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하다팀장과함께하는

CUBE로일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주)유통업’에서 기획업무를담당하고있는 ‘장하다’ 부장입니다.

저희 ‘(주)유통업’은 유통업무를하고있는회사는아니고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내에 공유-소통-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컨설팅해드리는회사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영광스럽게도 제가 그 프로젝트의 총괄

PM겸 TF팀의팀장을맡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프로젝트를 이끌려고 하니 서로 다른 부서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활발하게 소통함으로써 협업을 완성시키는 작업이 쉽지 않을

거라는생각이듭니다.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시작에앞서, 먼저그룹을만들어야겠습니다.

CUBE TIP!

공개 그룹은 그룹장 및 그룹 구성원 누구나 초대가 가능하며,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공개 그룹은 오직 그룹장만 구성원을 초대할 수 있으며, 만약 가입을 원할 경우 그룹장의 승인 절차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룹 만들 때 작성한 목표와 설명
이페이지에서바로확인되네요!



그룹을만들었으니, 이제구성원을초대해야겠군요.

CUBE TIP!

그룹 생성 후에는 그룹 목록에서 내가 생성한 그룹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룹명을 클릭하면 그룹에 대한 상세 정보 페이지가 슬라이드

형태로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구성원도 검색해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수정가능한항목에 마우스갖다
대면아이콘이표시되어 바로수
정및저장이가능하군요!



구성원들이다가입했으니회의일정을잡아야겠지요?

CUBE TIP!

회의 일정을 등록할 경우, 공유그룹에 전사 그룹을 추가하면 회의실 예약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등록 시 ‘할일’을 같이 등록하면 일정에 해당되는 업무를 세분화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관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등록 시, 할 일을 등록해두
면 할 일만 별도로 관리 할 수 있
으니까편하네요!



회의시간전까지참고할만한자료들을공유해야겠습니다.

CUBE TIP!

일반 파일 첨부는 물론 웹사이트나 페이지 정보 공유도 가능합니다.

콘텐츠 등록 시, 태그를 활용하면 검색 및 지식 관리에 용이하므로 자주 쓰는 태그는 ‘태그 그룹’으로 관리해 보세요.

동영상이나슬라이드링크를추가할
경우에는 새 창에서 열 필요 없이 타
임라인에서보기가가능하네요!



회의를무사히마치고게시판에회의록을작성해보았습니다.

CUBE TIP!

회의록처럼 ‘흘려 보내지 않고 구성원들이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은 게시판에 작성해 주세요. 

작성 중에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블록 처리하면 에디터가 표시되는데 굵게, 밑줄, 색상 바꾸기 등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피드에서 ‘더보기’를클릭하면내
용이 아래로 펼쳐져서 보여지는
데, 게시판에서는 게시물이 팝업
형태로표시되는군요!



제가쓴콘텐츠에구성원들이피드백을해주니좋네요.

CUBE TIP!

등록된 콘텐츠에 대한 공감을 댓글이나 아이콘을 통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에도 공감을 표시할 수 있으며, 숫자를 클릭하면 공감을 표시한 사람의 프로필과 공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콘텐츠에 대하여 좋아요
/축하해요/힘내요 등 다양하게
감정을표현할수있군요!



회의도잘마쳤으니, 내일회식메뉴를투표로결정해볼까요?

CUBE TIP!

선택지를 추가하여 원하는 형태로 설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설문 결과는 등록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확인할 수 있으며, 누가 어떤 선택지에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문 등록 후 한 사람이라도 설
문에 참여하면 수정이 불가능하
군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서로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회사

가원하는성과를달성할수있을까하는두려운마음이큽니다.

하지만저희 회사가 오래전부터 이용하고있던타임라인 기반 소셜협업 툴

- CUBE를적극활용함으로써서로다른부서의사람들이모여서로의지식

을 공유하고, 활발하게 소통함으로써 협업을 완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

는것이상의성과를얻을수있을것이라희망합니다.

CUBE를통해저희가얼마나성장하고발전해나아갈지,기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