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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Docswave

- 2023년, Docswave가 생각하는 다음 STEP은?

- 향후 꾸준히 가져가야 할 Docswave의 서비스 방향은?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NEXT Docswave STEP 1.

✔ 모바일 앱 서비스 런칭

- 개발 방향

▪ 모바일 웹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의 형태로 개발

▪ 안드로이드(Android) 또는 아이폰(IOS)의 개발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로

해당 웹 페이지를 로딩하여 OS 환경에 맞게 빌드(build)하는 방식

▪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는 웹 브라우저 기반 서비스인 Docswave만의 아이덴티티 유지

- 개발 일정

▪ 앱 런칭 (23년 4월 중 예상)

▪ 안드로이드 1차, IOS 2차로 나눠 런칭 예정



NEXT Docswave STEP 1.

✔ 모바일 앱 서비스 런칭

- 기대하는 기능

▪ 모바일 사이즈 및 환경에 맞는 UI/UX의 개선 및 모바일 사용성 강화

▪ 결재 상신, 승인, 반려 등 각종 알림을 앱 푸시 형태로 수신

▪ 자동 로그인을 통한 접근성 강화 및 매번 로그인하는 번거로움 해소



NEXT Docswave STEP 2.

✔ 서비스 안정화 및 확장

- 문제점

▪ 기존 Docswave의 경우, 각종 문서 데이터가 Google Drive로 자동 저장이 되는

형태로 연동되었으나, Google 정책이 바뀔 때마다 또는 공유 횟수의 제한 등의

한계로 인해 자동 백업의 누락 또는 오류 등의 문제가 간헐적으로 발생

▪ 확장의 한계

• 자사 로그인, 소셜 로그인, Microsoft 365 계정 연동 등

- 개발 일정

▪ 2023년 상반기 목표



NEXT Docswave STEP 2.

✔ 서비스 안정화 및 확장

- 기대하는 효과

▪ Docswave의 GCP(Google Cloud Platform) 스토리지 전환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데

이터 백업의 구조를 설계할 수 있음

▪ 유실되거나 누락되는 데이터가 없도록 안정적인 스토리지 전환을 목표로 함

▪ 구글 계정의 연동을 통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의 한계 극복

▪ 소셜 로그인, Docswave 자사 로그인, MS 365 계정 로그인으로 확대 기대



NEXT Docswave STEP 3.

✔ 기존 Docswave 데이터 마이그레이션(migration)

- 개발 방향

▪ 기존 Docswave 이용 조직의 데이터를 New Docswave 환경으로 데이터 이전

▪ 문서 데이터를 포함하여, 조직 정보, 인사, 휴가 등 각종 설정을 그대로

New Docswave로 마이그레이션 진행

- 기대하는 효과

▪ New Docswave의 신규 추가, 개선된 기능 – 전 조직 이용 가능

▪ 기존 Docswave와 New Docswave를 중복 이용하셨던 조직의 경우, 데이터 일원화



NEXT Docswave STEP 3.

✔ 기존 Docswave 데이터 마이그레이션(migration)

- 개발 일정

▪ 부분 마이그레이션 1차 진행

• 대상: Premium 서비스 이용 중인 조직 중, 신청한 조직 우선 진행 (일정 논의 중)

▪ 그 외 신청하지 않은 프리미엄, 무료 서비스 이용 조직 - 특정 시점 일괄 진행

(일정 논의 중)

▪ 전 조직 데이터 이전 작업 종료 후, 기존 Docswave 서비스 종료 (하반기 예정)



NEXT Docswave, NEXT STEP!

✔ 중 · 장기적 관점의 서비스 방향

- 지속적인 서비스 안정화 및 고도화

- MS 365 또는 다른 비즈니스 솔루션과의 연동 (확장성 고려)

- 플랫폼 기능 모듈화와 장기적 Enterprise 시장 공략

- End-User와의 정기적인 온/오프라인 소통의 장 마련

▪ 오프라인 활용 교육 또는 웨비나 등의 형태

- 사용자 매뉴얼 강화

▪ 영상, 기능 설명서, 신규 입사자 Docswave 가이드북 등의 형태로 제작 고려



NEXT Docswave의 성장을 기대해 주세요

2023년 서비스 운영 슬로건 : 우리의 가치, 고객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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