사원) 관리, 외부 채널( 파트너, 관계사 및 기
타 회사) 관리

채널 관리 솔루션
채널 기반 사전 영업 관리 솔루션

채널 관리

•

고객 관계 관리
- 사전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기 생성된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고객 발굴 및 영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 Lead 등록, 단계별 관리, 영업활동 기반 데이터 관리, 기존 고객 관계 관리, 고객
발굴 관리, 각종 통계

블루포트 채널 관리 솔루션은 고객사의 제품에 대한 고객사 내/외부의 영업 채널들의 영업 활동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구축된 채널 영업 관리 솔루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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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보유 제품 / 솔루션

•

조달 / 수의 발주 관리
- 발주 등록 부터 수금 및 수수료 지급까지의 발주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 조달/수의 발주 등록, 발주 내역 조회, 발주 단계 별 내역 조회, 수금 관리,
수수료 관리

•

영업 관리
- 조달/수의 영업 관련 정보를 관리합니다.
- 견적서 관리, 매입 발주서 관리, 매입 관리, 라이선스 관리, 발주 취소,
매출 보고서 조회

조달 수의 관리 솔루션
조달/수의 발주 관리 솔루션
•

기준 정보 관리
- 조달/수의 발주 관리에 필요한 기준 정보를 관리합니다.
- 파트너 관리, 고객 관리, 벤더 관리, 매입처 관리, 제품 관리, 게시판 관리,
환율 관리, 사용자 관리

블루포트 조달수의관리 솔루션은 공공기관 및 민간을 대상으로 납품되는 물품에 대한 발주 과정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솔루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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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보유 제품 / 솔루션

•

Open Architecture
- 웹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되어 전용 프로그램 방식에 비해 이해가 쉽고 운용이
편리합니다.
- HTML5, JavaScript, Ajax 등 개방형 기술 기반의 서비스 제작/운용

•

쉽고 빠른 유지보수
- 웹 컨텐츠와 동일한 형태의 컨텐츠 구성으로 유지보수가 기존 키오스크에 비해
쉽고 빠릅니다.
- 웹 표준 기반 서비스 구성, 웹 기반의 쉽고 빠른 유지보수, 고객이 쉽게 컨텐츠를
변경 가능

키오스크 솔루션
고객 맞춤형 키오스크 솔루션
•

최신 서비스 제공
- 웹 표준 기반 이므로 웹에서 표준으로 통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 반응형 웹, 동영상(YouTube등), 이미지(Instagram등), 메신저(카카오톡 등)

블루포트 키오스크 솔루션은 기존의 KIOSK가 갖고 있는 폐쇄적인 기반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 솔루션으로, 쉬운 구현 방식으로 컨텐츠의 제작 및 서비스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로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키오스크 솔루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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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주요 고객사 현황

외산 소프트웨어
공공기관

감사원, 대법원,법무부,보건복지부, 외교부,해양수산부,행정자치부,환경부,기상청, 경찰청,농촌진흥청, 대검찰청,국세청, 통계청,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전력공사, 한
국수력원자력,국민연금공단,한국인삼공사,한국수자원공사,
적용 분야한국도로공사,근로복지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농어촌공사,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무역보
험공사, 서울특별시청, 대전/광주/인천/울산/부산/대구광역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세종특별자치시청, 경기도청, 전남도청,경북도청

17개교육청(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대전,세종,대구,부산,광주,울산,제주 )

교육기관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서강대학교,성균관대학교,한양대학교,경희대학교,중앙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한국방송통신대학교,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충남대학교,동국대학교,조선대학교,전북대학교,강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동아대학교,영남대학교,대한상공회의소,인제학원,중앙컴퓨터학원,대덕인재개

발원,탑디자인학원

기업

의료기관

금융기관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삼성SDS, LG전자, LG이노텍, LG화학, SK텔레콤, 에스케이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대우정보시스템, 롯데건설, 롯데홈쇼핑, 현대모비
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동부특수강, 동부증권, 두산중공업, 두산정보통신, 두산인프라코어, 효성, 노틸러스효성, 현대해상

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국제성모병원,강남성심병원,가천의과대학부속길병원,강동경희대학교병원,강북삼성병원, 강원대학교병원,건국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
원,경상대학교병원,광주보훈병원,일산병원,대전보훈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부산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원광대학교병원,을지대학병원,인하대학교의과대
학부속병원, 전북대학교병원,제주대학교병원,조선대학교병원,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창원경상대학교병원,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한국보훈복지의
료공단중앙보훈병원,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한양대학교병원,

부산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미즈호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도이치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씨티은행, 현대저축은행, 한화저
축은행, 국민은행, 한국시티은행, 한국산업은행, 금융결제원,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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