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거운

태블릿 PC와 노트북을

패드로 바꿉니다

패드는 끄고 켜기가 빠르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오류가 없습니다.

태블릿PC와 노트북은 부팅의 과정을 거치며,

불필요하게 거대한 운영체제를 가집니다.

태블릿PC와 노트북은 사무실에 둡니다.



무게는

더 가벼워 지고

보안은 더욱 강해 집니다

업무자 만을 익식하는 패드의 인증서는

 당신이 지구에서 유일함을 증명합니다.

당신의 패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업무 네트워크에 접근이 안됩니다.



익스체인지와 지메일은

당신 만을 위해서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익스체인지와 지메일은 당신의 업무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미 느끼고 있듯이 이메일 업무는 

회사에서 핵심적 역활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무겁고, 버벅대는

아웃룩 대신,

패드의 기본 앱을 씁니다

쓸데없이 50기가바이트 까지 커지는 

OST, PST 파일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OST, PST 파일은 깨져 버리면,

빌게이츠도 복구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점,

회사 업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본 적 있나요?

폐사의 고객사, 바이오 기업은 40여명의 

직원들이 3곳의 떨어진 사무실과 공장에서 일합니다.

대표는 웹브라우져, 일정, 할일 앱으로

회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두 어디서든 봅니다.



앞에 언급한 것은

3가지 기본 앱으로

구현이 됩니다

설치 없이 사용하는 메일, 할일, 일정 앱은

어떤 크기의 조직도 한 눈에 보고 관리하게 해줍니다.

이 3가지 앱이 작동 하는데는 단 5분,

패드에 계정을 추가하면 끝납니다.



콤비엔컴이 제공하는 메일

 설정 영상은 홈페이지에

게시 되어 있습니다

http://www.lingo.kr/outlook-아웃룩/



아웃룩 검색

제대로 안 되죠? 

빠르지도 않죠?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웹브라우져 어디서든

엄청나게 빠른 검색 속도를 느끼게 됩니다.

패드를 사용하면 태블릿PC나 노트북보다

현저하게 빨라진 이메일 업무를 하게 됩니다.



회사의

ERP, CRM? 

회계, 인사?

책상위에 올려둔 태블릿PC나 노트북을

패드로 접속하면 전부 볼 수 있습니다.

패드에 설치된 인증서는 당신을 정확하게

회사의 책상에 앉은 것처럼 구현해 줍니다.



자유롭게 확장

빠른 업무 처리속도는 기본적으로 가지며,

모니터 확장으로 생산성을 더 높여 줍니다.



LTE

Wifi 

1Gbps, 10Gbps

무제한 데이터 플랜이 가득 합니다.

LTE로 Wifi로 어디서든 접속 됩니다.

네트워크 구현 자원들의 대량 생산과 오픈 된 기술로

회사의 네트워크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 집니다.



바탕화면, 내문서

속의 파일들, PC가

꺼져 있어도 패드로 작업

원격으로 태블릿pc, 노트북에 접속하면 되지만,

갑자기 PC가 작동이 안되거나 쓸 수 없는 상황도 생기죠?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서 기본 구성에 넣지 않지만,

꼭 필요하다면 알려 주세요. 패드로 작업하게 구성합니다.



10G, 20G ...

대용량 파일의

자유로운 전송

상대방에게 아주 큰 파일을 링크로 보낼 수도 있으며,

상대방이 우리 쪽으로 업로드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파일의 버젼 관리가 됩니다.

파일이 저장된 내역을 볼 수 있어 이전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메일 업무 

인수인계는

가볍게

이동, 입사, 퇴사 등으로 이메일 자료를 복사하지 않습니다.

전부 또는 필요한 만큼 공유로 인계 됩니다.

이메일 데이터를 PC간에 이동하지 않습니다.

소비되는 시간과 업무 처리 지연 손실을 막아 줍니다. 



깔끔한

업무 지시와 보고, 

권한 부여로 더 가볍게

업무 실수를 줄이려면 업무 지시를 말로 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이게 관련 자료와 업무 지시를 하면 좋습니다.

업무 지시의 영역을 나누고, 지시 권한을 할당하세요.

대표님의 시간을 회사 전체 발전에 더 투자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주간, 월간 일정을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직원에게 업무 일정 보고 지시 보다는 자율적 일정을 

만들게 정보기술을 제공 하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일정을 스스로 만들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대표님 손 끝에서 시작 됩니다.



고객과 거래처 정보는

필요한 사람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고객과 거래처의 정보는 업무 처리 속도를 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최신의 정보로 필요한 만큼만 공개합니다.

고객과 거래처 관리자가 업데이트 하면 조직원의

 PC, 노트북, 패드, 스마트폰이 최신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며 

숨겨진 비용이 없습니다

정보기술 이용료는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회사가 사용하는 정보기술 사용료는 저렴해야 합니다.

정보기술 도입시 지적재산권 문제를 꼼꼼히 따져야하며

귀사가 후에 지적재산권 문제에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돕습니다.





모두 스마트 장치 입니다



안전하게 운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