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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2020 그룹웨어트렌드

• 이미 해외는 기업용 메신저가 대세로 자리 잡음
• 기업 협업용 메신저의 선두주자는 슬랙은 19년 기준

100여개국 50만개 기업이 사용하는 협업 메신저로
성장 (현재 7만개 기업에서 슬랙 유료 버전 사용 중)

• 마이크로소프트(MS)의 '팀즈'와 페이스북의
'워크플레이스' 등도 슬랙의 뒤를 따라 가는 중

• 메신저 기능을 중심으로 한 협업 툴 서비스 다수 경쟁

•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웍스모바일의 라인웍스, 토스랩의
JANDI, 마드라스체크의 플로우,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아지트 등 있음

‘메신저’ 중심의협업

기업용메신저사용은기본 협업용기업메신저두각

해외사례 국내사례

• 실시간으로 동료와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메신저 형태의 협업툴 강세

•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사생활과 업무를 분리하려는 요구가 늘어나면서 기업용 메신저에 대한 수요가 확대 됨

• 국내 기업용 모바일 협업 솔루션 시장(UC&C)이 연평균 24.5%씩 성장해 19년에는 1,075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Keyword
2020 그룹웨어트렌드

#세일즈포스 플랫폼

‘통합 플랫폼’으로의그룹웨어

02

통합플랫폼사례

• 그룹웨어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구성원들이 매일 접속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 짐

• 회사, 그룹별로 업무를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공간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상호 연결하여 제공해 줄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음

• 개발자가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 및 배포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PaaS(Platform-as-s-Service) 솔루션 형태로 발전하여 고
객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확장해 나가기도 함 (ex. Salesforce.com, SAP 등) 

#ZOHO ONE 플랫폼
전 세계 CRM 시장을 선도하는 세일즈포스는
단순한 고객관리 서비스를 넘어 웹기반 서비스
플랫폼으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웹기반의 비즈니스 SW로 전 세계 5천만
유저가 사용 중. 고객지원, 영업, 마케팅, BI 등
45개 이상의 다양한 비즈니스 앱 중에서 필요한
앱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세계 CRM SW시장 점유율 1위, 세일즈포스]
세일즈포스의 데이터를 앱으로 자동 연결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포스닷컴’과 세일즈포스만의 앱 스토어인
‘앱익스체인지’가 대표적인 플랫폼 (3,000여개의 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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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그룹웨어트렌드

코딩없이쉽고, 편하게! ‘LC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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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조사기업인 리서치앤마켓스는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
시장이 2017년 43억 2천만 달러에서 2022년엔 272억

3000만 달러 규모(8조 5581억 원)로 커질 것이라고 예상

로우코드개발플랫폼시장성장률

• 엔터프라이즈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로우(Low-Code)/노코드(No-Code)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음
• 로우 코드 (Low-Code) 개발 플랫폼의 경우 기술적인 배경이 출중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앱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강력한 도구 임
• 끌어다 – 쓰기 (Drag-drop) 형태로 앱을 구성하고, 구성된 앱을 공유하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이며 기존의 개발 방식과

비교해서 10배 이상 빠르게 필요한 앱을 만들 수 있음
• 가령 업무에 대한 워크 플로우는 갖춰져 있으나, 이를 실행하고 관리할 만한 앱이 없었다면 개발자 도움 없이 마케팅이나 관리

부서에서도 이를 직접 만들 수 있게 됨

 비즈니스운영을위한맞춤형앱
 400만명이상의유저
 60개이상의비즈앱제공

 260개이상의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데이터원본에앱을연결

 Azure를사용하여확장가능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선두주자라고 할 만한 업체는 없음
 해외에서는 이미 각광받고 있는 플랫폼이며 조호의

크리에어터와 구글의 앱 메이커,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앱스 등이 대표적인 로우코드 플랫폼 솔루션 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G Suite 에기반한로우코드개발환경
 기업에맞춤된앱제작가능
 최근앱시트를인수하여노코드플랫폼

강화

로우코드플랫폼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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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그룹웨어트렌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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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기업들의 비즈니스 혁신이 가속화 되고 있음
• 비즈니스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임
• 19년 12월 기준으로 70%의 기업이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서 실행 중이며, 향후 12개월 내 이 수치는 90%에

이를 전망

2019년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1조 7,000억 원이며, 2022년까지
평균16.3% 성장해 2조 4,5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국내클라우드시장전망 국내주요기업클라우드전환현황

기업 내용

삼성

2020년까지클라우드전환에 7,000억투자

삼성 SDS가운영하는그룹인프라 90% 클라우드전환완료

현대/기아차

전사시스템(ERP) 클라우드전환착수

2026년까지 SAP 엔터프라이즈클라우드구축완료

LG 2023년까지계열사 90%이상 IT시스템클라우드전환

SK, CJ, 롯데 ERP 등사내데이터베이스클라우드전환계획

11,500
14,300

17,000
19,600

22,100
24,500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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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Subscription)모델’이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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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신문처럼 매달 구독료를 내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쓰는 구독(Subscription)모델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도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구독 형태로 사용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 이뤄지고 있음. 

세계구독경제시장규모

포토샵 등 그래픽 소프트웨어 벤더인 Adobe의
크리에이티브 SW는 PC에 설치하는 SW이었지만, 
2015년 이후 영구 라이센스 판매를 중단하고
구독방식으로만 판매하고 있음.

설치형 오피스SW의 독점적 강자인 마이크로
소프트 조차 2014년부터 구독형 SW서비스인
Office 365를 위주로 매출구조를 재편성 함.

애플은 2019년 여름부터 18년간 유지했던 콘텐츠
판매 앱 ‘아이튠스(iTunes)’ 서비스를 중단, 대신
‘애플 뮤직’ ‘애플 TV’ ‘애플 팟캐스트’ 등 구독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음.

시스코는 기존 하드웨어(통신장비) 판매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구독기반 기반
형태의 제품을 2017년 출시. ‘구독 매출’이 서비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8%에서
2018년 48%로 높아 짐.

2150

4200

5300

2000년 2015년 2020년

구독모델사례

2015년 구독경제 시장 규모는 4200억 달러(약 470조원)였고, 
2020년에는 5300억달러(약594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최신트렌드가반영된
그룹웨어, 다우오피스!

#메신저
메신저 중심의 협업/소통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PC메신저 제공)

#통합플랫폼
편리한 연동을 통해 ERP, HR 
등 타 서비스를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LCDP
다우오피스에서만 제공되는
Works 기능으로 필요한
앱을 쉽고 빠르게 만들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클라우드형, 클라우드
설치형을 제공합니다.

#구독모델
일시납이 아닌 월단위
정액제로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01 _ 메신저
2020 그룹웨어트렌드

언제어디서나편리하게, 메신저



키워드 02 _ 통합플랫폼
2020 그룹웨어트렌드

다우오피스와함께여서더욱특별한연동



키워드 03 _ LCDP
2020 그룹웨어트렌드

다양한앱을무제한으로골라쓰는 ‘Works’

특허받은
협업기능

1.5만개의
앱

300만개의
데이터



키워드 04 _ 클라우드
2020 그룹웨어트렌드

합리적인비용 & 심플한관리, 클라우드



키워드 05 _ 구독모델
2020 그룹웨어트렌드

월 4만원부터, 합리적인금액제공



글, 편집 : 다우오피스 마케팅 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