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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메일이란 전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 중 하나로, 종이 없는 온라인 우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기업 메일은 회사 도메인(@회사명.com)을 메일 주소로 활용해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송수신하는
메일을 의미합니다. 메일은 모든 의견 과 자료를 공유하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인 만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기업 메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업 메일 장점
1.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메일
비즈니스용으로 설계된 기업메일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PC 메신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기다리는 메일이 도착하면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아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2.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팀원들과 함께 쓰는 공용 메일부터 공지를 위한 그룹 메일, 여러 메일 계정을 관리하는 멀티 메일까지, 기업
메일을 통해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이 편리해집니다.
3. 시스템 안정성
메일은 24 시간 365 일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 메일 전문 업체 엔지니어팀의
도움을 받아 메일 시스템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호하세요.
4. 정보 자산 보호
메일은 보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 메일은 보안 메일 기능으로 제공해 내부 메일 통제 및 다양한 보안 정책
수립이 가능합니다. 기업 메일 전문 업체는 고성능 스팸 전용 장비를 사용해 바이러스와 스팸 없는 깨끗한 메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메일 타입/가격
하이웍스 기업 메일은 기업형 메일과 무제한 보안 기업형 메일로 분류됩니다.
- 기업형 메일 : 1 인부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메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일 용량을
필요한 만큼 할당해 이용해 보세요.
- 무제한 보안 기업형 메일 : 용량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메일에 보안 메일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 송수신 메일 모니터링, 접속 IP 통제, 암호 메일 등 보안 메일을 통해 외부 해킹 위협과 내부 정보
유출로부터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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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용료 기준/부가세 별도)

기업 메일 신청 방법

메일 주소로 사용할 소유 중인 회사 도메인이 있다면 기업 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한 회사 도메인이 없는 경우, 이용할 도메인을 먼저 구매하세요. 도메인 등록하기
하이웍스 메일 이용 시 전자결재 Lite(무료 100 건), 인사관리, 게시판, 메신저, 주소록, 일정 관리, 예약, 모바일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메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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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일 사용을 위한 사전 준비
1-1. 오피스 개설하기

전용 오피스란
하이웍스 오피스는 소유한 도메인을 사용한 전용 오피스로, 오피스에 소속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용 오피스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실제 소유자의 허락을 얻은 도메인으로만 오피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유한 도메인이 없다면 도메인을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도메인 등록하기

전용 오피스 개설 방법
1. 가비아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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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비아 계정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② 가비아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화면에 보이는 보안 문자를 입력합니다.
④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후 가비아 홈페이지 상단 [메일/그룹웨어]를 클릭합니다.

3. 메일 또는 그룹웨어 상품을 비교해 원하는 상품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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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이웍스 오피스를 사용할 용량 또는 계정 수를 기준으로 상품을 비교합니다. 원하는 상품이 결정됐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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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 신청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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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결재 옵션을 선택합니다.
② 이용 기간을 선택합니다. 6/12/24 개월 중 선택 가능합니다.
③ 본인이 소유한 도메인 또는 실제 소유자의 허락을 얻은 도메인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비아 등록
도메인은 설치비 2 만 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④ 메일 용량/오피스 용량/SMS 충전 옵션을 선택합니다.
⑤ 오피스 이용 약관을 확인 후 동의에 체크합니다.
⑥ 견적서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출력]을 클릭해 수신자를 기재한 후 인쇄가 가능합니다.
⑦ 모든 신청 정보를 완료했다면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6. 서비스 비용 결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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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결제 수단을 선택합니다.
② 증빙 서류 신청 여부를 선택합니다.
③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경우, 체크합니다.
④ [결제하기]를 클릭합니다.

7. 오피스 관리 정보를 설정합니다. 오피스 관리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세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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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일 호스팅 관리자 정보를 설정합니다. 입력한 정보는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의 정보로 설정됩니다. 해당
전체 관리자 정보만이 전용 오피스 세팅 후 처음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② 소유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③ 관리자 정보를 설정합니다. [소유자 정보와 같음]에 체크하거나 [관리자 목록]을 클릭하면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④ 무통장 입금(가상계좌)으로 결제 수단을 선택한 경우, 해당 페이지의 [SMS 발송]을 클릭하면 원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가상계좌 번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⑤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8.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신청 내역 출력]을 클릭하면 서비스 신청 내역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세팅을 위해 신청한 도메인 네임서버의 DNS 레코드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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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메인 연결하기
전용 오피스 신청 및 결제를 완료했다면, 오피스 세팅을 위해 신청한 도메인의 DNS 레코드 설정이 필요합니다.

가비아 네임서버 이용 고객
가비아 등록 도메인이며, 가비아 네임서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DNS 설정이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단, 기존 가비아 네임서버에 타사 MX 레코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동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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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인 후 가비아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My 가비아]를 클릭합니다.

2. [My 가비아 > DNS 레코드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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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NS 설정을 진행할 도메인 우측의 [설정]을 클릭합니다.

4. 타사 MX 레코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값 우측의 [삭제]를 클릭합니다.

5. [레코드 추가]를 클릭해 하이웍스 DNS 레코드 값을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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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레코드 추가]를 클릭합니다.
② 하이웍스 DNS 레코드 값을 모두 입력합니다.
③ 각 레코드 값 우측의 [확인]을 클릭합니다.
④ 입력한 정보를 확인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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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네임서버 이용 고객
타사 네임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DNS 설정은 네임서버 업체를 통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 하이웍스 DNS 레코드 값을 네임서버 업체에 전달해 추가 또는 변경을 진행합니다.
하이웍스 레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레코드 종류

호스트 이름

값

우선 순위

MX

@

mailapp.hiworks.co.kr.

10

CNAME

TXT(SPF)

hiworks

hiworksapp.hiworks.co.kr.

webmail

hiworksapp.hiworks.co.kr.

mail

mailapp.hiworks.co.kr.

pop3

mailapp.hiworks.co.kr.

@

v=spf1 include:_spf.hiworks.co.kr ~all

네임서버 업체를 모르는 경우, 도메인 정보 조회에서 네임서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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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서버 업체별 DNS 설정 방법
네임서버 변경 시 최대 48 시간까지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48 시간 이후에도 오피스 세팅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해당 네임서버 업체로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 카페 24 네임서버
1) 카페 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서비스 관리 > 도메인 관리]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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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메인 부가서비스 > DNS 관리]를 클릭합니다. 원하는 도메인을 선택 후 상단 [DNS 관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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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일서버(MX) 관리 > MX 추가]를 클릭해 하이웍스 MX 레코드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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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칭(CNAME) 관리 > CNAME 추가]를 클릭해 하이웍스 CNAME 레코드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단,
카페 24 DNS 관리에서는 CNAME 레코드 입력 시 맨 뒤 .(마침표)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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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PF 관리]를 클릭해 하이웍스 TXT(SPF) 레코드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단, 카페 24 DNS 관리에서는
SPF 레코드 입력 시 include:spf.hiworks.co.kr 만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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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이즈 네임서버
1) 후이즈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도메인 활용/부가서비스 > 네임서버 고급설정]에 접속합니다. 원하는
도메인을 선택 후 [네임서버 고급설정]을 클릭합니다.

2) 입력할 레코드 종류 좌측의 [관리화면 열기]를 클릭해 하이웍스 DNS 레코드 값을 모두 입력합니다. 필요시 각
레코드의 [신청란 추가]를 활용합니다. 모든 정보를 다 입력했다면 화면 아래 [다음 단계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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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정한 하이웍스 DNS 레코드 값들을 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6

3. 호스팅케이알 네임서버
1) 호스팅케이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서비스 > 도메인 관리]에 접속합니다. 원하는 도메인을 선택 후
[네임서버 설정 관리]를 선택한 다음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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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코드 타입을 [MX 레코드]를 선택한 후 하이웍스 MX 레코드 값을 입력합니다. 정보를 모두 입력했다면
[설정 내용 추가]를 클릭합니다.

3) 레코드 타입을 [별칭(CNAME)]을 선택한 후 하이웍스 CNAME 레코드를 입력합니다. 각 CNAME 레코드를
입력한 후에는 [설정 내용 추가]를 클릭해 CNAME 레코드를 모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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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코드 타입을 [텍스트(TXT)]를 선택한 후 하이웍스 TXT(SPF) 레코드를 입력합니다. 정보를 모두 입력했다면
[설정 내용 추가]를 클릭한 후 반드시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5) 설정한 하이웍스 DNS 레코드 값들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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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닷네임코리아 네임서버
1) 닷네임코리아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도메인/메일]에 마우스를 올린 후 [도메인 관리]를 클릭합니다.

2) DNS 설정 > 도메인 레코드 관리]를 클릭합니다. 원하는 도메인 우측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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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이웍스 DNS 레코드 값을 모두 입력합니다. 각 레코드 메뉴 안에 [추가]를 클릭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모든 정보를 다 입력했다면 화면 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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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직도 생성하기
하이웍스 전용 오피스 세팅이 완료되었다면 오피스 계정을 생성하기에 앞서 조직 생성이 필요합니다.
1.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인사관리]를 클릭합니다.

2. [인사관리 > 조직 관리]를 클릭해 하위 조직을 생성합니다.

① [조직 관리]를 클릭합니다.
② 기본 생성된 레벨 1 조직 우측의 […]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42

③ [하위조직 생성]을 클릭합니다.
3. 원하는 조직명을 입력한 후 키보드 enter 를 누르면 조직 생성이 완료됩니다. 최종 레벨 5 까지 하위 조직
생성이 가능합니다.

4. 원하는 조직 관련 설정이 가능합니다.
1) 조직 위치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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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동할 조직 우측의 […]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② [이동]을 클릭합니다.

③ 변경되는 위치를 선택합니다.
④ [저장]을 클릭합니다.

2) 조직 순서 변경하기

44

① 순서를 변경할 조직 우측의 […]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② [순서변경]을 클릭합니다.

③ 생성된 파란색 화살표 중 원하는 방향을 클릭해 변경합니다.
3) 조직 삭제하기

① 삭제할 조직 우측의 […]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② [삭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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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조직 일괄 생성하기가 가능합니다.
1) [일괄 등록]을 클릭합니다.

2) [샘플 다운로드]를 클릭해 CSV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을 샘플 형식에 맞게 작성한 후
저장합니다. 해당 파일은 반드시 CSV 파일 확장자로 저장해야 합니다.
46

3) 엑셀 파일 작성을 완료했다면 [불러오기]를 클릭해 저장한 파일을 불러옵니다.

①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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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장한 파일명을 클릭합니다.
③ [열기]를 클릭합니다.
4) 형식에 맞게 작성한 엑셀 파일을 업로드 시 자동으로 데이터가 하단에 입력됩니다. 입력된 정보를 확인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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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직위/직무 생성하기
조직 생성을 완료했다면 사용자 추가 시 입력할 직위/직무 정보를 생성해야 합니다.
1.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인사관리]를 클릭합니다.

2. [인사관리 > 직위/직무 관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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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위 관련해 원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① 해당 직위명을 클릭해 직위명 변경 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② 우측 [+]를 클릭해 해당 등급에 직위 추가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직위명을 입력한 후 키보드 Enter 를
누릅니다.
③ 등급을 추가할 경우, 상단 [등급 추가]를 클릭합니다. [등급 추가] 클릭 시 맨 하단에 8 등급부터 등급이
추가됩니다. 생성된 등급의 빈칸에 직위명을 입력한 후 키보드 Enter 를 누릅니다.
④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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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 관련해 원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① 해당 직무명을 클릭해 직무명 변경 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② 직무 추가를 원할 경우, 상단 [직무 추가]를 클릭합니다. [직무 추가] 클릭 시 생성된 빈칸에 새로운 직무명을
입력한 후 키보드 Enter 를 누릅니다.
③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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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용자 추가하기
조직 생성 및 직위/직무 생성을 완료한 후 오피스를 사용할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사용자 추가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사용자 추가하기

1.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인사관리]를 클릭합니다.

2. [인사관리 > 사용자 관리]에서 사용자를 간편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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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관리 > 사용자 관리]를 클릭합니다.
② 이름/ID/비밀번호/사내전화/휴대전화/소속조직/직위/메일용량 또는 사용여부 선택을 진행합니다.
③ [저장]을 클릭합니다.

3. [인사관리 > 사용자 관리 > 사용자 추가]를 클릭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설정한 계정 생성이 가능합니다.
1) [인사관리 > 사용자 관리 > 사용자 추가]를 클릭합니다.

① [사용자 관리]를 클릭합니다.
② 상단 [사용자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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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①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해 사용자 사진 등록이 가능합니다.
② 계정을 사용할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③ 계정을 사용할 ID 를 입력합니다. 한 오피스 내 동일 ID 중복 생성은 불가합니다.
ID 는 특수문자로 시작할 수 없으며, 2~20 자리의 영문 소문자, 숫자, -, _, .(마침표)를 조합해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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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 10-16 자리로, 영문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해 설정합니다. 관리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로그인 후 직접 1 회 변경해야만 오피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⑤ (선택사항) 사번이 존재하는 경우 입력합니다.
⑥ (선택사항) 전자결재, 인사관리 메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입사일은 반드시 입력합니다.
⑦ (선택사항) 전자결재, 인사관리 메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조직은 반드시 선택합니다.
⑧ (선택사항) 전자결재, 인사관리 메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위는 반드시 선택합니다.
⑨ (선택사항) 전자결재, 인사관리 메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무는 반드시 선택합니다.
⑩ 오피스 계정은 일반 사용자와 전체 관리자로 구분됩니다. 전체 관리자는 오피스 전체 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계정으로, 오피스당 최대 3 개 계정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⑪ 생성한 계정로 메일 사용을 원할 경우, 메일 설정을 사용으로 하거나, 메일 용량을 할당합니다. 메일 용량은
최소 1000MB 이상 할당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⑫ 이메일, 사내전화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해당 정보는 [인사 관리 > 인사 정보 > 내 정보 관리]에서
사용자가 직접 입력 및 수정 가능합니다.
⑬ 계정 사용을 원할 경우 정상을 선택합니다. 퇴사자 또는 휴직자의 경우, 일시정지를 선택합니다.
⑭ [저장]을 클릭하면 계정 생성이 완료됩니다. 계정 생성을 추가로 진행할 경우, [저장 후 계속 추가]를
클릭합니다.

4. 사용자 일괄 추가가 가능합니다.
1) [인사관리 > 사용자 관리 > 사용자 일괄 추가]를 클릭합니다.

2) [샘플 다운로드]를 클릭해 CSV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을 샘플 형식에 맞게 작성한 후
저장합니다. 해당 파일은 반드시 CSV 파일 확장자로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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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엑셀 파일 작성을 완료했다면 [불러오기]를 클릭해 저장한 파일을 불러옵니다.

①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② 저장한 파일명을 클릭합니다.
③ [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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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식에 맞게 작성한 엑셀 파일을 업로드 시 자동으로 데이터가 하단에 입력됩니다. 입력된 정보를 확인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① 불러온 데이터를 확인하고 등록할 계정 좌측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② [등록]을 클릭합니다.

5. 사용자 일괄 수정이 가능합니다.
1) [인사관리 > 사용자 관리 > 사용자 일괄 수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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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샘플 다운로드]를 클릭해 CSV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을 샘플 형식에 맞게 작성한 후
저장합니다. 해당 파일은 반드시 CSV 파일 확장자로 저장해야 합니다.

3) 엑셀 파일 작성을 완료했다면 [불러오기]를 클릭해 저장한 파일을 불러옵니다.

①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② 저장한 파일명을 클릭합니다.
③ [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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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식에 맞게 작성한 엑셀 파일을 업로드 시 자동으로 데이터가 하단에 입력됩니다. 입력된 정보를 확인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① 불러온 데이터를 확인하고 등록할 계정 좌측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② [등록]을 클릭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아이디 등록 신청하기
1. 하이웍스 전용 오피스에 접속 후 하단 [아이디 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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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정 신청을 위한 정보를 모두 입력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① 계정을 사용할 ID 를 입력 후 [중복 확인]을 클릭합니다. 한 오피스 내 동일 ID 중복 생성은 불가합니다.
ID 는 특수문자로 시작할 수 없으며, 2~20 자리의 영문 소문자, 숫자, -, _, .(마침표)를 조합해 설정합니다.
② 계정을 사용할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③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 10-16 자리로, 영문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해 설정합니다.
④ 설정한 비밀번호의 재확인을 위해 동일하게 재입력합니다.
⑤ 메일 사용 여부 또는 사용할 메일 용량을 설정합니다.
⑥ (선택사항) 휴대전화, 개인 이메일, 자택 주소, 생년월일, 기타 정보를 입력합니다. 해당 정보는 계정 생성
후 [인사관리 > 인사정보 > 내 정보 관리하기]에서 사용자가 직접 변경이 가능합니다.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을 확인 후 동의한다면 좌측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⑧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 계정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계정은 하이웍스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가 직접 승인을
처리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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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일 사용하기
2-1. 메일 쓰기
(1) 메일 작성하기

1.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메일]을 클릭합니다.

2. [편지쓰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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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일을 작성합니다.
1) 받는 사람

① 받는 사람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메일 주소 사이는 ,(콤마) 또는 ;(세미 콜론)으로 구분해 여러 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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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받는 사람 메일 주소가 주소록에 저장된 경우, 우측 [+]를 클릭해 원하는 주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받는 사람 메일 주소가 주소록에 저장된 경우, 초성을 입력하면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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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조

① 참조자의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메일 주소 사이는 ,(콤마) 또는 ;(세미 콜론)으로 구분해 여러 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② 참조자의 메일 주소가 주소록에 저장된 경우, 우측 [+]를 클릭하여 원하는 주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숨은 참조를 원하는 경우, 참조 우측 [+]를 클릭해 숨은 참조자를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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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파일 첨부 박스 안에 드래그 앤 드롭하거나 [파일 첨부]를 클릭해 [내 컴퓨터에서 파일 선택] 또는 [파일
박스에서 파일 선택]에서 원하는 첨부
파일을 선택합니다.

② 첨부할 파일의 크기가 20MB 를 초과하는 경우, 대용량 파일로 자동 전환됩니다. 20MB 이하 첨부 파일을
대용량 파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다운로드 날짜 우측 [변경]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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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일 미리보기

1. [편지쓰기]를 클릭합니다.

2.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메일을 보내기 전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메일 내용을 사전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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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일 임시 저장하기

1. 메일을 작성한 후 [저장하기]를 클릭하면 해당 메일은 즉시 임시보관함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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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일 > 임시 보관함]에 저장된 메일 내용을 확인 및 수정 후 해당 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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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시 보관함에 저장된 메일의 체크 박스를 클릭하면 삭제, 완전삭제, 이동, 다른 작업 메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임시 보관함에 저장된 메일의 제목을 클릭합니다.

③ 임시 보관된 메일 내용을 확인한 후,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4) 메일 답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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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받은 편지함]을 클릭합니다.

2. 받은 편지함에서 답장할 메일의 제목을 클릭합니다.

3. 메일 상단의 [답장] 또는 [전체 답장]을 클릭합니다.

① 메일에서 [답장]을 클릭하면 보낸 사람에게만 메일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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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메일에서 [전체답장]을 클릭하면 보낸 사람 포함 참조자에게도 메일을 회신합니다.
4. 답장할 내용을 확인 후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5) 메일 전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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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받은 편지 상단 [전달]을 클릭해 메일을 전달합니다.

① 메일에서 [전달]을 클릭하면 첨부파일을 포함한 메일 내용을 회신할 수 있습니다.

② 전달할 내용을 확인 후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6) 메일 예약하기
72

1. [편지쓰기]를 클릭해 [옵션]에서 발송 예약을 설정합니다.

① [옵션]을 클릭합니다.
② [발송 예약]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③ [확인]을 클릭합니다.
2. 메일 내용을 작성 완료 후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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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약 발송될 메일을 확인하시려면 [보낼편지함]을 클릭합니다.

4. 예약 발송할 메일을 원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추가 작업을 원할 경우 메일의 체크 박스를 클릭합니다.
② [삭제]를 클릭하면 예약 발송이 취소되고 [휴지통]으로 메일이 이동됩니다.
③ [완전삭제]를 클릭하면 예약 발송 취소와 함께 메일 복구가 불가합니다.
④ [이동]을 클릭하면 해당 메일을 다른 편지함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 보낼 편지함에 저장된 메일을 다른
편지함으로 이동 시 해당 메일의 예약 발송은 취소됩니다.
⑤ [다른 작업]을 클릭하면 읽음 여부, 별 표시 여부, 메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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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메일 옵션 설정하기

1. [편지쓰기] 내 [옵션]을 클릭 후 설정을 완료했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1) 발송 예약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예약 설정 방법은 [메일 > 메일 사용하기 >
메일 쓰기 > 메일 예약하기]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2) 서명
미리 설정해놓은 서명 목록에서 원하는 서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서명 설정 방법은 [메일 > 메일
사용하기 > 메일 서명 설정]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3) 보내기 옵션
메일 발송 전, [보내기 옵션]을 통해 다양한 옵션 설정이 가능합니다.
① [개인별 보내기] 설정 시 여러 사람에게 메일을 보내더라도 받는 사람 영역에 수신인(본인) 한 명만
표시됩니다.
② [중요!] 설정 시 메일 제목 앞에 [!]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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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낸 편지함 저장]은 기본 설정 체크 사항으로, 메일 발송 후 자동으로 [보낸 편지함]에 저장됩니다.
④ [수신 확인]도 기본 설정 체크 사항으로, 메일 발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받는 사람의 읽음 여부와 메일을
확인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인코딩
인코딩은 한국어(EUC-KR)와 유니코드(UTF-8)를 지원합니다. 한국어(EUC-KR)로 설정을 변경할 경우 수신자가 메일
내용 확인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니코드(UTF-8) 이용을 권장합니다.

2-2. 메일 읽기
(1) 메일 본문 읽기

1. [받은 편지함 > 수신한 메일]을 클릭합니다.

① [받은 편지함]을 클릭합니다.
② 수신한 메일의 제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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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신한 메일을 확인합니다.

① 수신한 메일의 제목을 확인합니다.
② 수신한 메일의 수신 시간을 확인합니다.
③ 수신한 메일의 보낸 사람 이름 및 메일 주소를 확인합니다.
④ 수신한 메일의 받는 사람 이름 및 메일 주소를 확인합니다.
⑤ 수신한 메일의 본문 내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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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일 검색하기

하이웍스 메일에서 수신 또는 발신한 메일을 검색합니다.
1. 메일 메뉴 상단에 위치한 [메일 검색]을 클릭합니다.

2.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설정합니다.
1) 간편 검색하기

① 검색할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② 전체/보낸 사람/받는 사람/제목/메모 중 원하는 검색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을 클릭합니다.
③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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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검색하기
(1) 상세 조건을 설정한 메일을 검색합니다.

① [상세 검색]을 클릭합니다.

② 보낸 사람은 보낸 사람 이름 또는 메일 주소 전체를 입력합니다.
③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 이름 또는 메일 주소 전체를 입력합니다.
④ 메일 제목을 입력합니다.
⑤ 메모 내용을 입력합니다.
⑥ 검색할 메일의 수신 또는 발신 기간을 설정합니다.
⑦ 검색할 메일이 저장된 편지함 종류를 클릭합니다.
⑧ 검색할 메일의 첨부 파일 유무를 클릭합니다.
⑨ 원하는 상세 조건을 모두 설정했다면 [검색]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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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한 조건으로 검색된 결과를 확인합니다. 해당 검색 결과에서 부가 조건을 추가하고 싶다면
[보기:모두]에서 설정합니다.

① [보기:모두]를 클릭합니다.
② 모두/별 표시/첨부 있음/안 읽은 메일/읽은 메일 중 원하는 검색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을 클릭합니다.
(3) 검색 결과를 초기화하고 싶은 경우, 검색한 조건 우측에 위치한 [X] 또는 [초기화]를 클릭합니다.

(3) 첨부파일 확인하기

수신한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받은 편지함 > 수신한 메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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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받은 편지함]을 클릭합니다.
② 수신한 메일의 제목을 클릭해 메일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③ 첨부 파일이 있는 메일은 메일 제목 우측에 클립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첨부 파일명을 미리 확인하고 싶은
경우, 해당 [클립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메일에 첨부된 파일명을 클릭해 첨부 파일을 열거나 저장합니다. 저장할 경우, 해당 파일의 저장 경로를 선택
후 PC 에 저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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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첨부 파일명을 클릭합니다.
② [열기] 또는 [저장]을 클릭해 첨부파일을 확인합니다. 저장을 원할 경우, 해당 파일의 저장 경로를 선택 후
PC 에 저장 가능합니다.

3. 첨부된 파일의 미리 보기를 원할 경우, 첨부 파일명 우측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해 첨부 파일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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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소 추가하기

자주 거래하는 업체이거나 중요한 고객사로 주소를 기억해야 하는 경우, 주소록에 추가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 매뉴얼은 메일 본문에서 즉시 주소를 추가하는 방법을 안내하므로, 보다 자세한 주소록 추가
방법은 [그룹웨어 > 주소록 > 주소 추가 > 주소 추가하기]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1. 해당 메일의 발송자를 주소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주소록 저장 시 원하는 태그를 설정해 저장할 수
있습니다.

① [주소추가]를 클릭합니다.
② 해당 주소에 원하는 태그를 적용하고 싶다면 태그명을 입력합니다. 원하는 태그가 없는 경우, ⑤로 바로
이동합니다.
③ [태그붙이기]를 클릭합니다.
④ 적용된 태그를 확인합니다.
⑤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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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소록]으로 이동해 해당 주소가 올바르게 저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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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모 추가하기

메일 별로 메일 회신 여부, 프로젝트 작업 진행 상태 등 원하는 메모를 추가해 메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메모를 추가합니다.
1) 메일 제목 우측의 [메모 추가]를 클릭해 원하는 메모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① [메모 추가]를 클릭합니다.
② 원하는 메모를 입력합니다.
③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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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일 상단 [다른 작업 > 메모]를 클릭해 동일한 방법으로 메모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메일에 추가된 메모는 편지함 리스트의 메일 제목 좌측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메일 본문의 수신 시각 하단에서도 추가한 메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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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한 메모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편지함 리스트에서 메일 제목 좌측의 [메모]를 클릭합니다. 메모 수정 팝업창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수정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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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일 제목 좌측의 [메모]를 클릭합니다.
② 메모 내용을 수정합니다.
③ [확인]을 클릭합니다.
2) 해당 메일 본문에서 메일 수신 시각 하단의 [메모] 또는 제목 우측의 [메모 수정]을 클릭해 동일한 방법으로
메모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① 메일 수신 시각 하단의 [메모] 또는 메일 제목 우측의 [메모 수정]을 클릭합니다.
② 메모 내용을 수정합니다.
③ [확인]을 클릭합니다.
3) 메일 상단 [다른 작업 > 메모]를 클릭해 동일한 방법으로 메모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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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한 메모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편지함 리스트에서 메일 제목 좌측의 [메모]를 클릭합니다. 메모 수정 팝업창에서 [삭제]를 클릭하면 즉시
메모가 삭제됩니다.

.
① 메일 제목 좌측의 [메모]를 클릭합니다.
② [삭제]를 클릭합니다.
2) 해당 메일 본문에서 제목 우측의 [메모 수정]을 클릭해 동일한 방법으로 메모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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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일 수신 시각 하단의 [메모] 또는 메일 제목 우측의 [메모 수정]을 클릭합니다.
② [삭제]를 클릭합니다.
3) 메일 상단 [다른 작업 > 메모]를 클릭해 동일한 방법으로 메모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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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메일 인쇄하기

1. 메일 본문을 확인 후 인쇄가 필요한 경우, 상단 [다른 작업 > 인쇄]를 클릭합니다.

① [다른 작업]을 클릭합니다.
② [인쇄]를 클릭합니다.

2. [인쇄] 클릭 후 나타난 팝업 창에서 인쇄할 내용을 최종 확인합니다. 좌측 상단 [인쇄항목설정]을 클릭해 인쇄할
상세 항목을 설정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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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쇄항목설정]을 클릭합니다.
② 인쇄할 상세 항목을 선택합니다.
③ 선택한 항목을 기본 인쇄항목으로 저장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④ [확인]을 클릭합니다.

3. 인쇄할 프린터를 선택 후 [인쇄]를 클릭해 출력합니다.

① 인쇄를 진행할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② [인쇄]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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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메일 다운로드하기

1. 메일 다운로드를 진행합니다.
1) 편지함 목록에서 바로 다운로드하기
(1) 다운로드할 메일 좌측 체크박스를 선택 후 상단 [다른 작업 > 다운로드(PC 저장)]를 클릭합니다.

① 다운로드할 편지 좌측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② [다른 작업]을 클릭합니다.
③ [다운로드(PC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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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단 [저장]을 클릭해 사용자 PC 에 해당 메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메일 파일 확장자는 EML
파일로, EML 파일을 지원하는 메일 업체 또는 프로그램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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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일 본문 화면에서 다운로드하기
(1) [받은 편지함 > 수신한 메일]을 클릭합니다.

① [받은 편지함]을 클릭합니다.
② 수신한 메일의 제목을 클릭합니다.
(2) 메일 본문을 확인 후 다운로드가 필요한 경우, 상단 [다른 작업 >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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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작업]을 클릭합니다.
② [다운로드(PC 저장)]을 클릭합니다.
(3) 하단 [저장]을 클릭해 사용자 PC 에 해당 메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메일 파일 확장자는 EML 파일로,
EML 파일을 지원하는 메일 업체 또는 프로그램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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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메일 삭제하기

1. 메일 삭제를 진행합니다.
1) 편지함 목록에서 바로 삭제하기
(1) 삭제할 메일 좌측 체크박스를 선택 후 상단 [삭제] 또는 [완전 삭제]를 클릭합니다.

① 삭제할 편지 좌측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② [삭제] 클릭 시 해당 메일은 즉시 [휴지통]으로 이동합니다.
③ [완전 삭제] 클릭 시 해당 메일은 [휴지통]으로 이동하지 않고, 즉시 완전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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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일 본문 화면에서 삭제하기
(1) [받은 편지함 > 수신한 메일]을 클릭합니다.

① [받은 편지함]을 클릭합니다.
② 수신한 메일의 제목을 클릭합니다.
(2) 메일 본문을 확인 후 삭제를 원하는 경우, 상단 [삭제] 또는 [완전 삭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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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를 클릭하고 아래와 같은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확인] 클릭 시 해당 메일은
휴지통으로 이동합니다.

② [완전 삭제]를 클릭하고 아래와 같은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확인] 클릭 시 해당
메일은 즉시 완전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합니다.

2. [완전 삭제]가 아닌 [삭제]를 클릭한 메일은 [메일 > 휴지통]에서 사용자가 직접 메일을 복원하거나 스팸 처리,
완전 삭제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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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지통]을 클릭합니다.
② 원하는 편지 좌측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③ [완전 삭제]를 클릭하고 아래와 같은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확인] 클릭 시 해당
메일은 즉시 완전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합니다.

④ 해당 메일이 스팸 메일인 경우, [스팸 처리]를 클릭합니다. 스팸 처리 방법을 설정하면 이후 수신될
동일한 메일의 스팸 처리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⑤ 실수로 메일을 삭제해 휴지통에서 메일이 확인되는 경우, [이동]을 활용해 원하는 편지함으로 메일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⑥ [다른 작업] 클릭 시 메일 읽음 표시 여부, 별 표시 여부, 다운로드(PC 저장)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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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팸 처리하기

스팸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특정 메일만 스팸 처리하기
2. 특정 사용자의 전체 스팸 설정하기
3. 보안 메일 사용 시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가 하이웍스 메일 전체 스팸 설정하기
본 매뉴얼은 1 번에 해당하는 특정 메일만 사용자가 직접 스팸 처리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2 번의 경우, [메일 > 메일 사용하기 > 스팸 설정]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3 번의 경우, [메일 > 보안메일 사용하기 > 메일 보안 설정 > 스팸메일 관리하기]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1. 편지함에서 원하는 편지를 선택 후 [스팸처리]를 클릭해 스팸 처리를 설정합니다.

① 원하는 편지 좌측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② [스팸처리]를 클릭합니다.
2. 스팸처리 방법을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하면 해당 메일의 스팸 처리가 완료됩니다.
수신 거부를 선택한 경우, 해당 메일은 영구 삭제되며, 이후 해당 주소에서 발송하는 메일을 차단되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스팸 편지함으로 수신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메일은 스팸 편지함으로 이동하며, 이후 해당
주소에서 발송하는 메일은 스팸 편지함에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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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일 > 휴지통]에서 확인되는 메일도 동일한 방법으로 스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휴지통]을 클릭합니다.
② 원하는 편지 좌측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③ 해당 메일이 스팸 메일인 경우, [스팸 처리]를 클릭해 스팸 처리 방법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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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메일 이동하기

1. 메일을 이동합니다.
1) 편지함 목록에서 바로 이동하기
(1) 이동할 메일 좌측 체크박스를 선택 후 상단 [이동 > 이동할 편지함]을 클릭합니다.

① 삭제할 편지 좌측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② [이동]을 클릭합니다.
③ 해당 메일 주소로부터 수신되는 메일을 특정 편지함으로 계속 이동하고 싶은 경우, [계속 이동]의
좌측 체크박스를 선택 후 ⑤과 같이 원하는 편지함을 선택합니다. [이미 받은 메일 함께 이동] 좌측 체크 박스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하면 해당 메일 주소로부터 수신된 기존 메일도 함께 편지함으로 이동합니다.

④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 편지함으로 이동하고 싶은 경우, 새 편지함의 이름을 입력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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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편지함이 생성되며 해당 메일은 즉시 새 편지함으로 이동합니다.
⑤ 현재 존재하는 편지함으로 이동하고 싶은 경우, 보이는 편지함 리스트 중 원하는 편지함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편지함 클릭 시 해당 편지함으로 메일이 즉시 이동합니다.

2) 메일 본문 화면에서 이동하기
(1) [받은 편지함 > 수신한 메일]을 클릭합니다.

① [받은 편지함]을 클릭합니다.
② 수신한 메일의 제목을 클릭합니다.
(2) 메일 본문을 확인 후 이동을 원하는 경우, 상단 [이동]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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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동]을 클릭합니다.
② 해당 메일 주소로부터 수신되는 메일을 특정 편지함으로 계속 이동하고 싶은 경우, [계속 이동]의
좌측 체크박스를 선택 후 ③과 같이 원하는 편지함을 선택합니다. [이미 받은 메일 함께 이동] 좌측 체크 박스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하면 해당 메일 주소로부터 수신된 기존 메일도 함께 편지함으로 이동합니다.

③ 보이는 편지함 리스트 중 원하는 편지함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편지함 클릭 시 해당 편지함으로 메일이 즉시
이동합니다.
2 이동한 메일은 해당 편지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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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내 계정 설정
(1) 프로필 설정하기

프로필 등록하기
1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로그인한 계정 이름 > 설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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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피스 홈에서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한 계정 이름]을 클릭합니다.
② [설정]을 클릭합니다.
2 [프로필 설정]을 클릭해 원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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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프로필 사진 등록을 원하는 경우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② 등록을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③ [열기]를 클릭합니다.
3 등록한 이미지가 적용되었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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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삭제 및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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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필 설정]을 클릭해 원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1) 프로필 삭제하기

① 등록된 이미지 삭제를 원하는 경우 [ X ]를 클릭합니다.
② 이미지가 삭제되었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2) 프로필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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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된 이미지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② 변경을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③ [열기]를 클릭합니다.

2. 프로필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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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설정하기

보안 설정에서는 로그인한 사용자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 2 단계 인증, 자동 로그아웃 설정, 메신저/API 로그인에
대한 IP 보안 설정이 가능합니다.
1.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로그인한 계정 이름 > 설정]을 클릭합니다.

① 오피스 홈에서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한 계정 이름]을 클릭합니다.
② [설정]을 클릭합니다.
2. [보안 설정]을 클릭해 원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1) 비밀번호 변경

(1) [보안 설정 > 비밀번호 변경 > 변경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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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정 정보 보호를 위해 현재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① 로그인한 계정의 현재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② [확인]을 클릭합니다.
(3) 새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① 변경할 새 비밀번호를 위, 아래 빈칸에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②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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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단계 인증
2 단계 인증은 하이웍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일회용 인증번호까지 입력해야 로그인이 가능한 이중 보안
서비스입니다. 보다 안전한 하이웍스 서비스를 원할 경우, 2 단계 인증을 사용해주세요.
(1) [보안 설정 > 2 단계 인증 > 설정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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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단계 인증 설정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① 2 단계 인증 설정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② [저장]을 클릭합니다.

(3) 2 단계 인증을 사용할 경우, 먼저 백업용 이메일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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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백업용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② [인증코드 발송]을 클릭합니다.

(4) 백업용 이메일의 인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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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백업용 이메일로 수신한 인증코드를 입력합니다.
② [확인]을 클릭합니다.
③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5) 모바일 기기에 Google OTP 앱을 설치한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6) Google OTP 앱을 실행해 QR 코드를 인식합니다. 이후 생성된 OTP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① Google OTP 앱을 실행해 화면에 나타난 QR 코드를 인식합니다.
② 생성된 OTP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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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정 완료]를 클릭합니다.
(7) 만일 2 단계 인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안설정 > 2 단계 설정 > 설정하기]에서 재설정합니다.

① 사용 여부에서 [사용 안 함]을 클릭합니다.
② Google OTP 앱을 실행해 생성된 OTP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확인]을 클릭합니다.
④ [저장]을 클릭합니다.
3) 자동 로그아웃 설정
지정한 시간 동안 사용이 없는 경우, 하이웍스에서 자동 로그아웃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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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하는 자동 로그아웃 설정 시간을 선택합니다.
② [저장]을 클릭합니다.
3 메신저/API 로그인에 대한 IP 보안 설정
(1) 메신저/API 로그인에 대한 IP 보안을 설정합니다.

① 원하는 IP 보안 단계를 선택합니다.
② [변경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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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신저/API 가 아닌 전용 오피스로 직접 로그인 하는 경우, 해당 IP 보안 설정은 전용 오피스 로그인
화면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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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하는 IP 보안 단계를 선택합니다.
②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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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설정하기

1.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로그인한 계정 이름 > 설정]을 클릭합니다.

① 오피스 홈에서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한 계정 이름]을 클릭합니다.
② [설정]을 클릭합니다.

122

2. [서비스 설정]을 클릭해 원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1) 언어 선택
하이웍스 오피스에서 사용할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이웍스 오피스 메뉴 및 버튼명은 해당 언어로
표시됩니다.

① 한국어/영어/중국어 중 원하는 언어를 클릭합니다.
②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후 키보드 F5(새로고침)을 누르면 해당 언어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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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피스 첫 화면 선택
오피스 접속 시 나타날 첫 화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① 오피스 홈 또는 하이웍스 하위 메뉴 중 원하는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②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후 하이웍스 오피스 왼쪽 상단의 하이웍스 로고를 클릭하면 해당 오피스 첫 화면으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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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그인 활동 기록 보기
로그인 활동 기록에서 웹, 모바일, SMTP, POP3 로그인에 대한 최근 60 일간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로그인한 계정 이름 > 설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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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설정 메뉴의 로그인 활동 기록 [자세히 보기]를 클릭합니다.

3. 최초 접속일 순으로 로그인 활동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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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초 접속일: 로그인을 시도한 날짜와 시간입니다. POP3/SMTP 의 경우 최초 접속시간으로부터 발생한 이벤트
횟수가 함께 표시됩니다.
*SMTP: 메일을 수신할 때마다 서버에서 계정에 접속합니다. (예. 메일 발송 횟수 10 회 = SMTP 로그인 10 회)
*POP3: 메일 서버에서 특정 시간에 수신된 메일을 일괄로 가지고 갑니다. 계정 접속은 서버 설정에 따라 여러 번
이뤄질 수 있습니다.

② 접속 유형: PC, 모바일, POP3, SMTP 등 로그인 방식을 표시합니다.
*PC: PC 접속으로, 메신저 또는 브라우저 유형이 함께 표시
예) PC / 메신저, PC / Chrome
*모바일: 모바일 웹 접속 시 브라우저 유형이 함께 표시
예) 모바일 / Chrome
*메신저 앱: 모바일 메신저 앱을 통한 접속
*오피스 앱: 모바일 오피스 앱을 통한 접속
*메신저 링크: PC 메신저 링크를 통한 오피스 접속
*POP3/SMTP: 메일 서버에서 메일의 수신과 발신을 진행할 때 계정에 접속
③ IP: 로그인을 시도한 네트워크의 IP 주소입니다.
④ 국가: 로그인을 시도한 국가입니다.
⑤ 상태: 로그인 성공 실패 여부를 표시합니다. 로그인 실패 시 사유가 함께 표기됩니다. 로그인 실패 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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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 올바르지 않은 비밀번호
- 허용되지 않은 IP/로그인 차단 상태
- 계정 비활성화
- 올바르지 않은 OTP
*POP3/SMTP
- POP3 설정 안 함
- 관리자 패스워드 변경
- 허용되지 않은 IP
- 메일 서버 오류
- 올바르지 않은 계정 정보
- 자동 차단된 IP
- 올바르지 않은 계정 정보
- 메일 발송이 불가능한 상태
- 처리 불가
- 메일 용량 초과
- 타임아웃

2-4. 기본설정
(1) 쓰기 설정하기

1. 메일 내 [환경설정 > 기본 설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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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쓰기 설정을 완료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① 보내는 사람은 우측 [설정]을 클릭해 받는 사람에게 표시되는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답장받을 주소는 발송한 메일에 대한 답장받을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③ 기본 쓰기 모드는 기본 작성 툴(에디터, 텍스트), 글씨체, 글씨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④ 인코딩은 기본 유니코드(UTF-8) 사용을 권장하며, 한국어(EUC-KR)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⑤ 답장 시 원본 표시를 사용하면 작성 화면 하단에 메일 원본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⑥ 원본 구분자는 답장 시 기존 원본과 구분하는 선을 의미하며, 사용 함이 기본 설정입니다.
⑦ 보낸 편지함 저장은 메일 발송 후 자동으로 [보낸 편지함]에 저장되도록 하는 설정으로, 사용 함이 기본
설정입니다.
⑧ 수신확인은 메일을 발송한 후 받는 사람의 읽음 여부와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 함이 기본
설정입니다.
⑨ 주소 자동 완성 대상 항목은 사내 메일 주소, 개인 주소록, 공유 주소록, 최근 보낸 주소 총 4 가지로, 받는
사람 주소를 기입할 때 초성을 입력하면 전체 주소가 자동 완성되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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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읽기 설정하기

1. [환경설정 > 기본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읽기 설정을 완료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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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지 목록 표시수에서 각 편지함의 한 페이지당 최대로 표시되는 편지 개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표준 시간대 설정은 메일 수/발신 시 표시되는 국가별 표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POP3/SMTP 설정하기

1. [환경설정 > 기본 설정]을 클릭합니다.

2. POP3/SMTP 설정을 완료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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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OP3/SMTP 설정은 사용 안 함이 기본 설정입니다. POP3/SMTP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 함으로 설정을
변경합니다.
② 메일 받기 설정은 최근 6 개월 메일이 기본 설정입니다. [받은 편지함]에 있는 전체 메일을 연동하고 싶은
경우, 전체 메일로 설정을 변경하세요.
③ [받은 편지함]에서 외부 메일 프로그램으로 연동된 메일은 자동 읽음 표시가 되도록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POP3 로 가져간 메일을 읽지 않음 표시로 설정을 변경하세요.
④ 허용 국가 설정은 POP3/SMTP 연동을 허용하는 특정 국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이용자가 없을 경우
계정 보안상 대한민국으로만 국가 설정을 권장합니다.

(4) 용량 부족 알림 설정하기

1. [환경설정 > 기본 설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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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량 부족 알림 설정을 완료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수신 조건은 전체 편지함 용량의 80% 이상 또는 90% 이상 사용 시 용량 부족 알림을 받거나, 수신 안 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 할당된 메일 용량을 초과할 경우, 아래와 같은 ‘! [알림] 메일 용량을 확인하세요.’ 제목의 알림 메일이
수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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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편지함 관리
(1) 편지함 생성하기

편지함 관리에서는 새로운 개인 편지함을 생성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편지함 생성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경설정 > 편지함 관리]로 이동해 이용할 편지함 이름을 입력 후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① [환경설정]을 클릭합니다.
② [편지함 관리]를 클릭합니다.
③ 이용할 편지함 이름을 입력 후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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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성한 개인 편지함은 [편지함 관리]의 기본 편지함 하단에 생성됩니다. 개인 편지함으로 수신된 메일은 [개인
편지함 > 생성한 편지함 이름]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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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지함 삭제하기

편지함 관리에서는 새로운 개인 편지함을 생성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개인 편지함은 삭제할 수 있으며, 편지함 삭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경설정 > 편지함 관리]로 이동해 삭제할 편지함의 [편지함 삭제]를 클릭합니다.

① [환경설정]을 클릭합니다.
② [편지함 관리]를 클릭합니다.
③ 삭제할 편지함 우측의 [편지함 삭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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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3. 삭제한 개인 편지함은 [편지함 관리]의 기본 편지함 하단에서 즉시 제거됩니다. 좌측의 개인 편지함 목록은
새로 고침 후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편지함 변경하기
편지함 관리에서는 새로운 개인 편지함을 생성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성한 개인 편지함 이름 변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경설정 > 편지함 관리]로 이동해 변경할 편지함 이름의 [변경]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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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설정]을 클릭합니다.
② [편지함 관리]를 클릭합니다.
③ 변경할 편지함 우측의 [변경]을 클릭합니다.

2. 새로운 편지함 이름을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3. 변경한 개인 편지함 이름은 [편지함 관리]의 기본 편지함 하단에서 즉시 반영됩니다. 좌측의 개인 편지함 목록
은 새로 고침 후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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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지함 정렬하기
편지함 관리에서는 새로운 개인 편지함을 생성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생성한 개인 편지함은 개인 편지함 목록 하단에 위치합니다. 생성한 개인 편지함의 위치를 이동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 편지함 목록 변경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개인 편지함 목록에서 [이동할 편지함]을 클릭하여 드래그 앤 드롭하여 위치를 조정합니다.

2) [환경설정 > 편지함 관리]로 이동해 정렬할 편지함 우측의 [위로] 또는 [아래로]를 클릭하여 위치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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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설정]을 클릭합니다.
② [편지함 관리]를 클릭합니다.
③ 변경할 편지함 우측의 [위로]를 클릭하면 목록을 한 단계 올릴 수 있습니다.
④ 변경할 편지함 우측의 [아래로]를 클릭하면 목록을 한 단계 내릴 수 있습니다.

2. 변경한 개인 편지함은 [편지함 관리]의 기본 편지함 하단에서 즉시 반영됩니다. 좌측의 개인 편지함 목록은
새로 고침 후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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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지함 비우기
편지함 관리에서는 새로운 개인 편지함을 생성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편지함을 비우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경설정 > 편지함 관리]로 이동해 비울 편지함 우측의 [비우기]를 클릭합니다.

① [환경설정]을 클릭합니다.
② [편지함 관리]를 클릭합니다.
③ 비울 편지함 우측의 [비우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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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3. 편지함 비우기는 즉시 반영되어 해당 편지함에 저장된 메일 개수가 0 개로 변경됩니다. 좌측의 개인
편지함으로 이동 시, 메일 목록이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편지함 백업하기
편지함 관리에서는 새로운 개인 편지함을 생성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편지함의 메일을 편지함별로 일괄 백업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경설정 > 편지함 관리]로 이동해 백업할 편지함 우측의 [백업]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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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설정]을 클릭합니다.
② [편지함 관리]를 클릭합니다.
③ 백업할 편지함 우측 [백업]을 클릭합니다.

2. 알림 창에서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해, 사용자의 PC 에 저장합니다.
편지함의 백업 파일은 압축된 ZIP 파일로 저장됩니다. 해당 압축파일 내에 메일 한 건당 EML 파일로 저장됩니다.
용량이 큰 경우 다운로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백업]을 클릭 후 반드시 사용자의 PC 에 저장 바랍니다.

3. 다운로드 파일의 파일 개수와 용량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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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편지함 업로드하기
편지함 관리에서는 새로운 개인 편지함을 생성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PC 에 저장된 EML 파일을 편지함에 일괄 업로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경설정 > 편지함 관리]로 이동해 업로드할 편지함 우측의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① [환경설정]을 클릭합니다.
② [편지함 관리]를 클릭합니다.
③ 업로드할 편지함 우측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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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져올 EML 파일을 업로드 화면에 드래그 앤 드롭하거나, [파일선택] 또는 [직접선택]을 클릭합니다.
하이웍스 웹메일에 업로드는 EML 파일만 가능합니다.

3. 가져올 파일을 선택해 [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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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일 개수와 용량을 확인하고 업로드합니다. 잘못 업로드한 파일은 전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파일 개수와 용량을 확인합니다.
②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③ 만일 업로드할 파일을 잘못 선택한 경우, [모두삭제]를 클릭해 업로드 대기 파일을 삭제 후 다시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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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6. 성공 개수를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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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편지함 잠금 이용하기
편지함 잠금 설정하기
편지함 관리에서는 새로운 개인 편지함을 생성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편지함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개인 편지함을 보호할 수 있으며, 편지함 잠금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경설정 > 편지함 관리]로 이동해 보호할 편지함의 우측의 [잠금 설정]를 클릭합니다.

① [환경설정]을 클릭합니다.
② [편지함 관리]를 클릭합니다.
③ 보호할 편지함 우측의 [잠금 설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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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밀번호 힌트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① 비밀번호 힌트는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직접 입력합니다.
예) 내가 다닌 초등학교 이름은?
② 비밀번호 입력 후, 같은 비밀번호를 비밀번호 확인에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 영문(대/소문자 구분), 숫자를 혼용해 4~8 자리로 입력합니다.
③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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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잠금 설정이 완료되면 해당 개인 편지함 앞에 자물쇠 아이콘이 표시되며,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편지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잠금 설정한 편지함은 해당 개인 편지함 앞에 자물쇠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② 편지함 잠금 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확인]을 클릭해 해당 편지함의 메일 목록 확인 및 메일 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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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함 잠금 해제하기

1. 잠금 편지함은 [편지함 관리 > 잠금 해제]를 클릭해 잠금 설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 [환경설정]을 클릭합니다.
② [편지함 관리]를 클릭합니다.
③ 잠금 설정한 편지함 우측의 [잠금 해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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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금 편지함의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편지함 잠금 기능이 즉시 해제됩니다.

편지함 잠금 초기화 요청하기

잠금 편지함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에게 초기화를 요청해 개인 편지함의 잠금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에게 잠금 편지함 초기화 요청은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잠금 설정한 개인 편지함에서 편지함 초기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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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잠금 설정한 편지함을 클릭합니다.
② [편지함 초기화 요청]을 클릭합니다.
③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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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지함 관리]에서 편지함 초기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환경설정]을 클릭합니다.
② [편지함 관리]를 클릭합니다.
③ 잠금 설정한 편지함 우측의 [잠금 해제]를 클릭합니다.
④ [편지함 초기화 요청]을 클릭합니다.
⑤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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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재중 설정

출장 중이거나 장시간 메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메일을 보낸 사람에게 자동 응답 메일이 발송되는 기능입니다.
부재중 설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경설정 > 부재중 설정]로 이동해 부재중 설정 항목을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① [환경설정]을 클릭합니다.
② [부재중 설정]을 클릭합니다.
③ 부재중 설정 항목을 입력합니다.
- 부재중 설정을 [사용 함]으로 클릭합니다.
- 부재 기간을 설정합니다.
- 자동 답장 제목을 입력합니다.
- 자동 답장 내용을 입력합니다.
④ 부재중 설정 항목을 확인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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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재중 자동 응답 메일 내용은 [부재중 설정]에서 입력한 메일 내용만 발송됩니다. 실제 수신될 자동 응답
메일은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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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메일 서명 설정

메일 서명은 메일 하단에 연락처 정보나 좋아하는 인용구를 삽입하는 온라인상 명함과 같은 기능입니다.
최대 5 개의 서명을 설정해 편지 쓰기 시 원하는 서명을 선택 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메일 서명 설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경설정 > 서명 설정]으로 이동해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① [환경설정]을 클릭합니다.
② [서명 설정]을 클릭합니다.
③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157

2. 서명 제목과 내용을 입력 후 저장합니다.

① 서명 제목을 입력합니다. 서명 제목은 여러 개의 서명을 사용할 때 구분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기본 서명으로
설정을 선택하면 편지 쓰기 화면에서 기본 서명이 표시됩니다.
② 서명으로 사용할 내용을 입력합니다.
③ 상단 툴을 활용해 메일 본문의 폰트, 정렬, 이미지 첨부, 표 삽입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디자인을 통한 고급 편집 기능 외 HTML, TEXT, 미리 보기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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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서명을 변경하거나 서명 내용을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서명 내용을 수정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서명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서명 내용 수정 시, 먼저 보낸 메일의
서명 내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② 기본 서명을 변경하려면, 기본 서명 선택에서 기본으로 사용할 서명 제목을 선택 후 [적용]을 클릭합니다.

4. 기본으로 설정한 서명은 편지 쓰기 시, 메일 내용 하단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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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 설정 서명 외 다른 서명을 사용해 편지 쓰기를 원할 경우 [옵션]을 클릭 후 다른 서명을 선택해 [확인]을
클릭합니다.

2-8. 수신 메일 분류

특정인에게서 수신한 메일이나, 제목에 특정 단어가 들어간 메일을 수신할 경우, 웹메일에서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능입니다.

수신 메일 분류 설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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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설정 > 수신 메일 분류]로 이동해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분류 기준을 설정했다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① [환경설정]을 클릭합니다.
② [수신 메일 분류]를 클릭합니다.
③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④ 분류 기준에서 대상, 조건, 조건 내용, 이동될 편지함을 설정합니다.
- 대상은 선택안함,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제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조건은 선택안함, 일치, 미일치, 포함, 미포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조건 내용은 직접 입력합니다. 띄어쓰기를 포함해 입력한 정보 그대로 설정되므로 문장은 단어로 나누어
설정합니다.
예) 제목에 “광고”가 포함된 이메일을 휴지통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대상: 제목 / 조건: 포함 / 조건내용: 광고” 형식으로 설정합니다.
⑤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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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 기준 목록은 최근 설정한 조건이 상단에 표시됩니다. [수정] 또는 [삭제]를 클릭해 내용 수정 및 사용하지
않는 분류 기준을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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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스팸 설정
(1) 스팸 차단 설정하기

1. [환경설정 > 스팸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스팸 차단 설정을 완료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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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팸 차단 설정은 받는 사람이나 참조인에 내 메일 주소가 없는 비정상적인 메일을 차단하거나, 제목 및
보내는 사람이 영문일 경우 스팸 메일로 간주하여 [스팸 편지함]으로 이동하도록 설정합니다.
② 자동 삭제 설정은 [스팸 편지함]에 저장된 메일을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하도록 설정합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할 경우, 자동 삭제 사용으로 설정을 변경한 후 메일 삭제 주기를 설정합니다.

(2) 파워 스팸 설정하기

1. [환경설정 > 스팸 설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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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워 스팸 설정]을 클릭해 설정을 완료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① [파워 스팸 설정 1 등급]은 3 단계의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처음 스팸 설정 진행 시 1 등급부터 단계적
상향 설정을 권장합니다.
② [파워 스팸 설정 2 등급]은 중간 단계의 스팸 설정으로, 1 등급 설정 후에도 스팸 메일 수신량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설정합니다
③ [파워 스팸 설정 3 등급]은 가장 높은 단계의 스팸 설정으로, 2 등급 설정 후에도 더 많은 범위의 스팸 메일을
필터링하고 싶을 때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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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신 허용 설정하기

1. [환경설정 > 스팸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수신 허용 설정을 완료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1) 수신 허용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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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신 허용 이메일을 기입한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② 추가된 수신 허용 이메일 목록에서 찾고자 하는 이메일을 기입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③ 수신 허용된 이메일 삭제를 원하는 경우, 해당 목록에서 선택한 후 [삭제]를 클릭합니다.
2) 수신 허용 도메인

① 수신 허용 도메인을 기입한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② 추가된 수신 허용 도메인 목록에서 찾고자 하는 도메인을 기입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③ 수신 허용된 도메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해당 목록에서 선택한 후 [삭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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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신 거부 설정하기

1. [환경설정 > 스팸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수신 거부 설정을 완료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1) 수신 거부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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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신 거부 이메일을 기입한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② 추가된 수신 거부 이메일 목록에서 찾고자 하는 이메일을 기입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③ 수신 거부된 이메일 삭제를 원하는 경우, 해당 목록에서 선택한 후 [삭제]를 클릭합니다.

2) 수신 거부 도메인

① 수신 거부 도메인을 기입한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② 추가된 수신 거부 도메인 목록에서 찾고자 하는 도메인을 기입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③ 수신 거부된 도메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해당 목록에서 선택한 후 [삭제]를 클릭합니다.

169

(5) 스팸 편지함 이동 설정하기

1. [환경설정 > 스팸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스팸 편지함 이동 설정 > 만들기]를 클릭 후 분류 기준을 설정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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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은 선택안함,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제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조건은 선택안함, 일치, 미일치, 포함, 미포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조건 내용은 직접 입력합니다. 띄어쓰기를 포함해 입력한 정보 그대로 설정되므로 문장은 단어로 나누어
설정합니다.
④ 이동될 편지함은 [스팸 편지함]만 가능합니다.

3. 분류 기준 목록은 최근 설정한 조건이 상단에 표시됩니다. [수정] 또는 [삭제]를 클릭해 내용 수정 및 사용하지
않는 분류 기준을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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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알림 설정
1. [환경설정 > 알림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알림 설정을 완료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1) 메신저/모바일앱 알림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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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일 도착 알림의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② 알림 구분은 모든 메일 알림 받음, 특정 메일만 알림 받음, 특정 메일만 거부하고 알림 받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메일에 대한 설정을 원할 경우 하단에 메일주소 또는 도메인을 입력한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③ 알림 조건은 [스팸 편지함에 도착한 메일에 대해서는 모든 알림을 거부합니다] 항목에 체크 또는 미 체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은 알림 구분을 ‘모든 메일 알림 받음’ 또는 ‘특정 메일만 거부하고 알림 받음’으로
설정한 경우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2) SMS 알림 설정하기

① [알림 문자 내용]은 최대 90 Bytes 내로 입력 가능하며, 문자 내용에 {se_mail_add} 보낸 사람 이름, 메일주소
{subject} 메일 제목의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알림 조건]은 보낸 사람 또는 제목을 조건으로 [추가]하고, 알림을 수신할 휴대전화 번호를 [추가]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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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외부메일 가져오기
(1) 외부메일 연동하기
1. [환경설정 > 외부 메일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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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들기]를 클릭하고 외부 메일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① 계정 서버는 연동을 원하는 계정의 POP3 서버 주소를 입력합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지메일, 야후와 같은
일부 포털사 메일은 클릭하면 자동으로 서버 주소가 입력됩니다.
② 아이디는 @를 포함한 이메일 주소 전체를 입력합니다. (예: gabia@gmail.com)
③ 비밀번호는 연동할 계정의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④ 연동을 원하는 메일 서버의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SSL 보안 연결로 설정하실 경우 [보안 연결(SSL) 필요]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⑤ 수신될 편지함을 선택합니다. 기존 편지함 외에 새 편지함에 저장을 원할 경우, 새 편지함을 선택 후 생성할
편지함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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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정된 외부메일 가져오기 목록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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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메일 수정/삭제하기
1. [환경설정 > 외부 메일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2. 등록된 외부 메일의 정보 수정을 완료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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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종 접속 내역]을 클릭하면 최근 30 일간 가져온 메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수정]을 클릭하면 외부 메일 등록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후에는 [확인]을 클릭합니다.

③ [삭제]를 클릭하면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하면 완전히 삭제됩니다. 삭제한 외부 메일은
하단 목록에서 즉시 삭제됩니다. 외부 메일 가져오기를 진행한 메일은 수신 편지함에 남아 있습니다.비밀번호는
연동할 계정의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④ [지금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연동 간격과 상관없이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메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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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멀티 메일
(1) 부계정 생성/삭제하기

멀티 메일은 업무상 여러 개의 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직원을 위한 통합 관리 서비스입니다.
멀티 메일 사용 시, 주 도메인이 아닌 다른 도메인으로 이메일을 설정하려면 먼저 부 도메인을 신청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 도메인 신청은 아래 매뉴얼을 확인해 주세요.
* gabia.com 구매 고객 : [하이웍스 > 메일 > 서비스 관리하기 > gabia.com 구매 고객 > 부도메인 추가]
* hiworks.com 구매 고객 : [하이웍스 > 메일 > 서비스 관리하기 > hiworks.com 구매 고객 > 부도메인 추가]
주메일 계정에 부계정을 생성하여 멀티 메일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계정 생성/삭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계정 생성하기

1. 하이웍스 오피스에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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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이웍스 계정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② 하이웍스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오피스관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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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피스 관리 > 사용현황 > 메일 사용 현황]을 클릭 후, 부계정을 추가할 이메일 주소 우측 [부 계정 설정]을
클릭합니다.

4. [부 계정 추가]를 클릭해 사용할 부계정 아이디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부계정은 다른 계정과 중복된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 도메인 주소를 클릭해 부 도메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부계정 설정이 완료되면 사용자 계정으로 오피스에 로그인하여 부계정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하이웍스 전용 오피스 시, 부계정으로는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주계정으로 로그인해주세요.
부계정을 설정한 이후 수신된 메일은 웹메일의 받은 편지함과 부계정 메일 주소로 표시되는 계정별 편지함에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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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정 삭제하기

1. 하이웍스 오피스에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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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이웍스 계정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② 하이웍스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오피스관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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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피스 관리 > 사용현황 > 메일 사용 현황]을 클릭 후, 부계정을 삭제할 이메일 주소 우측 [부 계정 설정]을
클릭합니다.

4. 삭제할 부계정 우측 [삭제]를 클릭해, 알림 메시지를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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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계정 삭제가 완료되면 사용자 계정으로 오피스에 로그인하여 부계정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부계정 이용하기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를 통해 생성된 부계정 메일로 메일을 보내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메일 작성하기
1. 하이웍스 오피스에 주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하이웍스 전용 오피스 시, 부계정으로는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주계정으로 로그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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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이웍스 계정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② 하이웍스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메일]를 클릭합니다.

3. [편지쓰기]를 클릭해 메일 내용 작성 시, 보내는 사람 이름을 선택해 부계정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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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읽기
부계정으로 수신된 메일은 웹메일 내 받은 편지함과 계정별 편지함에서 확인됩니다.
받은 편지함에는 주/부계정 메일로 수신된 모든 메일이 표시되며, 부계정 메일로 수신된 메일은 계정별 메일
주소로 수신한 메일 제목 앞에 라벨이 표시됩니다. 계정별 편지함을 클릭하여 특정 부계정으로 온 메일만 모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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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피스 관리
3-1. 사용 현황
(1) 메일 사용 현황 보기
본 매뉴얼에서는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가 사내 전 직원의 메일 사용량을 확인하고, 메일 사용량 또는 사용
상태를 확인/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메일 사용 현황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이웍스 오피스에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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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이웍스 계정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② 하이웍스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오피스관리]를 클릭합니다.

3. [오피스 관리 > 사용현황 > 메일 사용 현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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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일 사용 현황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용 중인 오피스 전체의 메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일 용량 무제한 상품은 메일 계정 개수로, 메일 용량제 상품은 그래프로 확인됩니다.
② 사용자별 주계정 메일 주소와 부계정 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 계정 설정]을 클릭해 부계정으로 사용할 메일 계정을 설정할 수 있으며, 1 개의 주계정 당 부계정은 최대
5 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③ 메일 사용자의 메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메일을 삭제하는 경우 [비우기]를 클릭합니다.
비우기 처리 시, 복원되지 않으므로 미리 데이터 백업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해 주세요.
④ 메일 용량 무제한 상품은 메일 용량을 할당, 할당 안 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일 용량제 상품은 할당 시 메일 용량을 MB 단위로 입력할 수 있으며, 사용자 당 최소 1,000MB 이상 할당해야
합니다.
⑤ 계정 상태와 메일 사용 상태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계정 상태는 전체, 정상, 일시정지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메일 사용은 전체, 사용, 사용(정지), 미사용 상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⑥ 메일 용량 또는 메일 계정 생성 개수가 부족한 경우 [메일계정 추가구매]를 클릭 후 추가 비용을 결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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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금 편지함 사용 현황 보기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는 오피스 내 개인 편지함 잠금 설정 현황을 메일 사용자 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한 잠금 편지함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는 해당 잠금 편지함을 초기화하여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잠금 편지함 현황에서는 잠금 편지함을 이용하는 사용자 이름, 아이디, 잠금 편지함 이름만 확인되며 메일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잠금 편지함 현황과 초기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이웍스 오피스에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오피스관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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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피스 관리 > 사용현황 > 잠금 편지함 사용 현황]을 클릭해, 잠금 편지함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잠금 편지함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금 편지함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는 목록에서 표시되지 않습니다.

4. 잠금 편지함 사용자에게 편지함 초기화 요청이 된 경우, 해당 편지함 우측 [초기화]를 클릭해 사용자가 직접
설정한 해당 편지함의 잠금 설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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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용메일 사용하기
4-1. 공용메일 이용하기
(1) 공용 메일 생성/관리하기

공용메일은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업무용 메일이며, 사용자 계정으로 이용하는 개인 메일과는
다른 형태의 메일입니다.

공용메일 생성/관리(변경, 삭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자 공용메일 생성하기
1. [오피스 관리 > 사용현황 > 공용 메일]을 클릭 후 [공용메일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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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용메일 설정 정보를 입력합니다.

① 공용메일 이름: 솔루션 내 표시되는 이름으로 이용할 공용메일의 사용 부서나 특징을 기재합니다.
② 발신자 이름: 공용메일에서 메일을 발송 시 받는 사람에게 표시되는 보내는 사람 이름입니다.
③ 용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사용 목적이나 용도를 기재합니다. 사용자가 용도를 확인해 공용메일 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메일 주소: 공용메일로 사용할 계정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아이디는 특수문자로 시작할 수 없으며, 2~20 자리의 영문 소문자, 숫자, 하이픈(-), 언더바(_), 마침표(.)만
가능합니다.

3. [사용자설정 > 사용자지정]을 클릭해, 공용메일을 사용할 사용자를 설정합니다.

사용자를 설정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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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좌측 목록은 공용메일 미소속 사용자 계정이며, 우측 목록은 공용메일 사용자 계정입니다.
- 공용메일 미사용자를 사용자로 지정하려면, 미소속 사용자 목록에서 공용메일 사용자로 지정할 계정을
클릭합니다.
- 공용메일 사용자를 제외하려면, 공용메일 사용자 목록에서 공용메일 미사용자로 변경할 계정을 클릭합니다.
② [선택]을 클릭하면 ①에서 선택한 미소속 계정이 우측의 공용메일 사용자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빼기]를 클릭하면 ①에서 선택한 공용메일 사용자 계정이 좌측의 미소속 사용자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③ 공용메일 사용자 목록에서 해당 공용메일을 관리할 관리자를 선택 후 [관리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관리자는 공용메일 계정 당 최대 1 명만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로 지정된 공용메일의 데이터와 사용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④ [선택완료]를 클릭해 사용자 및 관리자 권한 설정을 완료합니다.

4. 사용자 설정이 완료되면 사용자별 권한(읽기, 쓰기, 공용설정/삭제)을 설정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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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 계정으로 오피스에 로그인 후, [오피스 홈 > 공용메일]을 클릭해 생성된 공용 메일을 확인합니다.

관리자 공용메일 관리(변경, 삭제)하기
생성한 공용메일 관리(변경, 삭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오피스 관리 > 사용현황 > 공용 메일]을 클릭해 사용 중인 공용메일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수정하기
수정할 공용메일 항목의 우측 [수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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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확인 후 수정하거나 편지함을 비울 수 있습니다.

① 공용메일 이름: 솔루션 내 표시되는 이름으로 이용할 공용메일의 사용 부서나 특징을 기재합니다.
② 발신자 이름: 공용메일에서 메일을 발송 시 받는 사람에게 표시되는 보내는 사람 이름입니다.
③ 용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사용 목적이나 용도를 기재합니다. 사용자가 용도를 확인해 공용메일 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편지함 비우기: [전체 삭제]를 클릭해 편지함을 비울 수 있습니다. 비워진 편지함은 복구가 불가하니 삭제 전
백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공용메일을 같이 사용할 사용자를 설정하려면 [사용자설정 >사용자지정]을 클릭해, 공용메일 사용자를
설정/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설정 > 사용자지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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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설정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① 좌측 목록은 공용메일 미소속 사용자 계정이며, 우측 목록은 선택한 공용메일 사용자 계정입니다.
- 선택한 공용메일 미사용자를 사용자로 지정하려면, 미소속 사용자 목록에서 공용메일 사용자로 지정할 계정을
클릭합니다.
- 선택한 공용메일 사용자를 제외하려면, 공용메일 사용자 목록에서 공용메일 미사용자로 변경할 계정을
클릭합니다.
199

② [선택]을 클릭하면 ①에서 선택한 미소속 계정이 우측의 공용메일 사용자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빼기]를 클릭하면 ①에서 선택한 공용메일 사용자 계정이 좌측의 미소속 사용자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③ 공용메일 사용자 목록에서 해당 공용메일을 관리할 관리자를 선택 후 [관리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관리자는 공용메일 계정 당 최대 1 명만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로 지정된 공용메일의 데이터와 사용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④ [선택완료]를 클릭해 사용자 및 관리자 권한 설정을 완료합니다.
(2) 사용자 설정이 완료되면 사용자별 권한(읽기, 쓰기, 공용 설정/삭제)을 설정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2) 아이디 변경하기
변경할 공용메일 항목의 우측 [아이디 변경 > 변경]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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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ID 항목에 새로 사용할 공용메일 아이디를 입력 후, [중복확인]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아이디인지 확인 후 [아이디 변경]을 클릭합니다.

3) 삭제하기
공용메일 계정 생성 후, 사용하지 않는 공용메일은 [삭제]를 클릭해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공용메일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4) 엑셀로 다운로드하기
[엑셀로 다운로드]를 클릭해, 설정된 공용메일 정보(공용메일 이름, 공용메일 주소, 할당 용량(MB), 사용자 수,
사용자명, 사용자 아이디)를 엑셀로 다운로드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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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은 아래의 형식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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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공용메일 신청하기
일반 사용자가 공용메일을 사용하려면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에게 새로운 공용메일 생성을 요청하거나, 생성된
공용메일 관리자에게 사용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용메일 신규 생성 요청하기
새로운 공용메일 생성 요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공용메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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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용메일 > 공용메일 신청 > 계정 목록]의 우측 [신규 생성]을 클릭합니다.

3. 공용메일 설정 정보를 입력합니다.

① 편지함 이름: 솔루션 내 표시되는 이름으로 이용할 공용메일의 사용 부서나 특징을 기재합니다.
② 발신자 이름: 공용메일에서 메일을 발송 시 받는 사람에게 표시되는 보내는 사람 이름입니다.
③ 용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정보로 사용 목적이나 용도를 기재합니다. 사용자가 용도를 확인해 공용메일
204

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메일 주소: 공용메일로 사용할 계정 아이디를 입력 후 [중복 확인]을 클릭해 사용 가능한 아이디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이디는 특수문자로 시작할 수 없으며, 2~20 자리의 영문 소문자, 숫자, 하이픈(-), 언더바(_), 마침표(.)만
가능합니다.
⑤ 요청 사유를 입력합니다.
4. 사용자 설정 우측 [추가/수정]을 클릭해 공용메일을 사용할 사용자를 설정합니다.

사용자를 설정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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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름, 아이디] 또는 [조직]을 입력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조직도를 클릭해 원하는 부서를 전체 선택하거나 특정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자를 선택 후 [>] 또는 [<] 아이콘을 클릭해 공용메일 사용자로 지정 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④ [저장]을 클릭합니다.

5. 사용자별 권한(쓰기, 삭제)과 관리자를 선택 후 [요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쓰기, 삭제 권한이 없는 경우 공용메일 읽기만 가능합니다.
관리자는 공용메일 계정 당 최대 1 명만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로 지정된 공용메일의 데이터와 사용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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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용메일 사용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용메일 사용 승인은 하이웍스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가 직접
승인을 처리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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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메일 사용 신청하기
사용자가 본인 계정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공용메일 사용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용메일 > 공용메일 신청]에서 사용을 신청할 공용메일 계정 우측 [사용신청]을 클릭합니다.

2. 신청할 공용메일 정보를 재확인 후 [사용신청]을 클릭합니다. 사용 신청한 공용메일은 해당 공용메일 관리자가
직접 승인을 처리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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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용메일 편지함 목록 기능보기
공용메일은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업무용 메일이며, 사용자 계정으로 이용하는 개인 메일과는
다른 형태의 메일입니다.
공용메일을 사용하려면 먼저, 공용메일 계정 생성 및 사용할 공용메일에 사용자 계정으로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공용메일 생성 및 사용자 추가 방법은 [메일/그룹웨어 > 메일 > 공용메일 사용하기 > 공용메일 생성/관리하기 >
공용메일 생성/관리하기] 매뉴얼을 확인해 주세요.
공용메일 편지함 목록 영역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할 공용메일 이름]을 클릭 후 [확인할 편지함 이름(전체 편지함, 받은 편지함, 보낸 편지함, 생성한 라벨
편지함 이름)]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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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편지함 목록에서는 받은 메일과 보낸 메일이 모두 표시됩니다.

① [정렬 아이콘]을 클릭해 편지함 목록을 정렬(게시판식, 날짜, 보낸 사람, 제목) 할 수 있으며, 같은 정렬 항목을
재 클릭 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렬 방식은 게시판식입니다.
② 받거나 보낸 메일을 답장/전달하는 경우 선택한 메일에 댓글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③ 전체 편지함 목록에서 받은 메일은 [메일 발송자명]으로 표시됩니다.
④ 전체 편지함 목록에서 보낸 메일은 [공용메일 이름(보낸 사용자명)]으로 표시됩니다.
⑤ 댓글이 입력된 경우 제목 우측 [댓글 개수]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2) [보기 : 모두]를 클릭해 특정 메일(모두, 별 표시, 첨부 있음, 안 읽은 메일, 읽은 메일)만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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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또는 특정 메일만 선택해 추가 작업(삭제, 수신거부, 담당자 설정, 이동, 다른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삭제]를 클릭해 메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메일은 복구가 불가하니 삭제 전 백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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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신거부]를 설정해 선택한 메일의 발송자 메일 주소에서 도착되는 메일은 수신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담당자 설정]을 클릭해 담당자를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하면 해당 메일의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를 설정한 경우, 전체 편지함 목록에서 메일 제목 앞에 담당자 이름이 표시됩니다.
라벨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름 / 라벨 / 제목" 순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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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동]을 클릭 후 편지함의 라벨 설정/제거 또는 [편지함 관리]를 클릭해 라벨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벨은 개인 메일에서 개인 편지함과 같은 용도입니다. 공용메일에서는 라벨을 설정해 라벨 편지함으로 이동해
모아 볼 수 있습니다. 라벨이 생성되면 왼쪽 공용메일 메뉴 목록에 라벨 편지함이 생성됩니다.

① 원하는 라벨이 없다면 새 라벨 이름을 입력 후 [추가]를 클릭해 새로운 라벨을 만들 수 있습니다.
② 라벨 목록에서 지정할 [라벨 이름]을 클릭해 라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벨을 설정한 경우, 전체 편지함
목록에서 메일 제목 앞에 라벨이 표시됩니다.
③ [편지함 라벨 제거]를 클릭해 설정된 라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213

- 선택한 편지가 받은 메일이면 '받은 편지함'으로 이동됩니다.
- 선택한 편지가 보낸 메일이면 '보낸 편지함'으로 이동됩니다.
④ [편지함 관리]를 클릭해 새로운 라벨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새 라벨 생성: 새 라벨 이름을 입력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 라벨 수정: 수정할 라벨 우측 [수정]을 클릭해 라벨 이름을 수정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라벨 삭제: 사용하지 않은 라벨은 [삭제]를 클릭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다른 작업]을 클릭해 메일의 별 표시/제거 및 사용자 PC 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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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 표시]를 클릭해 중요한 메일을 선택해 둘 수 있습니다. [별 제거]를 재 클릭 시 별 표시가 해제됩니다.
편지함 목록에서 [별 아이콘]을 클릭해 중요한 메일을 선택해 둘 수 있습니다. [별 아이콘]을 재 클릭 시 별 표시가
해제됩니다.
② [다운로드(PC 저장)]을 클릭해 사용자 PC 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4) 공용메일 편지 쓰기 기능 보기
공용메일 편지 쓰기 영역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편지쓰기]를 클릭해 내용을 작성 후 메일을 발송합니다.

① 보내는 사람: 다수의 공용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보내는 사람]을 클릭해 공용메일 발송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받는 사람: 받는 사람 없이 메일을 보내면, 메일은 해당 공용메일함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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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사람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메일 주소 사이는 ,(콤마) 또는 ;(세미 콜론)으로 구분해 여러 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받는 사람 메일 주소가 주소록에 저장된 경우, 우측 [+]를 클릭해 원하는 주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받는 사람 메일 주소가 주소록에 저장된 경우, 초성을 입력하면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참조: 참조자의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메일 주소 사이는 ,(콤마) 또는 ;(세미 콜론)으로 구분해 여러 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참조자의 메일 주소가 주소록에 저장된 경우, 우측 [+]를 클릭하여 원하는 주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숨은 참조를 원하는 경우, 참조 우측 [+]를 클릭해 숨은 참조자를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④ 제목: 발송할 메일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제목을 입력하지 않고 메일을 발송한 경우 메일 제목은
'[제목없음]'으로 표시됩니다.
⑤ 편지함 선택: 편지함을 선택하지 않고 메일을 발송한 경우 보낸 메일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됩니다.
- [편지함 선택]을 클릭해 원하는 라벨 편지함 이름을 선택하면, 메일 발송 후 보낸 메일이 선택한 라벨
편지함으로 이동됩니다.
- 라벨은 개인 메일에서 개인 편지함과 같은 용도입니다. 공용메일에서는 라벨을 설정해 라벨 편지함으로 이동해
모아 볼 수 있습니다. 라벨이 생성되면 왼쪽 공용메일 메뉴 목록에 라벨 편지함이 생성됩니다.
- 원하는 라벨이 없다면 새 라벨 이름을 입력 후 [추가]를 클릭해 새로운 라벨을 만들 수 있습니다.

- [편지함 관리]를 클릭해 전체 라벨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새 라벨 생성은 새 라벨 이름을 입력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라벨 수정은 수정할 라벨 우측 [수정]을 클릭해 라벨 이름을 수정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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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라벨은 [삭제]를 클릭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⑥ 파일 첨부: 파일 첨부 박스 안에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해 사용자 PC 에 저장된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파일 첨부] 우측 [V]를 클릭해 [내 컴퓨터에서 파일 선택] 또는 [파일 박스에서 파일 선택]에서 원하는
첨부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⑦ 본문: 메일 내용을 입력합니다.
상단 툴을 활용해 메일 본문의 폰트, 정렬, 이미지 첨부, 표 삽입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통한 고급 편집 기능 외 HTML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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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서명: 기본 서명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본문 영역에 기본으로 설정한 서명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다른 서명을 사용 원하는 경우 [서명]을 클릭해 다른 서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명 > 서명설정]을 클릭해 새로운 서명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서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서명 설정
기능은 [메일 > 공용메일 사용하기 > 공용메일 생성/관리하기 > 공용메일 환경설정하기]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⑨ 미리보기: 메일 발송 전, [미리보기]를 클릭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⑩ 보내기: 메일 작성이 완료되면 [보내기]를 클릭해 메일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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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용메일 본문 기능 보기
공용메일은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업무용 메일이며, 사용자 계정으로 이용하는 개인 메일과는
다른 형태의 메일입니다.
공용메일을 사용하려면 먼저, 공용메일 계정 생성 및 사용할 공용메일에 사용자 계정으로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공용메일 생성 및 사용자 추가 방법은 [메일/그룹웨어 > 메일 > 공용메일 사용하기 > 공용메일 생성/관리하기 >
공용메일 생성/관리하기] 매뉴얼을 확인해 주세요.
공용메일 본문 영역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할 공용메일 이름 > 확인할 편지함 이름(전체 편지함, 받은 편지함, 보낸 편지함, 생성한 라벨 편지함
이름) > 확인할 메일 제목]을 클릭합니다.

1) [답장], [전체 답장]을 클릭해 메일을 회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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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달]을 클릭해 다른 메일 주소로 메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3) [삭제]를 클릭해 메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공용 메일은 별도 휴지통이 존재하지 않아 메일이 완전 삭제됩니다.
삭제된 메일은 복구가 불가하니 삭제 전 백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4) [담당자 설정]을 클릭해 담당자를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해 해당 메일의 담당자를 지정 수 있습니다.
담당자를 설정한 경우, 본문에서 담당자 이름이 표시됩니다.

5) [이동]을 클릭 후 편지함의 라벨 설정/제거 또는 [편지함 관리]를 클릭해 라벨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벨은 개인 메일에서 개인 편지함과 같은 용도입니다. 공용메일에서는 라벨을 설정해 라벨 편지함으로 이동해
모아 볼 수 있습니다. 라벨이 생성되면 왼쪽 공용메일 메뉴 목록에 라벨 편지함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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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하는 라벨이 없다면 새 라벨 이름을 입력 후 [추가]를 클릭해 새로운 라벨을 만들 수 있습니다.
② 라벨 목록에서 지정할 [라벨 이름]을 클릭해 라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벨을 설정한 경우, 전체 편지함
목록에서 메일 제목 앞에 라벨이 표시됩니다.
③ [편지함 라벨 제거]를 클릭해 설정된 라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한 편지가 받은 메일이면 '받은 편지함'으로 이동됩니다.
- 선택한 편지가 보낸 메일이면 '보낸 편지함'으로 이동됩니다.
④ [편지함 관리]를 클릭해 새로운 라벨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새 라벨 생성: 새 라벨 이름을 입력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 라벨 수정: 수정할 라벨 우측 [수정]을 클릭해 라벨 이름을 수정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라벨 삭제: 사용하지 않은 라벨은 [삭제]를 클릭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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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쇄]를 클릭 후 나타난 팝업창에서 [인쇄]를 클릭해 메일 본문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와 연결된 기본 프린터가 있어야 하며, 사용 브라우저에 따라 이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에 사용된 브라우저는 Internet Explorer 11 입니다.

7) [다운로드(PC 저장)]을 클릭해 사용자 PC 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메일은 EML 파일 확장자로 저장되며, EML 파일을 지원하는 메일 프로그램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222

8) [별 아이콘]을 클릭해 중요한 메일을 선택해 둘 수 있습니다. [별 아이콘]을 재 클릭 시 별 표시가 해제됩니다.

9) [수신거부]를 클릭 후 나타난 팝업창에서 선택한 메일의 [발송자 이메일] 또는 [도메인 주소]를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해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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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회확인]을 클릭해 공용메일 사용자의 메일 조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선택한 메일의 작업 사항(담당자, 라벨 지정 등)이 있다면 작업 로그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작업 로그는 최근 10 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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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택한 메일에 의견 제시가 필요한 경우 댓글 입력창에 의견을 기재하고 [등록]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은 본문 영역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댓글은 수정이 불가하며, [삭제]를 클릭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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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용메일 검색하기
공용메일에서 수신 또는 발신한 메일을 검색합니다.

1. 공용메일 메뉴 상단에 위치한 [메일 검색]을 클릭합니다.

2.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설정합니다.
1) 간편 검색하기

① 검색할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② 전체/보낸 사람/받는 사람/제목 중 원하는 검색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을 클릭합니다.
③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키보드 Enter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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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검색하기
(1) 상세 조건을 설정한 메일을 검색하려면 [상세 검색]을 클릭합니다.

(2) 원하는 조건을 입력 및 선택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① 보낸 사람은 보낸 사람 이름 또는 메일 주소 전체를 입력합니다.
②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 이름 또는 메일 주소 전체를 입력합니다.
③ 메일 제목을 입력합니다.
④ 담당자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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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검색할 메일이 저장된 편지함을 선택합니다.
⑥ 검색할 메일의 수신 또는 발신 기간을 설정합니다.
⑦ 검색할 메일의 첨부 파일 유무를 클릭합니다.
⑧ 원하는 상세 조건을 모두 설정했다면 [검색]을 클릭합니다.

(3) 지정한 조건으로 검색된 결과를 확인합니다. 해당 검색 결과에서 부가 조건을 추가하고 싶다면
[보기:모두]에서 설정합니다.

① [보기:모두]를 클릭합니다.
② 모두/별 표시/첨부 있음/안 읽은 메일/읽은 메일 중 원하는 검색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을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를 초기화하고 싶은 경우, 상단 [검색 취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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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용메일 사용현황 보기
공용메일 사용 현황에서는 선택한 공용메일 전체의 메일 백업, 사용자 권한, 작업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확인할 공용메일 이름]을 클릭 후 [사용현황]을 클릭해 선택한 공용메일의 기본 정보 및 작업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1) 선택한 공용메일의 사용 용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편지함 전체 백업이 필요한 경우 [다운로드(PC 저장)]을
클릭해 사용자 PC 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편지함 전체를 백업한 경우, ZIP 압축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압축 파일 해제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각 메일은 EML 파일 확장자로 저장되며, EML 파일을 지원하는 메일 프로그램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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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이름 외 00 명]을 클릭 후 팝업 창에서 해당 공용메일의 사용자 정보(사용자 이름, 아이디, 권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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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한 공용 메일 전체의 작업 사항(담당자, 라벨 지정 등)이 있다면 작업 로그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작업 로그는 최근 10 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공용메일 환경설정하기
본 매뉴얼은 사용 중인 공용메일의 환경설정(기본 설정, 서명 설정, 수신거부 설정, 사용자 변경, 승인 대기)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용메일의 환경설정 기능은 공용메일 사용자마다 설정된 권한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자 권한: 기본 설정, 서명 설정, 수신거부 설정, 사용자 변경, 승인 대기
- 삭제 권한: 기본 설정, 서명 설정, 수신거부 설정
- 읽기/쓰기 권한: 기본 설정, 서명 설정
공용메일 환경설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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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메일 > 설정할 공용메일 이름 > 환경설정]을 클릭해 상세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설정]을 클릭해 공용메일의 발신자 이름, 회신 메일 주소, 메일 도착 알림, 라벨 편지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① 발신자: 메일을 받는 사람에게 보이는 이름입니다.
② 회신 메일 주소: 공용메일에서 발송한 메일에 대해 답장 받을 메일 주소입니다. 보통은 공용메일 주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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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이용합니다.
③ 메일 도착 알림: [메일 수신 시, 메일 수/발신 시, 사용 안 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 시, 하이웍스 메신저에 로그인 상태에서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용자 별 하이웍스
메신저의 알림 설정에 따라 알림이 도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편지함 관리]를 클릭해 라벨 편지함을 만들 수 있으며, 메일에 라벨을 지정해 라벨 편지함 별로 분류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새 라벨 생성: 새 라벨 이름을 입력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 라벨 수정: 수정할 라벨 우측 [수정]을 클릭해 라벨 이름을 수정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라벨 삭제: 사용하지 않은 라벨은 [삭제]를 클릭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⑤ [저장]을 클릭합니다.
2) [서명 설정 > 만들기]를 클릭해 최대 4 개의 서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233

(1) 서명 제목과 내용을 입력 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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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명 제목을 입력합니다. 서명 제목은 여러 개의 서명을 사용할 때 구분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기본 서명으로
설정]을 선택하면 편지 쓰기 화면에서 기본 서명이 표시됩니다.
② 서명으로 사용할 내용을 입력합니다.
③ 상단 툴을 활용해 메일 본문의 폰트, 정렬, 이미지 첨부, 표 삽입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디자인을 통한 고급 편집 기능 외 HTML, TEXT, 미리 보기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저장]을 클릭합니다.
(2) 서명 목록에서 기본 서명을 변경하거나 생성된 서명 내용을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수정] 또는 [삭제]를 클릭해 서명 내용을 수정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서명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서명 내용
수정 시 먼저 보낸 메일의 서명 내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② 기본 서명을 변경하려면, 서명 목록의 기본 서명 항목에서 기본으로 사용할 서명을 선택합니다.
③ 변경사항을 확인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3) [수신거부 설정]을 클릭해 수신을 거부할 메일과 도메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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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신 거부할 메일을 입력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② 수신 거부할 도메인을 입력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③ 수신 거부된 이메일에서 보내는 메일을 다시 수신하려면 수신거부 메일 목록에서 대상 메일 선택 후 [삭제]를
클릭합니다.
④ 수신 거부된 도메인에서 보내는 메일을 다시 수신하려면 수신거부 도메인 목록에서 대상 도메인 선택 후
[삭제]를 클릭합니다.
⑤ 변경사항을 확인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4) [사용자 변경]을 클릭해 공용메일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려면 사용자 목록 우측 [관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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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설정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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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름, 아이디] 또는 [조직]을 입력해 사용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조직도를 클릭해 원하는 부서를 전체 선택하거나 특정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자를 선택 후 [>] 또는 [<] 아이콘을 클릭해 공용메일 사용자로 지정 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④ [저장]을 클릭합니다.
(2) 사용자별 권한(쓰기, 삭제)과 관리자를 선택 후 [저장]를 클릭합니다.
쓰기, 삭제 권한이 없는 경우 공용메일 읽기만 가능합니다.
관리자는 공용메일 계정 당 최대 1 명만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로 지정된 공용메일의 데이터와 사용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승인 대기]를 클릭해 공용메일 사용 요청에 대한 승인/거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용메일 사용 신청자의 권한(쓰기, 삭제) 설정 후 [승인] 또는 [거부]를 클릭합니다.
쓰기/삭제 권한을 모두 선택하지 않고 승인 시, 읽기 권한만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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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그룹메일 사용하기
(1) 그룹메일 생성/관리하기
그룹메일은 별도의 메일 용량을 차지하지 않는 가상의 메일입니다.
이는 여러 메일 사용 계정을 하나의 가상 메일 계정으로 그룹핑한 기능으로, 해당 그룹메일로 수신되는 메일은
그룹에 소속된 각 사용자 계정으로 수신됩니다.
그룹메일은 그룹메일과 폐쇄형 그룹메일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 그룹메일 : 그룹메일 계정 생성 무제한, 사내(오피스 내) 메일 계정만 그룹핑 가능.
- 그룹메일(폐쇄형) : 그룹메일(폐쇄형) 계정 10 개까지 생성, 사내(오피스 내)/외부 메일 계정 그룹핑 가능, 단
그룹핑된 사용자끼리만 그룹메일 주소로 송/수신 가능)
본 매뉴얼은 그룹메일 생성/관리(변경, 삭제)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룹메일(폐쇄형)은 [메일/그룹웨어 > 메일 > 그룹 메일 사용하기 > 그룹메일(폐쇄형) 생성/관리하기]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그룹메일 생성/관리(변경, 삭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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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메일 생성하기

1. 하이웍스 오피스에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① 하이웍스 계정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② 하이웍스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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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오피스관리]를 클릭합니다.

3. [오피스 관리 > 사용현황 > 그룹 메일]을 클릭 후 [그룹메일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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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룹메일 설정 정보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① 그룹명: 그룹메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② 그룹메일: 그룹메일로 사용할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③ 좌측 목록은 그룹메일 미 소속 계정이며, 우측 목록은 해당 그룹메일 수신 대상 계정입니다.
- 그룹메일 미 소속 계정을 수신 계정으로 지정하려면, 미 소속 계정 목록에서 그룹메일을 수신할 사용자 계정을
클릭합니다.
- 그룹메일 수신 대상자를 제외하려면, 그룹메일 수신 대상자 목록에서 그룹메일 미 소속으로 제외할 계정을
클릭합니다.
④ [선택]을 클릭하면 ③에서 선택한 미 소속 계정이 우측의 그룹메일 사용자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빼기]를 클릭하면 ③에서 선택한 그룹메일 사용자 계정이 좌측의 미 소속 사용자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⑤ 미 소속 메일 계정을 주 계정과 전체 계정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 전체 계정 선택 시, 부 계정은 하늘색 블록으로 표시됩니다.
- 그룹메일 수신 계정을 부 계정으로 설정할 경우 계정 구분을 [전체 계정]으로 클릭 후, 원하는 부계정을 선택해
주세요.
⑥ 미 소속 계정의 이름 또는 메일 주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⑦ [확인]을 클릭해 설정을 완료합니다.

5. 생성한 그룹메일로 메일을 발송해 그룹 메일 수신 계정에 메일이 수신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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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메일 관리(변경, 삭제)하기
생성한 그룹메일 관리(변경, 삭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오피스 관리 > 사용현황 > 그룹 메일]을 클릭 해 사용 중인 그룹메일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사용 중인 그룹메일 관련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수정하기
수정할 그룹메일 목록의 우측[수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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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메일 설정 정보를 수정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① 그룹명: 그룹메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② 그룹메일: 그룹메일로 사용할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③ 좌측 목록은 그룹메일 미 소속 계정이며, 우측 목록은 해당 그룹메일 수신 대상 계정입니다.
- 그룹메일 미 소속 계정을 수신 계정으로 지정하려면, 미 소속 계정 목록에서 그룹메일을 수신할 사용자 계정을
클릭합니다.
- 그룹메일 수신 대상자를 제외하려면, 그룹메일 수신 대상자 목록에서 그룹메일 미 소속으로 제외할 계정을
클릭합니다.
④ [선택]을 클릭하면 ③에서 선택한 미 소속 계정이 우측의 그룹메일 사용자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빼기]를 클릭하면 ③에서 선택한 그룹메일 사용자 계정이 좌측의 미 소속 사용자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⑤ 미 소속 메일 계정을 주 계정과 전체 계정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 전체 계정 선택 시, 부 계정은 하늘색 블록으로 표시됩니다.
- 그룹메일 수신 계정을 부 계정으로 설정할 경우 계정 구분을 [전체 계정]으로 클릭 후, 원하는 부계정을
선택해 주세요.
⑥ 미 소속 계정의 이름 또는 메일 주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⑦ [확인]을 클릭해 설정을 완료합니다.
2) 삭제하기
사용하지 않는 그룹메일은 [삭제]를 클릭해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44

3) 엑셀로 다운로드하기
[엑셀로 다운로드]를 클릭해, 설정된 그룹메일 정보(그룹명(계정수), 그룹메일 주소, 사용자명, 사용자의 메일
주소)를 엑셀로 다운로드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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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은 아래의 형식과 같습니다.

(2) 그룹메일(폐쇄형) 생성/관리하기
그룹메일은 별도의 메일 용량을 차지하지 않는 가상의 메일입니다.
이는 여러 메일 사용 계정을 하나의 가상 메일 계정으로 그룹핑한 기능으로, 해당 그룹메일로 수신되는 메일은
그룹에 소속된 각 사용자 계정으로 수신됩니다.
그룹메일은 그룹메일과 폐쇄형 그룹메일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 그룹메일 : 그룹메일 계정 생성 무제한, 사내(오피스 내) 메일 계정만 그룹핑 가능.
- 그룹메일(폐쇄형) : 그룹메일(폐쇄형) 계정 10 개까지 생성, 사내(오피스 내)/외부 메일 계정 그룹핑 가능. 단,
그룹핑된 사용자끼리만 그룹메일 주소로 송/수신 가능)
본 매뉴얼은 그룹메일(폐쇄형)의 생성/관리(변경, 삭제)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룹메일은 [메일/그룹웨어 > 메일 > 그룹 메일 사용하기 > 그룹메일 생성/관리하기]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그룹메일(폐쇄형) 생성/관리(변경, 삭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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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메일(폐쇄형) 생성하기

1. 하이웍스 오피스에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① 하이웍스 계정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② 하이웍스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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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오피스관리]를 클릭합니다.

3. [오피스 관리 > 사용현황 > 그룹 메일(폐쇄형)]을 클릭 후 [그룹메일(폐쇄형)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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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룹메일(폐쇄형) 설정 정보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① 그룹 메일명: 그룹메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② 그룹 메일(폐쇄형) 주소: 그룹메일로 사용할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③ 그룹메일을 사용할 사내(오피스 내) 메일 사용자를 설정합니다.
- 좌측 목록은 그룹메일 미 소속 계정이며, 우측 목록은 해당 그룹메일 송/수신 대상 계정입니다.
- 그룹메일 미 소속 계정을 그룹메일 송/수신 계정으로 지정하려면, 미 소속 계정 목록에서 그룹메일을
송/수신할 사용자 계정을 클릭합니다.
- 그룹메일 송/수신 대상자에서 제외하려면, 그룹메일 송/수신 대상자 목록에서 그룹메일 미 소속으로 제외할
계정을 클릭합니다.
④ [선택]을 클릭하면 ③에서 선택한 미 소속 계정이 우측의 그룹메일 사용자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빼기]를 클릭하면 ③에서 선택한 그룹메일 사용자 계정이 좌측의 미 소속 사용자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⑤ 사내(오피스 내) 미 소속 계정의 이름 또는 메일 주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⑥ 그룹메일을 사용할 사외(오피스 외) 사용자를 설정합니다.
- 좌측 목록은 그룹메일 미 소속 계정이며, 우측 목록은 해당 그룹메일 송/수신 대상 계정입니다.
- 그룹메일 미 소속 계정을 그룹메일 송/수신 계정으로 지정하려면, 미 소속 계정 목록에 그룹메일을 송/수신할
사외 사용자 계정을 입력합니다.
- 그룹메일 송/수신 대상자에서 제외하려면, 그룹메일 송/수신 대상자 목록에서 그룹메일 미 소속으로 제외할
계정을 클릭합니다.
⑦ [선택]을 클릭하면 ⑥에서 입력한 미 소속 계정이 우측의 그룹메일 사용자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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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기]를 클릭하면 ⑥에서 선택한 그룹메일 사용자 계정이 좌측의 미 소속 사용자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⑧ [확인]을 클릭해 설정을 완료합니다.

5. 생성한 폐쇄형 그룹메일 사용자끼리 메일 송/수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룹메일(폐쇄형) 관리(변경, 삭제)하기
생성한 그룹메일(폐쇄형) 관리(변경, 삭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오피스 관리 > 사용현황 > 그룹 메일(폐쇄형)]을 클릭 해 사용 중인 그룹메일(폐쇄형)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사용 중인 그룹메일(폐쇄형) 관련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수정하기
수정할 그룹메일 목록의 우측[수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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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메일 설정 정보를 수정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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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룹 메일명: 그룹메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② 그룹 메일(폐쇄형) 주소: 그룹메일로 사용할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③ 그룹메일을 사용할 사내(오피스 내) 메일 사용자를 설정합니다.
- 좌측 목록은 그룹메일 미 소속 계정이며, 우측 목록은 해당 그룹메일 송/수신 대상 계정입니다.
- 그룹메일 미 소속 계정을 그룹메일 송/수신 계정으로 지정하려면, 미 소속 계정 목록에서 그룹메일을
송/수신할 사용자 계정을 클릭합니다.
- 그룹메일 송/수신 대상자에서 제외하려면, 그룹메일 송/수신 대상자 목록에서 그룹메일 미 소속으로 제외할
계정을 클릭합니다.
④ [선택]을 클릭하면 ③에서 선택한 미 소속 계정이 우측의 그룹메일 사용자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빼기]를 클릭하면 ③에서 선택한 그룹메일 사용자 계정이 좌측의 미 소속 사용자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⑤ 사내(오피스 내) 미 소속 계정의 이름 또는 메일 주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⑥ 그룹메일을 사용할 사외(오피스 외) 사용자를 설정합니다.
- 좌측 목록은 그룹메일 미 소속 계정이며, 우측 목록은 해당 그룹메일 송/수신 대상 계정입니다.
- 그룹메일 미 소속 계정을 그룹메일 송/수신 계정으로 지정하려면, 미 소속 계정 목록에서 그룹메일을
송/수신할 사외 사용자 계정을 입력합니다.
- 그룹메일 송/수신 대상자에서 제외하려면, 그룹메일 송/수신 대상자 목록에서 그룹메일 미 소속으로 제외할
계정을 클릭합니다.
⑦ [선택]을 클릭하면 ⑥에서 입력한 미 소속 계정이 우측의 그룹메일 사용자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빼기]를 클릭하면 ⑥에서 선택한 그룹메일 사용자 계정이 좌측의 미 소속 사용자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⑧ [확인]을 클릭해 설정을 완료합니다.
2) 삭제하기
사용하지 않는 그룹메일은 [삭제]를 클릭해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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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엑셀로 다운로드하기
[엑셀로 다운로드]를 클릭해, 설정된 폐쇄형 그룹메일 정보(그룹명(계정수), 그룹메일 주소, 사용자명, 사용자의
메일 주소)를 엑셀로 다운로드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은 아래의 형식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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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룹메일 이용하기
그룹메일은 별도의 메일 용량을 차지하지 않는 가상의 메일입니다.
이는 여러 메일 사용 계정을 하나의 가상 메일 계정으로 그룹핑한 기능으로, 해당 그룹메일로 수신되는 메일은
그룹에 소속된 각 사용자 계정으로 수신됩니다.
그룹메일은 그룹메일과 폐쇄형 그룹메일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 그룹메일 : 그룹메일 계정 생성 무제한, 사내(오피스 내) 메일 계정만 그룹핑 가능.
- 그룹메일(폐쇄형) : 그룹메일(폐쇄형) 계정 10 개까지 생성, 사내(오피스 내)/외부 메일 계정 그룹핑 가능. 단,
그룹핑된 사용자끼리만 그룹메일 주소로 송/수신 가능)
그룹메일 주소를 사용하려면 먼저 그룹메일이 생성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룹메일 생성 방법은 아래의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 그룹메일 : [메일/그룹웨어 > 메일 > 그룹 메일 사용하기 > 그룹메일 생성/관리하기]
- 그룹메일(폐쇄형) : [메일/그룹웨어 > 메일 > 그룹메일 사용하기 > 그룹메일(폐쇄형) 생성/관리하기]

메일 발송하기
사내/외 메일 사용자가 그룹메일로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룹메일(폐쇄형)의 경우, 해당 그룹메일(폐쇄형)에 소속된 사용자끼리만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이웍스 메일에서 메일 발송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편지쓰기]를 클릭해 수신할 그룹메일을 원하는 수신자 항목(받는 사람, 참조, 숨은 참조)에 입력하고 메일
제목, 내용을 작성 후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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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룹메일 소속 대상자의 메일로 발송한 메일이 수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메일 확인하기
사내/외 메일 사용자가 그룹메일로 메일 발송 시 그룹메일 수신 대상자로 지정된 사용자 계정에서 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메일(폐쇄형)의 경우, 그룹메일(폐쇄형)에 소속된 사용자가 메일 발송 시 그룹메일(폐쇄형)에 소속된 사용자
계정에서 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메일 및 그룹메일(폐쇄형) 주소로 수신된 메일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편지함에 수신된 메일의 제목을 클릭해 메일 내용을 확인합니다.

받은 사람 메일 주소에 사용자 메일 주소가 아닌 그룹메일 또는 그룹메일(폐쇄형) 주소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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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 메일 사용하기
5-1. 감사
(1) 사용자 접속내역 보기

하이웍스 보안 메일에서는 최근 1 개월 동안 오피스로 접속한 IP 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접속 내역은 아래 매뉴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하이웍스 오피스에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오피스관리>보안메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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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메일 > 감사 > 사용자접속내역 > 접속시간별]을 클릭해 접속시간별 접속자명, 접속 아이피, 접속 수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접속자, 아이피, 구분으로 최근 1 개월 이내의 접속 내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구분은 웹/POP3/메신저 중
선택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전체 접속 내역 또는 특정 접속자, 아이피, 구분을 통해 검색한 내역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③ 전체 접속 내역 또는 특정 접속자, 아이피, 구분을 통해 검색한 내역을 엑셀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보안 메일 > 사용자접속내역 > 사용자별]을 클릭해 사용자별 접속 횟수, 마지막 접속 시간, 마지막
접속 아이피, 접속 수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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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속자, 아이피, 구분으로 최근 1 개월 이내의 접속 내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구분은 웹/POP3/메신저 중
선택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전체 접속 내역 또는 특정 접속자, 아이피, 구분을 통해 검색한 내역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③ 전체 접속 내역 또는 특정 접속자, 아이피, 구분을 통해 검색한 내역을 엑셀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메일 이용 통계 보기

1. [오피스 관리 > 보안 메일]을 클릭합니다.

2. [보안 메일 > 감사 > 메일 이용 통계 > 기간별]을 클릭해 기간별 받은 메일과 보낸 메일의 이용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일별, 월별 기간 검색을 통해 메일 이용 통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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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색한 이용 통계 내역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③ 검색한 이용 통계 내역을 엑셀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④ 날짜순, 보낸 메일 순, 받은 메일 순으로 검색 결과를 정렬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검색 결과가 많은 경우, 해당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보안 메일 > 메일 이용 통계 > 사용자별]을 클릭해 사용자별 받은 메일과 보낸 메일의 이용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일별, 월별 기간 검색을 통해 메일 이용 통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검색한 이용 통계 내역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③ 검색한 이용 통계 내역을 엑셀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④ 사용자 순, 보낸 메일 순, 받은 메일 순으로 검색 결과를 정렬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검색 결과가 많은 경우, 해당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리포트 수신 설정하기

1. [오피스 관리 > 보안 메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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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메일 > 감사 > 리포트 수신 설정]을 클릭합니다.

① 리포트 메일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신 허용 시 월 1 회 메일 리포트를 메일로 제공합니다.
② 최근 발송된 리포트의 발송일과 분석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리포트 메일을 수신 허용한 경우, 익월부터 매니지드 메일 리포트를 관리자 메일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리포트는 하이웍스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메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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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메일 보안설정
(1) 수신 메일 포워딩하기

하이웍스 보안 메일에서는 사내 정보 보안을 위해 특정 사용자가 받는 메일을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또는
다른 사용자가 포워딩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수신 메일을 포워딩하는 방법은 아래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1. 하이웍스 오피스에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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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이웍스 계정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② 하이웍스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오피스관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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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피스 관리 > 보안 메일]을 클릭합니다.

4. [보안 메일 > 메일 보안 설정 > 수신메일 포워딩]을 클릭합니다.
1) 사용자 검색 및 엑셀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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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색 조건을 입력하여 설정된 포워딩 내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설정된 포워딩 내역을 엑셀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포워딩 일괄추가 하기
(1) [포워딩 일괄추가]를 클릭합니다.

(2) 좌측 포워딩 대상과 우측 포워딩받을 계정에 있는 [+설정]을 각각 클릭해 정보를 설정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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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워딩 할 계정의 경우, 좌측 목록에서 포워딩할 계정을 일괄 선택 후 [추가]를 클릭해 우측 선택된 사용자로
이동해 [저장]을 클릭합니다.
만일 선택된 사용자를 포워딩 할 계정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우측 목록에서 계정 선택 후 [빼기]를 클릭해 좌측
목록으로 이동해 [저장]을 클릭합니다.

(4) 포워딩받을 계정의 경우, 좌측 목록에서 포워딩받을 계정을 일괄 선택 후 [추가]를 클릭해 우측 선택된
사용자로 이동해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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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선택된 사용자를 포워딩받을 계정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우측 목록에서 계정 선택 후 [빼기]를 클릭해 좌측
목록으로 이동해 [저장]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 별로 포워딩 설정하기
(1) 각 사용자 계정의 우측에 있는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선택한 계정으로 수신되는 메일을 포워딩 할 계정과 선택한 계정이 수신 메일을 포워딩 받을 계정을 설정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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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좌측에 선택된 계정이 수신하는 메일을 포워딩할 계정을 [설정]을 클릭해 우측 목록에 추가합니다. 이미
설정된 포워딩 할 대상을 제거하려는 경우, 포워딩할 계정을 선택 후 [제거]를 클릭합니다.
예) '김사원'에게 수신되는 메일을 '이대리'에게 포워딩하도록 설정합니다.
② 좌측에 선택된 계정에게 수신 메일이 포워딩되는 계정을 [설정]을 클릭해 우측 목록에 추가합니다. 이미
설정된 포워딩되는 대상을 제거하려는 경우, 포워딩되는 계정을 선택 후 [제거]를 클릭합니다.
예) '박부장'에게 수신되는 메일을 '김사원'에게 포워딩되도록 설정합니다.

5. 포워딩 설정을 저장하면 수신자 메일 계정에 '포워딩 편지함'이 별도로 생성되며, 사용자 이름별로 메일함이
만들어집니다. 포워딩 편지함에서는 메일의 완전삭제, 읽음 표시 여부, 별 표시 여부, 다운로드, 인쇄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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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신 메일 포워딩하기

하이웍스 보안 메일에서는 사내 정보 보안을 위해 특정 사용자가 보내는 메일을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또는
다른 사용자가 포워딩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268

발신 메일을 포워딩하는 방법은 아래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1. [오피스 관리 > 보안 메일]을 클릭합니다.

2. [보안 메일 > 메일 보안 설정 > 발신메일 포워딩]을 클릭합니다.
1) 사용자 검색 및 엑셀 다운로드하기

① 검색 조건을 입력하여 설정된 포워딩 내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설정된 포워딩 내역을 엑셀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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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워딩 일괄추가 하기
(1) [포워딩 일괄추가]를 클릭합니다.

(2) 좌측 포워딩 대상과 우측 포워딩받을 계정에 있는 [+설정]을 각각 클릭해 정보를 설정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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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워딩 할 계정의 경우, 좌측 목록에서 포워딩할 계정을 일괄 선택 후 [추가]를 클릭해 우측 선택된 사용자로
이동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만일 선택된 사용자를 포워딩 할 계정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우측 목록에서 계정 선택 후 [빼기]를 클릭해 좌측
목록으로 이동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4) 포워딩받을 계정의 경우, 좌측 목록에서 포워딩받을 계정을 일괄 선택 후 [추가]를 클릭해 우측 선택된
사용자로 이동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만일 선택된 사용자를 포워딩받을 계정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우측
목록에서 계정 선택 후 [빼기]를 클릭해 좌측 목록으로 이동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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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별로 포워딩 설정하기
(1) 각 사용자 계정의 우측에 있는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선택한 계정으로 발신되는 메일을 포워딩 할 계정과 선택한 계정이 발신 메일을 포워딩 받을 계정을 설정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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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좌측에 선택된 계정이 발신하는 메일을 포워딩할 계정의 [설정]을 클릭해 우측 목록에 추가합니다. 이미
설정된 포워딩 할 대상을 제거하려는 경우, 포워딩할 계정을 선택 후 [제거]를 클릭합니다.
예) '김사원'이 발신하는 메일을 '이대리'에게 포워딩하도록 설정합니다.
② 좌측에 선택된 계정에게 발신 메일이 포워딩되는 계정을 [설정]을 클릭해 우측 목록에 추가합니다. 이미
설정된 포워딩되는 대상을 제거하려는 경우, 포워딩되는 계정을 선택 후 [제거]를 클릭합니다.
예) '신대리'가 발신하는 메일을 '김사원'에게 포워딩되도록 설정합니다.

5. 포워딩 설정을 저장하면 수신자 메일 계정에 '포워딩 편지함'이 별도로 생성되며, 사용자 이름별로 메일함이
만들어집니다.
포워딩 편지함에서는 메일의 완전삭제, 읽음 표시 여부, 별 표시 여부, 다운로드, 인쇄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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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호메일 설정하기

하이웍스 보안 메일에서는 사내 정보 보안을 위해 특정 사용자의 발신을 통제할 수 있는 암호 메일 기능을 제공
합니다. 암호 메일 설정 방법은 아래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의 암호 메일 설정하기
1. [오피스 관리 > 보안 메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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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메일 > 메일 보안 설정 > 암호/승인메일 설정]을 클릭합니다.
1) [암호 메일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암호 메일 설정 시 원하는 조건을 선택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메일 발송 시 사내와 사외 구분은 메일 주소의 도메인으로 판단합니다.
설정 이후 사용자가 조건에 맞는 메일을 발송하면 암호 메일로 자동 발송됩니다.

사용자의 암호 메일 발송, 확인 및 설정하기

1. 하이웍스 오피스에 암호메일을 발송할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메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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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호 메일 발송, 확인 및 설정을 진행합니다.
1) 암호 메일 발송하기
암호 메일을 사용으로 설정 후 모든 오피스 사용자는 [메일 > 편지쓰기]에서 메일 작성 후 [보내기]를 클릭하면
아래 설정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 확인 후 [보내기]를 클릭하면 수신자에게 암호메일이
발송됩니다.

2) 암호 메일 확인하기
(1) 메일 수신자는 메일 내용에 있는 링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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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달받은 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3) 메일 내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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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별 암호 메일 설정하기
[메일 > 환경설정 > 암호 메일 설정]을 클릭해 관련 정보를 설정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① 열람 비밀번호 설정은 필수입니다. (8~12 자리 숫자, 영문)
메일 열람 시 비밀번호는 발신인의 핸드폰 번호가 기본으로 설정되며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암호 메일은 발송 후 열람 비밀번호를 반드시 수신자에게 알려주셔야 해당 메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열람 비밀번호는 문자 등으로 발송 가능하며, 이때 문자 발송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② 1 인 기준이며 최대 50 회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③ 최대 365 일(1 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④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암호 메일의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수신자가 보다 편리하게 암호 메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⑤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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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인메일 설정하기

하이웍스 보안 메일에서는 사내 정보 보안을 위해 특정 사용자의 발신을 통제할 수 있는 승인 메일 기능을
제공합니다.
승인 메일 설정 방법은 아래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의 승인 메일 설정하기

1. 하이웍스 오피스에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오피스 관리 > 보안 메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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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 메일 > 메일 보안 설정 > 암호/승인메일 설정]을 클릭합니다.
1) [승인 메일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승인 메일 설정 시 원하는 정책을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3) 자동 승인 사용 여부 선택 및 상세 설정 완료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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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인 요청자 및 승인자를 등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① 등록된 승인 내용을 승인 요청자와 승인자를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선택한 승인 요청자에 대한 승인자를 일괄로 등록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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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엑셀파일로 등록 > CSV 샘플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샘플 내용에 맞게 내용을
작성합니다. 저장된 파일은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업로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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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거래하는 업체 담당자의 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을 등록하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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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승인 메일 발송/확인하기

1. 하이웍스 오피스에 승인 메일을 발송할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메일]을 클릭합니다.

3. 승인 메일 발송 및 확인을 진행합니다.
1) 승인 메일 발송하기
승인 필요 대상자는 [메일 > 편지쓰기]에서 메일 작성 후 [보내기]를 클릭하면 아래 설정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 확인 후 [승인 요청]을 클릭하면 승인 관리자에게 승인 요청 메일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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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인 메일 확인하기
승인 메일을 사용하면 승인자 메일 계정에 '승인 편지함'이 별도로 생성됩니다.
승인 요청 메일을 확인 후 상단에 있는 승인 또는 반려를 클릭하거나, 메일 확인 전 해당 항목에 체크하여 바로
승인 또는 반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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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인 요청이 들어온 대기 상태의 메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미 승인 처리한 메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승인을 반려한 메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승인 요청자가 승인 요청을 취소한 메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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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인하기

① [승인대기]에서 확인된 메일 좌측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② [승인]을 클릭합니다.
③ 승인 사유 및 메모를 입력합니다.
④ [확인]을 클릭합니다.
(2) 반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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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인대기]에서 확인된 메일 좌측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② [반려]를 클릭합니다.
③ 반려 사유 및 메모를 입력합니다.
④ [확인]을 클릭합니다.
(3) 다른 작업하기

① 원하는 메일 좌측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② [다른 작업]을 클릭하면 메일 읽음 및 별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다운로드(PC 저장)이 가능합니다.

(5) 전체 POP3/SMTP 설정하기

하이웍스 보안 메일에서는 사내 정보 보안을 위해 사용자의 POP3/SMTP 설정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POP3/SMTP 설정 방법은 아래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1. 하이웍스 오피스에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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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후 [오피스 관리 > 보안 메일]을 클릭합니다.

3. [보안 메일 > 메일 보안 설정 > POP3/SMTP 설정]을 클릭합니다.
1) POP3/SMTP 사용함 설정
POP3/SMTP 기능은 초기 설정 값이 사용 안함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용 함]으로 상태 값을 변경하면 오피스
사용자 전체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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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OP3 로 메일을 읽어갈 때 메일 프로그램 설정과 관계없이 하이웍스 서버에서 메일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설정입니다.
② 아웃룩의 경우 서버에 메시지 복사본 저장만 별도로 체크하면 서버에서 메일이 삭제되지 않으나, 체크가
누락되거나 0 일 후 삭제되도록 체크되어 있는 경우 POP3 로 메일을 읽어간 후 하이웍스 서버에서는 메일이
자동 삭제됩니다.

2) POP3/SMTP 사용 안함 설정
POP3/SMTP 기능을 초기 설정 값 대로 사용 안함으로 설정할 경우, 예외 사용자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용자로 추가된 사용자는 POP3/SMTP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1) [사용 안함]을 클릭 후 하단 [예외 사용자 추가]를 클릭합니다.

(2) 좌측 목록은 POP3/SMTP 예외 사용자로 지정 가능한 사용자 목록입니다. 예외 사용자로 등록할 계정을 선택
후 [추가]를 클릭해 우측 예외 사용자 목록으로 이동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만일 선택된 예외 사용자를 제외하려는 경우, 우측 목록에서 계정 선택 후 [빼기]를 클릭해 좌측 목록으로
이동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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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 예외 사용자로 등록된 사용자를 삭제하려면 해당 계정의 우측 [삭제]를 클릭합니다.
알림 메시지 내용을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하면 즉시 삭제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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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신허용/차단하기

하이웍스 보안 메일에서는 사내 정보 보안을 위해 오피스 전체에 적용되는 수신 허용/차단 도메인, 이메일 주소,
IP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신허용/차단 설정 방법은 아래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1. 하이웍스 오피스에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후 [오피스 관리 > 보안 메일]을 클릭합니다.

3. [보안 메일 > 메일 보안 설정 > 수신허용/차단]을 클릭합니다.
1) 수신허용 설정하기
수신 허용에 등록된 도메인, 메일 주소, IP 주소에서 발송된 메일은 스팸 필터에서 차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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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신 허용을 원하는 도메인, 이메일 주소, IP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② [추가]를 클릭합니다.
③ 검색할 계정/도메인을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 중 수신허용을 제외할 계정/도메인을 선택 후
[삭제]를 클릭합니다.
④ [확인]을 클릭합니다.

2) 수신차단 설정하기
관리자가 수신차단에 등록한 도메인, 메일 주소, IP 주소에서 발송한 메일은 개별 사용자가 [메일 > 환경 설정 >
스팸 설정 > 수신 허용 설정]에서 수신 허용으로 등록을 해놓았더라도 본 설정의 차단이 우선순위로 작용되어
메일 수신이 차단됩니다.

① 수신 차단을 원하는 도메인, 이메일 주소, IP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② [추가]를 클릭합니다.
③ 검색할 계정/도메인을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 중 수신차단을 제외할 계정/도메인을 선택 후
[삭제]를 클릭합니다.
④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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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팸메일 관리하기

하이웍스 보안 메일에서는 관리자가 직접 스팸 처리된 메일을 조회하고 차단 해제 또는 수신거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스팸메일 설정 방법은 아래 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하이웍스 오피스에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오피스 관리 > 보안 메일]을 클릭합니다.

3. [보안 메일 > 메일 보안 설정 > 스팸메일 관리]를 클릭해 원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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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여 아래 전체 목록에서 해당 스팸 메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스팸 처리된 메일의 [차단해제]를 클릭하면 해당 사용자의 메일함으로 편지가 이동되고, [오피스관리 >
보안메일 > 수신 허용] 목록에 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③ [수신거부 > 확인]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메일 주소가 [오피스관리 > 보안메일 > 수신 차단] 목록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8) 삭제 메일 복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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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웍스 보안 메일에서는 관리자가 직접 7 일 이내에 삭제된 개인/공용 메일을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삭제 메일 복원 방법은 아래 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하이웍스 오피스에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오피스 관리 > 보안 메일]을 클릭합니다.

3. [보안 메일 > 메일 보안 설정 > 삭제메일 복원]을 클릭합니다.

①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여 아래 전체 목록에서 해당 삭제 메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복원 > 확인]을 클릭하면 삭제 전 메일을 원래 수신한 시간으로 메일이 복원됩니다. 메일 복원 위치는
사용자가 가장 마지막으로 메일을 삭제했던 메일함으로 수신되며, 메일 복원 시 메일 제목 앞에는 'Restore : '라는
문구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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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용자 보안 설정
(1) 접근 IP 관리하기

하이웍스 보안 메일에서는 사내 정보 보안을 위해 오피스 또는 아웃룩에 접근(또는 차단)하는 국가 및 IP 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접근 IP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1. 하이웍스 오피스에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오피스 관리 > 보안 메일]을 클릭합니다.
2 [보안 메일 > 메일 보안 설정 > 접근 IP 관리]를 클릭합니다. 접근 IP 정책은 오피스 내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예외 사용자는 [개인 IP 관리 설정]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접근 IP 관리 설정하기

① 접근 IP 에 대한 정책 설정을 [허용] 또는 [차단] 중에 선택합니다.
예) 특정 국가나 IP 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고 싶다면 [허용]에 체크하고, 반대의 경우 [차단]으로
체크해주세요.
② [허용] 또는 [차단]하고자 하는 국가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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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허용/대한민국 : 대한민국에서 접근하는 IP 만 허용하고 타 국가의 접근은 전부 차단됩니다.
③ [허용] 또는 [차단]하고자 하는 IP 를 추가합니다. IP 또는 *기호로 대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 123.1223.123.123 또는 123.123.123.*
④ 기존에 등록된 국가 또는 IP 의 등록일과 요청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설정의 삭제를 원하는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삭제]를 클릭합니다.
⑤ [저장]을 클릭합니다.
2) 개인 IP 관리 설정하기
[개인 IP 관리 대상자 지정]을 클릭해 전체 접근 IP 정책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용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 IP 관리 대상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② 개인 IP 관리 대상자로 추가할 계정은 좌측 목록에서 선택하며, 제외할 계정은 우측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③ 좌측 [접근 IP 관리 대상] 목록에서 계정을 선택 후 [추가]를 클릭하면 우측 [개인 IP 관리 대상]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우측 [개인 IP 관리 대상] 목록에서 계정을 선택 후 [빼기]를 클릭하면 개인 IP 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저장]을 클릭합니다.
4. 개인 IP 관리 대상자 지정 후 [일괄 설정하기] 또는 각 사용자 별 [설정]을 클릭하여 세부 설정을 완료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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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설정하기

하이웍스 보안 메일에서는 사내 정보 보안을 위해 올바르지 않은 비밀번호로 계속해서 로그인을 시도할 때
접속을 제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로그인 설정하는 방법은 아래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1. 하이웍스 오피스에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오피스 관리 > 보안 메일]을 클릭합니다.
2. [보안 메일 > 메일 보안 설정 > 로그인 설정]을 클릭해 원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① 로그인 실패 횟수를 5 번, 10 번, 15 번, 20 번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로그인 실패에 대한 알림 수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림 수신 지정 후 [설정 저장]을 클릭합니다.
단, 알림 수단 중 SMS 수신은 하이웍스 메시징에 남아 있는 문자 건수가 있어야 알림 발송이 가능합니다.
③ 특정 날짜나 기간 또는 웹/POP3/SMTP 구분 또는 로그인 시도 이름/로그인 시도 ID/로그인 시도 IP 로 로그인
실패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정해진 실패 횟수가 초과되어 차단된 사용자의 상태를 '허용'으로 변경하여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상태 값을
변경해줄 수 있습니다.
[상태 변경]을 클릭하면 로그인 연속 실패 횟수가 초기화되어 목록에서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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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메일 아카이빙 사용하기
6-1. 검색
메일 아카이빙 서비스는 메일 데이터의 보관/복구/관리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장기 보관을 위해 원본
자체 혹은 사본을 저장하고 검색 기능을 통해 검색, 조회, 복원, 다운로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일 아카이빙의 검색 기능 사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이웍스 오피스에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오피스 관리 > 메일 아카이빙]을 클릭합니다.

3. [아카이빙 > 검색]을 클릭합니다. 검색 페이지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 내역은 감사 로그로 저장됩니다.
감사 로그는 [그룹웨어>메일> 메일 아카이빙 사용하기>감사] 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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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빠른 검색을 위해 전체 구성원/특정 구성원 중 검색 대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보낸 사람/받는 사람을 지정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③ 제목/내용, 첨부파일(제목) 중 선택해 검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최대 1 년 내로 검색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⑤ 검색 조건을 설정 완료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2) 검색 저장/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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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주 사용하는 검색 값의 경우 [검색 저장]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구분, 보낸 사람, 검색 내용,
기간 등을 설정한 뒤 [검색 저장]을 클릭합니다. 레이블 입력란이 나오면 검색 조건을 기입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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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장한 검색 조건은 [검색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검색 저장 목록에서 원하는 조건
우측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해당 검색 조건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입력된 검색 조건을 확인한 후 [검색]을
클릭하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검색 결과는 검색 내역 하단에서 확인 가능하며, 메일 확인, 다운로드 및 복원이 가능합니다.

① 메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메일의 제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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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운로드 > 다른 이름으로 저장]를 클릭해 사용자 PC 의 원하는 위치에 특정 메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메일은 EML 파일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③ [복원 > 확인]을 클릭하면 해당 구성원의 [받은 편지함]으로 메일이 복원됩니다. (발신 메일은 '보낸
편지함'으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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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기: 모두 v]를 클릭해 [모두/첨부 있음/수신 메일(소유자 기준)/발신 메일(소유자 기준)] 중 선택해 분류한
검색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⑤ [전체 다운로드]는 검색 결과의 메일을 전체 일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체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레이블명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하면 해당 내역은 [아카이빙 > 다운로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⑥ [엑셀 다운로드] 클릭 시 조회한 검색 결과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에서는
소유자/보낸 사람/받는 사람/메일 제목/수신·송신시간/첨부파일 유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 검색 결과는 [10 개씩 보기/ 20 개씩 보기/30 개씩 보기/50 개씩 보기] 중 선택해 한 페이지에서 조회할 검색
결과 개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특정 구성원 한 명을 검색 조건으로 설정한 경우, 하단 검색 결과에 [전체 복원하기]가 생성됩니다. [전체
복원하기] 클릭 시 검색 결과에 조회된 메일이 해당 소유자 계정으로 복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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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정책 설정
메일 아카이빙 서비스는 메일 데이터의 보관/복구/관리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장기 보관을 위해 원본
자체 혹은 사본을 저장하고 검색 기능을 통해 검색, 조회, 복원, 다운로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일 아카이빙의 정책 설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이웍스 오피스에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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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피스 관리 > 메일 아카이빙]을 클릭합니다.

3. [아카이빙 > 정책 설정]을 클릭해 정책 설정을 완료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① 메일 아카이빙 서비스는 사용 여부를 '사용 함'으로 변경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메일 아카이빙 서비스 이용 대상 구성원을 지정합니다. 특정 구성원으로 지정 시, 사용자 이름 또는 ID 를
입력해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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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관 기간은 최소 1 년부터 최대 5 년 중 1 년 단위로 선택 가능합니다.

④ 예외 처리(필터링)는 [보낸 사람 메일 주소, 보낸 사람 IP, 제목에 포함된 키워드] 중 선택해 입력할 수 있으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메일은 아카이빙하지 않습니다.

⑤ 항목 우측 [삭제]를 클릭하여 예외 대상에 등록된 특정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항목 좌측의 체크 박스를 다중 선택해 상단 [삭제]를 클릭하면 여러 항목의 일괄 삭제도 가능합니다.

6-3. 다운로드
메일 아카이빙 서비스는 메일 데이터의 보관/복구/관리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장기 보관을 위해 원본
자체 혹은 사본을 저장하고 검색 기능을 통해 검색, 조회, 복원, 다운로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일 아카이빙의 다운로드 기능 사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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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웍스 오피스에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오피스 관리 > 메일 아카이빙]을 클릭합니다.

3. [아카이빙 > 다운로드]을 클릭하면 [아카이빙 > 검색]에서 다운로드를 신청한 데이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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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사용자 PC 의 원하는 위치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② [삭제]를 클릭해 신청한 다운로드 목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6-4. 감사
메일 아카이빙 서비스는 메일 데이터의 보관/복구/관리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장기 보관을 위해 원본
자체 혹은 사본을 저장하고 검색 기능을 통해 검색, 조회, 복원, 다운로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일 아카이빙의 감사 기능 사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이웍스 오피스에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오피스 관리 > 메일 아카이빙]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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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카이빙 > 감사]를 클릭하면 아카이빙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검색 조건(서비스, 작업자, IP, 결과) 및 특정 기간을 설정해 최근 1 년간 작업 로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로그 다운로드]를 클릭해 로그를 엑셀 파일 형태로 파일을 열거나 사용자 PC 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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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를 클릭하면 작업 대상 구성원, 보낸 사람, 기간과 같은 추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작업 조건(전체/등록/조회/수정/삭제/다운로드/요청)을 선택해 분류된 감사 로그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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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메일 연동하기
7-1. 아웃룩(Outlook)
(1) MS Outlook 2019/Office 365 Outlook 연동하기

1. Office 365 Outlook 을 실행하고 좌측 상단의 [파일]을 클릭합니다.

314

2. [+계정 추가]를 클릭합니다.

315

3. 연결하고자 하는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고 [고급 옵션]을 클릭합니다.
[내 계정을 수동으로 설정합니다.]에 체크한 후 [연결]을 클릭합니다.

① 하이웍스 메일 주소 전체를 입력합니다.

316

예) admin@gabiaedu.com
② [고급 옵션]을 클릭합니다.
③ [내 계정을 수동으로 설정합니다.] 좌측 체크박스를 체크합니다.
④ [연결]을 클릭합니다.
4. [고급 설정 > POP]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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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이웍스 계정의 암호를 입력한 후 [연결]을 클릭합니다.

6. 인터넷 보안 경고 알림 메시지가 나타나면 [예(Y)]를 클릭합니다.

318

7. 계정 추가가 확인되면 [완료]를 클릭합니다.

8. 좌측 상단의 [파일]을 다시 클릭합니다.

319

9. [계정 정보 > 계정 설정 > 계정 설정(A)]를 클릭합니다.

10. 추가되어 있는 하이웍스 계정 주소를 선택한 후 [복구]를 클릭합니다.

320

11. [고급 옵션]을 클릭하고 [내 계정을 수동으로 설정합니다.]에 체크한 후 [복구]를 클릭합니다.

12. [받는 메일]을 클릭해 자동 입력된 값을 아래 정보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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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 이름은 메일 주소 전체를 입력합니다.
예) admin@gabiaedu.com
② 암호는 하이웍스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서버 주소는 pop3s.hiworks.com 을 입력합니다.
④ 포트 번호는 995 를 입력합니다.
⑤ 이 서버에 암호화된 연결(SSL/TLS) 필요는 체크합니다.
⑥ SPA(보안 암호 인증)을 사용한 로그온 필요는 미체크합니다.

13. [보내는 메일]을 클릭해 자동 입력된 값을 아래 정보로 변경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① 서버 주소는 smtps.hiworks.com 로 입력합니다.
② 포트 번호는 465 를 입력합니다.
③ 암호화 방법은 [SSL/TLS]을 선택합니다.
④ SPA(보안 암호 인증)을 사용한 로그온 필요는 미체크합니다.
⑤ 발신(SMTP)서버에 인증 필요는 [받는 메일 서버와 동일한 설정 사용]을 선택합니다.
⑥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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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정이 복구 되었다는 창이 확인되면 [완료]를 클릭합니다.

15. 서버에서 메일이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도록 설정을 원하실 경우, [파일 > 계정 설정 > 계정
설정(A)]을 클릭한 화면에서 설정된 하이웍스 계정을 마우스 더블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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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POP3 계정
설정 > 메일
설정]에서 [다음 기간 후에 서버에서 제거]에 체크되어 있는 것을 '미체크'로 변경하고, [서버에 메세지 복사본
저장]만 체크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하단 [다음 > 완료]를 클릭하여 최종적으로 계정 설정을
마칩니다.

324

17. 연동이 완료되면 Outlook 에서 하이웍스 계정의 받은 편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MS Outlook 2016 연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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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S Outlook 2016 을 실행하고 좌측 상단의 [파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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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정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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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하고자 하는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고 [고급 옵션]을 클릭합니다.
[내 계정을 수동으로 설정합니다.]에 체크한 후 [연결]을 클릭합니다.

① 하이웍스 메일 주소 전체를 입력합니다.

328

예) admin@gabiaedu.com
② [고급 옵션]을 클릭합니다.
③ [내 계정을 수동으로 설정합니다.] 좌측 체크박스를 체크합니다.
④ [연결]을 클릭합니다.
4. [고급 설정 > POP]를 클릭합니다.

5. 하이웍스 계정의 암호를 입력한 후 [연결]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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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터넷 보안 경고 알림 메시지가 나타나면 [예(Y)]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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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정 추가가 확인되면 [완료]를 클릭합니다.

8. 좌측 상단의 [파일]을 다시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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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정 정보 > 계정 설정 > 계정 설정(A)]를 클릭합니다.

10. 추가되어 있는 하이웍스 계정 주소를 선택한 후 [복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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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급 옵션]을 클릭하고 [내 계정을 수동으로 설정합니다.]에 체크한 후 [복구]를 클릭합니다.

12. [받는 메일]을 클릭해 자동 입력된 값을 아래 정보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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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 이름은 메일 주소 전체를 입력합니다.
예) admin@gabiaedu.com
② 암호는 하이웍스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서버 주소는 pop3s.hiworks.com 을 입력합니다.
④ 포트 번호는 995 를 입력합니다.
⑤ 이 서버에 암호화된 연결(SSL/TLS) 필요는 체크합니다.
⑥ SPA(보안 암호 인증)을 사용한 로그온 필요는 미체크합니다.

13. [보내는 메일]을 클릭해 자동 입력된 값을 아래 정보로 변경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① 서버 주소는 smtps.hiworks.com 로 입력합니다.
② 포트 번호는 465 를 입력합니다.
③ 암호화 방법은 [SSL/TLS]을 선택합니다.
④ SPA(보안 암호 인증)을 사용한 로그온 필요는 미체크합니다.
⑤ 발신(SMTP)서버에 인증 필요는 [받는 메일 서버와 동일한 설정 사용]을 선택합니다.
⑥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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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정이 복구 되었다는 창이 확인되면 [완료]를 클릭합니다.

15. 서버에서 메일이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도록 설정을 원하실 경우, [파일 > 계정 설정 > 계정
설정(A)]을 클릭한 화면에서 설정된 하이웍스 계정을 마우스 더블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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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POP3 계정 설정 > 메일 설정]에서 [다음 기간 후에 서버에서 제거]에 체크되어 있는 것을 '미체크'로
변경하고, [서버에 메세지 복사본 저장]만 체크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하단 [다음 > 완료]를 클릭하여 최종적으로 계정 설정을 마칩니다.

336

17. 연동이 완료되면 Outlook 에서 하이웍스 계정의 받은 편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7

(3) MS Outlook 2010/2013 연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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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S Outlook 2010/2013 을 실행하고 [다음(N)]을 클릭합니다.

2. 전자 메일 계정 추가 설정에서 [예(Y)]를 체크한 후 [다음(N)]을 클릭합니다.

339

3. 자동 계정 설정에서 [수동 설정 또는 추가 서버 유형(M)]을 체크한 후 [다음(N)]을 클릭합니다.

340

4. 서비스 선택에서 [POP 또는 IMAP(P)]를 체크한 후 [다음(N)]을 클릭합니다.

5. 계정 추가를 위한 상세 정보를 입력한 후 [기타 설정(M)]을 클릭합니다.

341

① 사용자의 이름이나 회사명을 기입합니다.
② 하이웍스 이메일 주소 전체를 기입합니다. (예: admin@gabiaedu.com)
③ 계정 유형은 POP3 를 선택합니다.
④ 받는 메일 서버에는 pop3s.hiworks.com 을 입력합니다.
⑤ 보내는 메일 서버에는 smtps.hiworks.com 을 입력합니다.
⑥ 사용자 이름에는 이메일 주소 전체(@포함)를 입력합니다. (아이디 또는 사용자의 이름만 입력 시 연동 불가)
⑦ 하이웍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⑧ [기타 설정]을 클릭합니다.

6. 인터넷 전자 메일 설정 창에서 [보내는 메일 서버 > 보내는 메일 서버 (SMTP) 인증 필요(O) 체크 / 받는 메일
서버와 동일한 설정 사용(U)]을 클릭합니다.

342

7. [고급]으로 이동하여 상세 설정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① 받는 메일 서버(POP3)의 포트 번호에는 [995]를 입력하고, 암호화된 연결(SSL) 필요에 체크합니다.
② 보내는 메일 서버(SMTP)의 포트 번호에는 [465]를 입력하고, 암호화된 다음 연결 방식 사용에서 [SSL]을
선택합니다.
③ 서버에서 아웃룩으로 가져온 메일이 서버상에 그대로 보관되기 원하는 경우 [서버에 메시지 복사본 저장(L)]을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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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정이 완료되면 [다음(N)]을 클릭해 계정 설정 테스트 완료를 확인합니다. 계정 설정이 완료되면 [마침]을
클릭합니다.

344

9. 연동이 완료되면 Outlook 에서 하이웍스 계정의 받은 편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5

(4) MS Outlook 2003/2007 연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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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S Outlook 2003/2007 을 실행하고 [다음(N)]을 클릭합니다.

2. 전자 메일 계정 추가 설정에서 [예(Y)]를 체크한 후 [다음(N)]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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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 메일 서비스 선택에서 [Microsoft Exchange, POP3, IMAP 또는 HTTP(M)]를 체크한 후 [다음(N)]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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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 계정 설정에서 [수동으로 서버 설정 또는 추가 서버 유형 구성(M)]을 체크한 후 [다음(N)]을 클릭합니다.

5. 전자 메일 서비스 선택에서 [인터넷 전자 메일(I)]을 체크하고 [다음(N)]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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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정 추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입력한 후 [기타 설정(M)]을 클릭합니다.

① 사용자의 이름이나 회사명을 기입합니다.
② 하이웍스 이메일 주소 전체를 기입합니다. (예: admin@gabiaedu.com)
③ 계정 유형은 POP3 를 선택합니다.
④ 받는 메일 서버에는 pop3s.hiworks.com 을 입력합니다.
⑤ 보내는 메일 서버에는 smtps.hiworks.com 을 입력합니다.
⑥ 사용자 이름에는 이메일 주소 전체(@포함)를 입력합니다. (아이디 또는 사용자의 이름만 입력 시 연동 불가)
⑦ 하이웍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⑧ [기타 설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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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터넷 전자 메일 설정 창에서 [보내는 메일 서버 > 보내는 메일 서버 (SMTP) 인증 필요(O) 체크 / 받는 메일
서버와 동일한 설정 사용(U) 함께 체크됨]을 클릭합니다.

8. [고급]으로 이동하여 상세 설정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① 받는 메일 서버(POP3)의 포트 번호에는 [995]를 입력하고, 암호화된 연결(SSL) 필요에 체크합니다.
② 보내는 메일 서버(SMTP)의 포트 번호에는 [465]를 입력하고, 암호화된 다음 연결 방식 사용에서 [SSL]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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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버에서 아웃룩으로 가져온 메일이 서버상에 그대로 보관되기 원할경우 [서버에 메시지 복사본 저장(L)]을
체크합니다.

9. 설정이 완료되면 [다음(N)]을 클릭해 계정 설정 테스트 완료를 확인합니다. 계정 설정이 완료되면 [마침]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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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동이 완료되면 Outlook 에서 하이웍스 계정의 받은 편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2. 모바일
(1) 안드로이드/갤럭시탭 (Android) 연동하기

353

1. 이메일 앱을 실행하고 [이메일 설정 > 기타]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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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메일 주소 전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하단에 있는 [수동 설정]을 누릅니다.

3. [계정 유형 선택 > POP3 계정]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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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정에 자동 입력된 값을 아래 정보로 변경 후 우측 하단에 있는 [로그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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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이웍스 이메일 주소 전체를 입력합니다.
예) admin@gabiaedu.com
② 사용자 이름은 이메일 주소 전체를 입력합니다. (아이디 또는 사용자의 이름만 입력 시 연동 불가)
예) admin@gabiaedu.com
③ 하이웍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④ POP3 서버 주소에 [pop3s.hiworks.com]을 입력합니다.
⑤ 보안 방식은 [SSL]을 선택합니다.
⑥ 포트 번호는 [995]를 입력합니다.
⑦ 서버에서 자동 삭제는 [안 함]을 선택합니다.

⑧ SMTP 서버 주소에는 smtps.hiworks.com 을 입력합니다.
⑨ 보안 방식은 [SSL]을 선택합니다.
⑩ 포트 번호는 [465]를 입력합니다.
⑪ 이메일 보내기 전 인증 기능은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⑫ 사용자 이름은 이메일 주소 전체를 입력합니다. (아이디 또는 사용자의 이름만 입력 시 연동 불가)
⑬ 하이웍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⑭ [로그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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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동이 완료되면 이메일 앱에서 하이웍스 계정의 받은 편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8

(2) 안드로이드(Android)용 Outlook App 연동하기

1. 안드로이드용(Android) Outlook App 을 실행하고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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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메일 전체 주소를 입력하고 [계속]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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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측 하단에 로딩이 끝난 후 메일 주소 하단에 생성된 [수동으로 계정 설정]을 누릅니다.

4. [계정 유형 > 고급 > POP3]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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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세 설정 값을 입력 후 우측 상단에 있는 [V]를 누릅니다.

① 사용자 이름이나 회사명을 입력합니다.
② 계정에 대한 설명을 자유롭게 입력합니다.
③ POP3 서버 주소에 [pop3s.hiworks.com:995]을 입력합니다.
④ POP 사용자 이름은 이메일 주소 전체를 입력합니다. (아이디 또는 사용자의 이름만 입력 시 연동 불가)
예) admin@gabiaedu.com
⑤ 하이웍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⑥ SMTP 서버 주소에 [smtps.hiworks.com:465]을 입력합니다.
⑦ SMTP 사용자 이름은 이메일 주소 전체를 입력합니다. (아이디 또는 사용자의 이름만 입력 시 연동 불가)
⑧ 하이웍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⑨ 우측 상단에 있는 [V]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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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동이 완료되면 안드로이드용(Android) Outlook App 에서 하이웍스 계정의 받은 편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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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폰/아이패드 (iOS) 연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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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폰/아이패드에서 [설정] 앱을 실행 후 [암호 및 계정]을 누릅니다.

2. [암호 및 계정 > 계정 추가]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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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를 누릅니다.

4. [Mail 계정 추가]를 누릅니다.

5. 계정 정보를 입력 후 [다음]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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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 이대리
② 메일 주소 전체를 입력합니다.
예) admin@gabiaedu.com
③ 하이웍스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④ 간단한 설명 문구를 기재합니다.
⑤ [다음]을 누릅니다.
6. 상단 [POP]를 선택 후 수신 메일 서버와 발신 메일 서버에 아래 정보를 입력하고 우측 상단 [저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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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 이대리
② 메일 주소 전체를 입력합니다.
예) admin@gabiaedu.com
③ 간단한 설명 문구를 기재합니다.
④ 수신(POP3) 서버 호스트 이름은 [pop3s.hiworks.com]을 입력합니다.
⑤ 수신 메일 서버 사용자 이름은 이메일 주소 전체를 입력합니다. (아이디 또는 사용자의 이름만 입력 시 연동
불가)
예) admin@gabiaedu.com
⑥ 하이웍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⑦ 발신(SMTP) 서버 호스트 이름은 [smtps.hiworks.com]을 입력합니다.
⑧ 발신 메일 서버 사용자 이름은 이메일 주소 전체를 입력합니다. (아이디 또는 사용자의 이름만 입력 시 연동
불가)
예) admin@gabiaedu.com
⑨ 하이웍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7. 계정 추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추가한 계정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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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발신 메일 서버 > SMTP]를 누릅니다.

9. [주 서버 > SMTP 서버명]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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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SL 이 '사용함'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서버 포트를 465 로 수정했다면 [완료]를 누릅니다.

11. 연동이 완료되면 아이폰 기본 메일 앱에서 하이웍스 계정의 받은 편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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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맥(Mac) 메일 연동하기

1. 맥(Mac) 메일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2. Mail 앱 실행 후 상단 [Mail > 환경설정...]을 클릭합니다.
371

① [Mail]을 클릭합니다.
② [환경설정...]을 클릭합니다.
3. 계정 창 좌측 하단 [+ 아이콘]을 클릭해 Mail 계정 제공 업체를 [다른 Mail 계정...]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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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좌측 하단 [+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② [다른 Mail 계정...]을 클릭합니다.
③ [계속]을 클릭합니다.

4. Mail 계정 추가를 위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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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 이름 또는 회사명을 입력합니다.
② 하이웍스 메일 주소 전체를 입력합니다.
예) admin@gabiaedu.com
③ 하이웍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④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5. 계정 및 수/발신 메일 서버 정보를 입력한 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① 하이웍스 계정 이메일 주소 전체를 입력합니다. (아이디@도메인)
예) admin@gabiaedu.com
② 사용자 이름도 하이웍스 계정 이메일 주소 전체를 입력합니다. (아이디@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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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admin@gabiaedu.com
③ 하이웍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④ 계정 유형은 [POP]를 선택합니다.
⑤ 수신 메일 서버 주소는 [pop3s.hiworks.com]를 입력합니다.
⑥ 발신 메일 서버 주소는 [smtps.hiworks.com]를 입력합니다.
⑦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6. 계정 연동이 완료된 경우, 아래 화면이 자동 활성화되며 추가한 하이웍스 계정이 좌측 리스트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정 > 계정 정보]에서 [메시지 수신 후에 서버에서 복사본 제거]를 체크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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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정 > 서버 설정]에서 수/발신 메일 서버 관련 상세 설정을 완료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① 사용자 이름에는 하이웍스 계정 이메일 주소 전체를 입력합니다. (아이디@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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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admin@gabiaedu.com
② 하이웍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③ 수신 메일 서버의 호스트 이름은 [pop3s.hiworks.com]를 입력합니다.
④ [자동으로 연결 설정 관리]의 체크 박스를 체크 해제한 후, 하단에 나오는 포트 번호와 인증 방식을
설정합니다.
⑤ 수신 메일 서버의 포트 번호는 [995]를 입력한 후, [TLS/SSL 사용] 좌측의 체크박스를 체크합니다.
⑥ 인증 방식은 [암호]를 선택합니다.
⑦ 등록한 계정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⑧ 사용자 이름에는 하이웍스 계정 이메일 주소 전체를 입력합니다. (아이디@도메인)
예) admin@gabiaedu.com
⑨ 하이웍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⑩ 발신 메일 서버의 호스트 이름은 [smtps.hiworks.com]를 입력합니다.
⑪ [자동으로 연결 설정 관리]의 체크 박스를 체크 해제한 후, 하단에 나오는 포트 번호와 인증 방식을
설정합니다.
⑫ 발신 메일 서버의 포트 번호는 [465]를 입력한 후, [TLS/SSL 사용] 좌측의 체크박스를 체크합니다.
⑬ 인증 방식은 [암호]를 선택합니다.
⑭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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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Windows 10 Mail 연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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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ndows 10 Mail 을 실행하고 [고급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인터넷 전자 메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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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메일 전자 메일 계정의 세부 내용을 입력한 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① 하이웍스 계정 이메일 주소 전체를 입력합니다.
예) admin@gabiaedu.com
② 사용자 이름에도 하이웍스 계정 이메일 주소 전체를 입력합니다.
예) admin@gabiaedu.com
③ 하이웍스 계정의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④ 사용자 이름 또는 회사명을 입력해주세요.

⑤ 받는 전자 메일 서버 주소는 [pop3s.hiworks.com]을 입력합니다.
⑥ 계정 유형은 [POP3]를 선택합니다.
⑦ 보내는(SMTP) 전자 메일 서버는 [smtps.hiworks.com]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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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하단 인증 및 보안 정보 항목에 모두 체크합니다.
⑨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4. 연동이 완료되면 Windows 10 Mail 에서 하이웍스 계정의 [받은 편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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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비스 관리하기
8-1. Gabia.com 구매고객
(1) 도메인 변경

본 매뉴얼은 가비아 홈페이지의 하이웍스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이웍스 홈페이지에서 하이웍스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메일 > 서비스 관리하기 > hiworks.com 구매 고객 >
도메인 변경] 을 확인 바랍니다.

1. 가비아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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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y 가비아 > 하이웍스 > 해당 하이웍스의 서비스 정보]를 클릭합니다.

3. 도메인 우측의 [변경]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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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할 도메인을 입력 후 [도메인 체크]를 클릭합니다.

5 신청 가능한 도메인 여부 확인 및 신청인 정보를 입력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해 결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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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메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의 도메인인지 확인합니다. 도메인을 잘못 입력한 경우 변경할 도메인을
다시 입력 후 [도메인 재검색]을 클릭합니다.
② 연락 가능한 신청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도메인 변경은 업무 시간에만 처리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③ [다음 단계]를 클릭해 결제를 진행합니다. 견적서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출력]을 클릭해 견적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도메인 변경이 완료되면 하이웍스 전용 오피스에 로그인한 후 변경된 도메인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타입 변경

본 매뉴얼은 가비아 홈페이지의 하이웍스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이웍스 홈페이지에서 하이웍스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메일 > 서비스 관리하기 > hiworks.com 구매 고객 >
타입 변경]을 확인 바랍니다.

1. 가비아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My 가비아 > 하이웍스 > 해당 하이웍스의 서비스 정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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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정보]의 [변경]을 클릭 후 [타입 변경]을 클릭합니다.

4. 변경할 서비스 타입을 선택합니다.

① 메일 상품(용량제, 무제한 보안형)을 변경할 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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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 타입이 표시되는 상품의 경우 [메일/그룹웨어 > 하이웍스의 메일 > 사양 자세히 보기]에서 변경할
상품의 가격 및 사양을 확인 바랍니다.
- 오피스 타입이 표시되지 않는 상품의 경우 [타입변경을 하려는데 이용하는 상품 사양과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변경할 상품의 가격 및 사양을 확인 바랍니다.
② 오피스 계정 수(100, 300, 300+)를 변경할 때 선택합니다.
③ 전자 결재(100, 100+)를 변경할 때 선택합니다.
④ 엔터프라이즈 상품으로 변경할 때 선택합니다.
- 엔터프라이즈 상품의 가격 및 사양은 [메일/그룹웨어 > 그룹웨어] 서비스의 [100 인] 또는 [100+]의
[프리미엄형] 상품을 확인 바랍니다.

5 필요에 따라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메일 계정은 5 개 단위로, 메일 또는 오피스 용량은 5GB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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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타입 변경이 완료되면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 후 변경사항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오피스 이름 변경

본 매뉴얼은 가비아 홈페이지의 하이웍스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이웍스 홈페이지에서 하이웍스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메일 > 서비스 관리하기 > hiworks.com 구매 고객 >
오피스 이름 변경] 을 확인 바랍니다.
오피스 이름은 하이웍스 오피스 조직 레벨 1 의 이름이자 회사명입니다.
가비아 홈페이지와 하이웍스 오피스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둘 중 한 곳만 변경해도 같이 변경됩니다.

가비아 홈페이지에서 변경하기

1. 가비아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My 가비아 > 하이웍스 > 해당 하이웍스의 서비스 정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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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피스 이름 우측의 [변경]을 클릭합니다.

4. 변경할 오피스 이름을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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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경한 사항은 하이웍스 오피스의 [인사관리 > 조직 관리 > 레벨 1]에 같이 반영됩니다.

하이웍스 오피스에서 변경하기

1.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인사관리]를 클릭합니다.

3. [인사관리 > 조직 관리]로 이동해 [레벨 1]의 조직 이름을 클릭합니다. 변경할 오피스 이름을 입력 후 키보드
Enter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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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한 사항은 가비아 홈페이지 [My 가비아 > 하이웍스 > 해당 하이웍스의 서비스 정보]의 오피스 이름에
같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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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림 설정
본 매뉴얼은 가비아 홈페이지의 하이웍스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이웍스 홈페이지에서 하이웍스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메일 > 서비스 관리하기 > hiworks.com 구매 고객 >
알림 설정]을 확인 바랍니다.
소유자 정보 이외 관리자 정보를 추가로 등록해 하이웍스 서비스 기간 만료 안내 및 결제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가비아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My 가비아 > 하이웍스 > 해당 하이웍스의 서비스 정보]를 클릭합니다.

3. 관리자의 이름에 마우스 오버 시 표시되는 관리자 정보 항목에서 [관리자 변경]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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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자 정보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관리자 정보는 긴급 사항 발생 시, 이용될 연락처 정보로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5. 알림 설정 우측 [변경]을 클릭해 메일과 SMS 중 알림 설정을 받을 항목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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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알림 설정 우측의 [변경]을 클릭합니다.
② 메일과 SMS 중 결제 알림을 받을 항목을 선택합니다.
③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슈퍼 관리자(전체 관리자) 변경
본 매뉴얼은 가비아 홈페이지의 하이웍스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이웍스 홈페이지에서 하이웍스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메일 > 서비스 관리하기 > hiworks.com 구매 고객 >
슈퍼 관리자(전체 관리자) 변경]을 확인 바랍니다.
본 매뉴얼에서는 슈퍼 관리자(전체 관리자) 지정 및 해제하기, 슈퍼 관리자(전체 관리자) 비밀번호 변경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슈퍼 관리자(전체 관리자)는 오피스 전체의 관리 및 설정 권한을 갖는 계정입니다.
가비아 홈페이지와 하이웍스 오피스 내에서 슈퍼 관리자(전체 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둘 중 한 곳만
변경해도 같이 변경됩니다.

가비아 홈페이지에서 변경하기

1. 가비아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My 가비아 > 하이웍스 > 해당 하이웍스의 서비스 정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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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슈퍼 관리자와 관련해 원하는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슈퍼 관리자 변경
(1) 슈퍼 관리자 우측 [변경]을 클릭해 슈퍼 관리자를 설정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① 슈퍼 관리자 우측 [변경]을 클릭합니다.
② [슈퍼 관리자 변경]을 클릭합니다.
③ 좌측 목록은 일반 사용자 계정이며, 우측 목록은 슈퍼 관리자 계정입니다.
- 일반 사용자를 슈퍼 관리자로 변경하려면, 일반 사용자 목록에서 슈퍼 관리자로 변경할 계정을 클릭합니다.
- 슈퍼 관리자를 일반 사용자로 변경하려면, 슈퍼 관리자 목록에서 일반 사용자로 변경할 계정을 클릭합니다.
④ [선택]을 클릭하면 ③에서 선택한 일반 사용자 계정이 우측의 슈퍼 관리자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삭제]를 클릭하면 ③에서 선택한 슈퍼 관리자 계정이 좌측의 일반 사용자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⑤ [확인]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2)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 후 [인사관리 > 인사관리 > 사용자 관리]에서 사용자 목록의 [변경한 계정
아이디]를 클릭해, 계정 구분 항목에 [전체 관리자] 또는 [일반 사용자]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슈퍼 관리자 비밀번호 재설정
(1) 슈퍼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슈퍼 관리자를 선택 후 비밀번호를 재설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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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슈퍼 관리자 우측 [변경]을 클릭합니다.
② [비밀번호 변경]을 클릭합니다.
③ 비밀번호를 변경할 슈퍼 관리자를 선택 후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④ [확인]을 클릭합니다.

하이웍스 오피스에서 변경하기

1.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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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인사관리]를 클릭합니다.

3. [인사관리 > 사용자 관리]로 이동해 변경할 [계정 아이디]를 클릭합니다.

① [인사관리]를 클릭합니다.
② [사용자 관리]를 클릭합니다.
③ 슈퍼 관리자(전체 관리자) 또는 일반 사용자로 변경할 [계정 아이디]를 클릭합니다.

4. 슈퍼 관리자 지정 및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슈퍼 관리자 변경
계정 구분에서 [일반 사용자] 또는 [전체 관리자]를 선택해 슈퍼 관리자로 해제 또는 지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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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 사용자 또는 전체 관리자 중 원하는 계정 구분을 선택합니다.
② [저장]을 클릭합니다.
2) 슈퍼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재설정
슈퍼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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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양 추가
본 매뉴얼은 가비아 홈페이지의 하이웍스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이웍스 홈페이지에서 하이웍스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메일 > 서비스 관리하기 > hiworks.com 구매 고객 >
사양 추가]를 확인 바랍니다.
이용 중인 하이웍스 상품의 메일 및 오피스 용량 또는 계정 수가 부족한 경우 옵션을 추가 결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비아 홈페이지와 하이웍스 오피스 내에서 사양을 추가할 수 있으며, 둘 중 한 곳에서 추가해도 같이
적용됩니다.
사양 추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비아 홈페이지에서 추가하기

1. 가비아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My 가비아 > 하이웍스 > 해당 하이웍스의 서비스 정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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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단 상품 정보에서 추가할 사양 우측 [추가]를 클릭해 결제를 진행합니다.

① 메일 용량 및 계정 수는 메일 용량제 상품과 무제한 상품에 따라 화면이 다르게 표시됩니다.
- 메일 용량제 상품의 메일 용량을 추가할 경우 메일 그래프 우측 [추가]를 클릭합니다.
- 무제한 상품 메일 계정수를 추가할 경우 메일 계정 개수 우측 [메일 계정 추가]를 클릭합니다.
② 사용자 계정은 오피스에 생성할 수 있는 계정 및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사용자 계정을 추가할
때는 사용자 계정 개수 우측 [사용자 계정 추가]를 클릭합니다.
③ 오피스 용량을 추가할 경우 오피스 그래프 우측 [추가]를 클릭합니다.
④ 전자 결재 LITE 상품에서 유료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전재 결재 그래프 우측 [전환]을 클릭합니다.

4. 사양 추가 설정이 완료되면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 후 변경사항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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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도메인 추가
본 매뉴얼은 가비아 홈페이지의 하이웍스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이웍스 홈페이지에서 하이웍스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메일 > 서비스 관리하기 > hiworks.com 구매 고객 >
부도메인 추가]를 확인 바랍니다.
이용하는 도메인 외 다른 도메인을 추가하고 부계정을 생성해 메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도메인 추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비아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My 가비아 > 하이웍스 > 해당 하이웍스의 서비스 정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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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천 상품의 부도메인 우측 [신청]을 클릭합니다.

4. 추가할 도메인을 입력 후 [도메인 체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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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가능한 도메인 여부 확인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해 결제를 진행합니다.

① 부도메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의 도메인인지 확인합니다. 도메인을 잘못 입력한 경우 [도메인 재검색]을
클릭해 추가할 부도메인을 다시 검색합니다.
② [다음 단계]를 클릭해 결제를 진행합니다. 견적서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출력]을 클릭해 견적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부도메인 추가가 완료되면 하이웍스 전용 오피스에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해 메일
사용자별 부계정을 생성합니다. 부계정 생성 방법은 [하이웍스 > 메일 > 메일 사용하기 > 멀티 메일 > 부계정
생성/삭제하기]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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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유권 이전
본 매뉴얼은 가비아 홈페이지의 하이웍스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이웍스 홈페이지에서 하이웍스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메일 > 서비스 관리하기 > hiworks.com 구매 고객 >
소유권 이전]을 확인 바랍니다.

1. 가비아 홈페이지에 양도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My 가비아 > 바로 가기 > 소유권 이전]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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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 서비스 좌측 체크박스를 선택 후 [소유권 이전]을 클릭합니다.

① 다수의 서비스를 동시 이전하는 경우 표시 개수를 클릭해 목록을 최대 100 개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서비스를 동시 이전할 경우, 양도자 정보(이름, 이메일, 휴대전화)가 같아야 합니다.
②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③ [소유권 이전]을 클릭합니다. 다수의 서비스를 동시 이전하는 경우, 여러 서비스를 선택한 후 하단의 [소유권
이전]을 클릭합니다.

4. [양도자 인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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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방식을 선택 후 인증번호를 발송합니다.

① 인증방식을 선택해 [인증번호 발송]을 클릭합니다.
[인증번호 입력]에 수신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인증번호 유효시간은 5 분입니다.
② [확인]을 클릭합니다.

6. 양수자 정보를 입력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해 결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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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수자 아이디를 입력 후 [아이디 확인]을 클릭합니다.
② 양수자 정보 중, 소유자 정보와 관리자 정보를 다른 정보로 변경하는 경우 [양수자 정보와 다름]을 클릭 후
새로운 관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다음 단계]를 클릭해 결제를 진행합니다. 견적서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출력]을 클릭해 견적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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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비스 해지
본 매뉴얼은 가비아 홈페이지의 하이웍스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이웍스 홈페이지에서 하이웍스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메일 > 서비스 관리하기 > hiworks.com 구매 고객 >
서비스 해지]를 확인 바랍니다.

1. 가비아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My 가비아 > 하이웍스 > 해당 하이웍스의 서비스 정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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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정보]의 [변경]을 클릭 후 [서비스 해지]를 클릭합니다.

4. 소유자 본인인증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①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중 인증 가능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② [인증번호 발송]을 클릭합니다. 휴대전화 인증은 1 일 3 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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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④ [확인]을 클릭합니다.

5. 해지 사유, 환불 정보 입력 및 해지 동의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① 해지 사유를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② 환불 정보를 입력합니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로 환불이 진행되므로 환불 정보에는 .(온점)을 입력해
주세요
③ 약관을 확인 후 해지 동의에 체크합니다.
④ [확인]을 클릭합니다.

6. 유료 서비스 해지 신청이 접수되면 2~3 일 이내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 확인 후 해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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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Hiworks.com 구매고객
(1) 도메인 변경
본 매뉴얼은 하이웍스 홈페이지의 하이웍스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비아 홈페이지에서 하이웍스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메일 > 서비스 관리하기 > gabia.com 구매 고객 >
도메인 변경]을 확인 바랍니다.

1. 하이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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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측 상단 [이름 또는 회사명]을 클릭해 [내 계정]을 클릭합니다.

3. [서비스 관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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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도메인 우측의 [관리]를 클릭합니다.

5. [도메인 변경]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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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경할 도메인을 입력 후 [도메인 체크]를 클릭합니다.

7. 신청 가능한 도메인 여부 확인 및 신청인 정보를 입력 후 [신청하기]를 클릭해 결제를 진행합니다.

① 도메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의 도메인인지 확인합니다. 도메인을 잘못 입력한 경우 변경할 도메인을
다시 입력 후 [도메인 체크]를 클릭합니다.
② 연락 가능한 신청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도메인 변경은 업무 시간에만 처리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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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하기]를 클릭해 결제를 진행합니다. 견적서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출력]을 클릭해 견적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8. 도메인 변경이 완료되면 하이웍스 전용 오피스에 로그인한 후 변경된 도메인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타입 변경
본 매뉴얼은 하이웍스 홈페이지의 하이웍스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비아 홈페이지에서 하이웍스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메일 > 서비스 관리하기 > gabia.com 구매 고객 > 타입
변경]을 확인 바랍니다.

1. 하이웍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우측 상단 [이름 또는 회사명]을 클릭해 [내 계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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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관리]를 클릭합니다.

3. 타입 변경을 신청할 도메인 우측의 [관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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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품 관리의 [타입 변경] 또는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5. 변경할 서비스 타입을 선택합니다.

① 메일 상품(용량제, 무제한 보안형)을 변경할 때 선택합니다.
- 오피스 타입이 표시되는 상품의 경우 [상품/가격안내 > 메일 신청하기]에서 변경할 상품의 가격 및 사양을
확인 바랍니다.
- 오피스 타입이 표시되지 않는 상품의 경우 [타입변경을 하려는데 이용하는 상품 사양과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변경할 상품의 가격 및 사양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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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오피스 계정 수(100, 300, 300+)를 변경할 때 선택합니다.
③ 전자 결재(100, 100+)를 변경할 때 선택합니다.
④ 엔터프라이즈 상품으로 변경할 때 선택합니다.
- 엔터프라이즈 상품의 가격 및 사양은 [상품/가격안내 > 그룹웨어 신청하기]의 [100 인] 또는 [100+]
상품의 프리미엄형을 확인 바랍니다.

6. 필요에 따라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메일 계정은 5 개 단위로, 메일 또는 오피스 용량은 5GB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7. 신청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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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타입 변경이 완료되면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 후 변경사항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오피스 이름 변경
본 매뉴얼은 하이웍스 홈페이지의 하이웍스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비아 홈페이지에서 하이웍스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메일 > 서비스 관리하기 > gabia.com 구매 고객 > 오피스
이름 변경]을 확인 바랍니다.
오피스 이름은 하이웍스 오피스 조직 레벨 1 의 이름이자 회사명입니다.
하이웍스 홈페이지와 하이웍스 오피스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둘 중 한 곳만 변경해도 같이 변경됩니다.

• 비 도메인 오피스와 2 차 도메인 오피스(오피스명.onhiworks.com)를 이용하는 경우, 다른 회사가 사용
이름을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이웍스 홈페이지에서 변경하기

1. 하이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우측 상단 [이름 또는 회사명]을 클릭해 [내 계정]을 클릭합니다.

3. [서비스 관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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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도메인 우측의 [관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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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피스 이름변경]을 클릭합니다.

6. 새로운 오피스 이름을 입력 후 [변경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이름 여부를 확인하고, 하단의
[변경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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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경한 사항은 하이웍스 오피스의 [인사관리 > 조직 관리 > 레벨 1]에 같이 반영됩니다.

하이웍스 오피스에서 변경하기

1.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인사관리]를 클릭합니다.

3. [인사관리 > 조직 관리]로 이동해 [레벨 1]의 조직 이름을 클릭합니다. 변경할 오피스 이름을 입력 후 키보드
Enter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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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한 사항은 하이웍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내 오피스에서 보이는 오피스 이름에도 같이 반영됩니다.

(4) 알림 설정
본 매뉴얼은 하이웍스 홈페이지의 하이웍스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비아 홈페이지에서 하이웍스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메일 > 서비스 관리하기 > gabia.com 구매 고객 > 알림
설정]을 확인 바랍니다.
소유자 정보 이외 관리자 정보를 추가로 등록해 하이웍스 서비스 기간 만료 안내 및 결제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하이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우측 상단 [이름 또는 회사명]을 클릭해 [내 계정]을 클릭합니다.

3. [서비스 관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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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도메인 우측의 [관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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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단의 담당자 정보 우측의 [담당자 변경]을 클릭합니다.

6. 담당자 정보를 입력 후 [변경하기]를 클릭합니다. 담당자 정보 변경 완료 시 별도 알림 설정이 필요 없으며
해당 정보로 하이웍스 알림이 수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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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슈퍼 관리자(전체 관리자) 변경
본 매뉴얼은 하이웍스 홈페이지의 하이웍스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비아 홈페이지에서 하이웍스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메일 > 서비스 관리하기 > gabia.com 구매 고객 > 슈퍼
관리자 변경]을 확인 바랍니다.
본 매뉴얼에서는 슈퍼 관리자 지정 및 해제하기, 슈퍼 관리자 비밀번호 변경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슈퍼 관리자(전체 관리자)는 오피스 전체의 관리 및 설정 권한을 갖는 계정입니다.
하이웍스 홈페이지와 하이웍스 오피스 내에서 슈퍼 관리자(전체 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둘 중 한 곳만
변경해도 같이 변경됩니다.

하이웍스 홈페이지에서 변경하기

1. 하이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우측 상단 [이름 또는 회사명]을 클릭해 [내 계정]을 클릭합니다.

3. [서비스 관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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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도메인 우측의 [관리]를 클릭합니다.

5. 슈퍼 관리자와 관련해 원하는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슈퍼 관리자 변경
(1) [슈퍼 관리자 변경]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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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슈퍼 관리자를 설정 후 [변경하기]를 클릭합니다.

① 좌측 목록은 일반 사용자 계정이며, 우측 목록은 슈퍼 관리자 계정입니다.
- 일반 사용자를 슈퍼 관리자로 변경하려면, 일반 사용자 목록에서 슈퍼 관리자로 변경할 계정을 클릭합니다.
- 슈퍼 관리자를 일반 사용자로 변경하려면, 슈퍼 관리자 목록에서 일반 사용자로 변경할 계정을 클릭합니다.
② [선택]을 클릭하면 ①에서 선택한 일반 사용자 계정이 우측의 슈퍼 관리자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빼기]를 클릭하면 ①에서 선택한 슈퍼 관리자 계정이 좌측의 일반 사용자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③ [변경하기]를 클릭해 저장합니다.
(3)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 후 [인사관리 > 인사관리 > 사용자 관리]에서 사용자 목록의 [변경한 계정
아이디]를 클릭해, 계정 구분 항목에 [전체 관리자] 또는 [일반 사용자]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슈퍼 관리자 비밀번호 재설정
(1) 슈퍼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비밀번호 변경]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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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밀번호를 변경할 슈퍼 관리자를 선택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 후 [변경하기]를 클릭합니다.

429

하이웍스 오피스에서 변경하기

1.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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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인사관리]를 클릭합니다.

3. [인사관리 > 사용자 관리]로 이동해 변경할 [계정 아이디]를 클릭합니다.

① [인사관리]를 클릭합니다.
② [사용자 관리]를 클릭합니다.
③ 슈퍼 관리자(전체 관리자) 또는 일반 사용자로 변경할 [계정 아이디]를 클릭합니다.

431

4. 슈퍼 관리자 지정 및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슈퍼 관리자 변경
계정 구분에서 [일반 사용자] 또는 [전체 관리자]를 선택해 슈퍼 관리자로 해제 또는 지정이 가능합니다.

① 일반 사용자 또는 전체 관리자 중 원하는 계정 구분을 선택합니다.
② [저장]을 클릭합니다.
2) 슈퍼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재설정
슈퍼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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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양 추가
본 매뉴얼은 하이웍스 홈페이지의 하이웍스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비아 홈페이지에서 하이웍스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메일 > 서비스 관리하기 > gabia.com 구매 고객 > 사양
추가]를 확인 바랍니다.
이용 중인 하이웍스 상품의 메일 및 오피스 용량 또는 계정 수가 부족한 경우 옵션을 추가 결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웍스 홈페이지와 하이웍스 오피스 내에서 사양을 추가할 수 있으며, 둘 중 한 곳에서 추가해도 같이
적용됩니다.
사양 추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이웍스 홈페이지에서 추가하기

1. 하이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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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측 상단 [이름 또는 회사명]을 클릭해 [내 계정]을 클릭합니다.

3. [서비스 관리]를 클릭합니다.

4. 해당 도메인 우측의 [관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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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양 관리에서 추가할 사양 우측 [추가]를 클릭합니다.

① 메일 용량 및 계정 수는 메일 용량제 상품과 무제한 상품에 따라 화면이 다르게 표시됩니다.
- 메일 용량제 상품의 메일 용량을 추가할 경우 메일 용량 우측 [메일 용량 추가]를 클릭합니다.
- 무제한 상품 메일 계정수를 추가할 경우 메일 계정 개수 우측 [메일 계정 추가]를 클릭합니다.
② 사용자 계정은 오피스에 생성할 수 있는 계정 및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사용자 계정을 추가할
때는 사용자 계정 개수 우측 [사용자 계정 추가]를 클릭합니다.
③ 오피스 용량을 추가할 경우 오피스 용량 우측 [오피스 용량 추가]를 클릭합니다.

6. 사양 추가 설정이 완료되면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 후 변경사항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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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도메인 추가
본 매뉴얼은 하이웍스 홈페이지의 하이웍스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가비아 홈페이지에서 하이웍스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메일 > 서비스 관리하기 > gabia.com 구매 고객 > 부도메인 추가]를 확인 바랍니다.
이용하는 도메인 외 다른 도메인을 추가하고 부계정을 생성해 메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도메인 추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이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우측 상단 [이름 또는 회사명]을 클릭해 [내 계정]을 클릭합니다.

3. [서비스 관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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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도메인 우측의 [관리]를 클릭합니다.

5. 사양 관리 하단의 [부도메인 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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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가할 부도메인을 입력 후 [도메인 체크]를 클릭합니다.

7. 신청 가능한 도메인 여부 확인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해 결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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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도메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의 도메인인지 확인합니다. 도메인을 잘못 입력한 경우 추가할 부도메인을
다시 입력 후 [도메인 체크]를 클릭합니다.
② [다음 단계]를 클릭해 결제를 진행합니다. 견적서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출력]을 클릭해 견적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8. 부도메인 추가가 완료되면 하이웍스 전용 오피스에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해 메일
사용자별 부계정을 생성합니다. 부계정 생성 방법은 [하이웍스 > 메일 > 메일 사용하기 > 멀티 메일 > 부계정
생성/삭제하기]를 확인 바랍니다.

(8) 소유권 이전
본 매뉴얼은 하이웍스 홈페이지의 하이웍스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비아 홈페이지에서 하이웍스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메일 > 서비스 관리하기 > gabia.com 구매 고객 > 소유권
이전]을 확인 바랍니다.

1. 하이웍스 홈페이지에 양도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우측 상단 [이름 또는 회사명]을 클릭해 [내 계정]을 클릭합니다.

3. [서비스 관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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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 도메인 우측의 [관리]를 클릭합니다.

440

5. 하단의 [소유권 변경]을 클릭합니다.

6. 다수의 서비스를 동시 이전하는 경우 [+서비스 추가/변경 하기]를 클릭해 최대 10 개까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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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추가/변경 하기]를 클릭합니다.
② 동시 신청할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③ [선택완료]를 클릭합니다.

7. 양도자 인증을 진행합니다.

① 이메일 인증을 선택 후 [본인인증]을 클릭합니다.
② 이메일 주소를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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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증번호 입력]에 수신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④ [확인]을 클릭합니다.

8. 양수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① 양수자 아이디를 입력 후 [아이디 확인]을 클릭합니다.
② 입력한 아이디의 양수인 이름이 맞으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③ 양수자 아이디를 잘못 입력했다면, 다른 아이디 검색의 [아이디 입력]에 양수자 아이디를 다시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해 양수자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양수자 정보 중, 소유자 정보와 관리자 정보를 다른 정보로 변경하는 경우 [양수자 정보와 다름]을 클릭 후
새로운 관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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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해 결제를 진행합니다. 견적서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출력]을 클릭해 견적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9) 서비스 해지
하이웍스 홈페이지의 하이웍스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비아 홈페이지에서 하이웍스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메일 > 서비스 관리하기 > gabia.com 구매 고객 > 서비스
해지]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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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우측 상단 [이름 또는 회사명]을 클릭해 [내 계정]을 클릭합니다.

3. [서비스 관리]를 클릭합니다.

4. 서비스 해지할 도메인 우측의 [관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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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단의 [해지]를 클릭합니다.

6. 소유자 본인인증 및 수신 가능한 연락처와 사유, 환불 정보를 입력 후 해지 동의를 체크합니다.

① 소유자 본인인증의 [본인인증]을 클릭해 소유자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본인 인증 이메일 정보는 회원
정보의 이메일입니다.
②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유료 서비스 해지는 업무 시간에만 처리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무료 서비스는 해지 신청 즉시 해지 완료됩니다.
③ 해지 사유를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④ 환불 정보를 입력합니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로 환불이 진행되므로 환불 정보에는 .(온점)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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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약관을 확인 후 해지 동의에 체크합니다.

7. 이용안내를 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8. 유료 서비스 해지 신청이 접수되면 2~3 일 이내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 확인 후 해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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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웨어
그룹웨어란 비즈니스의 체계적인 업무를 위해 게시판, 일정관리, 인사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서비스입니다.
그룹웨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과 협업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룹웨어 기능
1. 게시판
정보 공유와 협업을 위해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웍스 게시판은 임직원 정보 공유를 위한 전사
게시판과 프로젝트 협업을 위한 그룹 게시판으로 분류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일정관리
팀원들과 함께 일정관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 캘린더를 이용해 팀원들과 함께 일정을 등록/수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은 알림을 설정해 본인은 물론 알림을 수신할 대상자를 지정해 메일, 문자 또는 메신저로
알림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3. 주소록
편리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주소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주소를 등록하고, 태그나 라벨을 붙여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소록에 등록된 연락처로 간편하게 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발송도 가능합니다.

4. 예약
효율적인 사내 자원 관리를 위해 예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등 사내 공간부터 차량, 비품 등 사내
자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예약 신청부터 사용현황 및 히스토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자원 관리가
편해집니다.

5. 인사관리
조직도를 바탕으로 임직원의 인사정보를 불러와 연차 휴가 및 근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PC 메신저
로그인/로그아웃을 통해 전 임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편리하게 관리하고, 근태 현황 및 통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그룹
효율적인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해 그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피드를 통한 빠른 게시물 등록과
확인으로 그룹 소속원과 함께 협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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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웨어 타입/가격
하이웍스 그룹웨어는 최소 10 인부터 최대 200+명까지 이용 가능하며, 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 라이트형 : 라이트형은 전자결재 전용 상품으로 전자결재 계정은 100 개(전자결재 용량 무제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전자결재 전용 상품이라도 오피스 조직도 내 생성된 계정끼리 송수신이 가능한 사내 메일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라이트형은 무료 2 차 도메인을 제공합니다. 오피스 주소는 http://hiworks.내오피스명.onhiworks.com 으로
제공됩니다.
- 베이직형 : 베이직형은 라이트형에 기업형 25 메일이 추가된 형태로, 메일 용량이 25GB 제공됩니다.
베이직형은 전자결재 계정이 100 개까지 생성 가능하며, 메일 용량 할당에 따라 메일 계정은 최대 25 개까지 생성
가능합니다.
- 프리미엄형 : 프리미엄형은 베이직형에 보안 메일과 무제한 메일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프리미엄형은 전자결재 계정이 100 개까지 생성 가능하며, 메일 계정은 최대 25 개까지 생성해 용량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사내 송수신 메일 모니터링, 접속 IP 통제, 암호 메일 등 보안 메일을 통해 외부 해킹 위협과
내부 정보 유출로부터 보호하세요.

(*월 이용료 기준/부가세 별도)

그룹웨어 신청 방법
하이웍스 그룹웨어 이용 시 전자결재 100(전자결재 용량 무제한/계정 100 개), 인사관리, 게시판, 메신저, 주소록,
일정 관리, 예약, 모바일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그룹웨어 신청하기
베이직형과 프리미엄형은 메일 사용을 위해 회사 메일 주소로 활용할 도메인을 소유해야 합니다. 소유한 회사
도메인이 없는 경우, 이용할 도메인을 먼저 구매하세요. 도메인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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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관리
1-1. 인사정보
(1) 조직도 보기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및 인사 관리자가 생성한 조직도는 사내 모든 직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직도는 정보 확인만 가능하며, 조직도 수정/관리는 [그룹웨어 > 인사관리 > 인사관리 > 조직 관리하기] 매뉴얼
을 참고하세요.

1.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합니다.

① 하이웍스 계정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② 하이웍스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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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인사관리]를 클릭합니다.

3. [인사정보 > 조직도]에서 조직과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인사정보 > 조직도]를 클릭합니다.
② 조직도에서는 조직 관리의 레벨 1, 2 는 굵은 글자로 표시됩니다.
③ 조직에 표시되는 사용자 이름을 클릭해 직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직원 정보에서 사용자가 비공개 처리한 정보는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와 인사 관리자 및 상위 조직장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물쇠 모양 아이콘이 같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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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 목록 보기
1.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인사관리>직원 목록]에서 조직과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인사정보 > 직원 목록]을 클릭합니다.
② 조직 목록의 레벨 1 은 굵은 글자로 표시됩니다. 하위 레벨은 [+]를 클릭하여 볼 수 있습니다.
③ 조직에 표시되는 사용자 이름을 클릭해 직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직원 정보에서 사용자가 비공개 처리한 정보는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와 인사 관리자 및 상위 조직장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물쇠 모양 아이콘이 같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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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정보 관리하기
내 정보는 하이웍스 오피스의 [인사관리 > 인사 정보 > 직원목록]에서 공개되는 정보입니다.
내 정보 관리(확인/수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사정보 > 내 정보 관리]를 클릭해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① [인사정보 > 내 정보 관리]를 클릭합니다.
② 정보를 확인 후 변경사항을 수정합니다.
- 입력 칸이 활성화되지 않은 정보(이름, 소속, 직위, 이메일(사내), 입사일 등)는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와 인사
관리자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휴대전화, 개인 이메일, 사번, 생년월일, 자택 주소, 기타 정보)는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비공개한 정보는 자물쇠 모양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 비공개한 정보는 다른 사용자들이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와 인사 관리자 및 상위
조직장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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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휴가/근태
(1) 휴가 신청하기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또는 인사 관리자에 의해 휴가가 생성된 사용자는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가 미생성된 사용자는 관리자에게 [인사관리 > 휴가관리 > 직원 휴가 관리 > 휴가 미생성자]를 클릭해 휴가
생성을 요청 후 이용해 주세요.
1.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인사관리>휴가/근태>휴가 신청]을 클릭해 휴가를 신청합니다.

① 현재 생성되어 있는 연차일수 중 사용 일수와 잔여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자 또는
조직장의 경우, ③의 사용자 항목에서 동료를 선택하면 ①의 휴가 일수는 해당 동료의 올해 휴가 현황으로
변경되어 표시됩니다.
② 작성자 본인의 소속, 직위와 함께 이름이 표시됩니다.
③ 사용자 항목은 인사관리자 또는 조직장의 경우에만 생성되는 항목으로, 일반 사용자에게는
표시되지 않으며, 휴가를 신청할 사람이 본인인지 동료인지를 체크한 후 동료일 경우 클릭 후 입력을 통해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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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란에는 내가 속한 부서의 직속 결재권자를 클릭 후 입력 또는 상단 '결재선 설정'을
클릭해 조직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처리'란에는 실질적으로 결재 문서에 포함된 업무를 처리하는 결재권자(예: 인사팀)를 등록합니다. 처리자도
신청자와 동일하게 클릭 후 입력 또는 상단 '결재선 설정'을 클릭해 조직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⑥ 휴가 내용을 함께 공유할 참조자의 이름을 클릭 후 입력을 통해 등록합니다.
⑦ 원하는 휴가 기간을 선택합니다. 날짜 셀을 클릭하면 일차 > 오전반차 > 오후반차 > 해제 순으로
변경됩니다.
⑧ 신청하는 휴가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가 종류는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또는 인사 관리자가
[인사관리 > 휴가 관리 > 기본 설정 > 휴가 종류]에서 추가, 사용 여부, 연차에서 차감 여부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⑨ 휴가 신청 사유를 간단히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⑩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을 파일로 첨부하거나, 기안된 문서 중 관련 문서가 있을 경우 검색하여 별첨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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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가 현황보기
1.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인사관리>휴가/근태>휴가 현황]을 클릭합니다

내 휴가

① 올해 나에게 생성된 휴가 생성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올해 나에게 부여된 총 휴가 일수와 사용일, 잔여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특정 휴가 종류나 기간을 선택하여 전체 휴가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상세]를 클릭하면 신청한 휴가의 결재 진행 상태 및 신청 일시, 휴가 종류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올해 사용한 휴가 종류별 간략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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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캘린더

① 원하는 월별로 휴가 캘린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휴가자의 이름을 입력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③ 조직별 또는 휴가 종류별로 휴가자 검색이 가능합니다.
④ 일차 또는 반차로 구분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⑤ 특정 캘린더 날짜 칸을 클릭하면 해당일의 휴가자와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휴직 중인 직원은 캘린더에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휴직자 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가신청관리
휴가신청관리는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또는 인사 관리자에게만 생성되는 메뉴로, 모든 사용자의 월별 휴가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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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하는 월별로 휴가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조직별 또는 휴가 종류별로 휴가자 검색이 가능합니다.
③ 휴가자의 이름을 입력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④ 휴가 신청 내역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⑤ 휴가 신청 내역의 결재 진행상태와 기타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메뉴에서 휴가 신청 취소도
가능합니다.
⑥ 결재 중, 결재 완료 상태의 모든 휴가 신청 내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처리된 휴가 일수는 다시
복구되며, 결재 문서는 전자결재에서 [문서함 > 반려]로 이동됩니다.

(3) 근태 현황보기
1.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인사관리 휴가/근태> 근태 현황]을 클릭합니다.
근태 현황

① 올해 근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설정된 근무시간 및 지각, 근태 미 체크, 퇴근 체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근태 현황 우측 [? 아이콘]을 클릭하면 근태 현황 리스트에 표기되는 근태 표기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근태 현황은 월 단위와 연 단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근태 현황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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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세]를 클릭하면 근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태가 잘못 체크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일자의 우측 [요청]을 클릭하여 근태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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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수정 내역
근태 수정 내역에서는 사용자 본인의 근태 수정 요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근태 수정 신청 내역을 결재 진행 상태 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각 근태 수정 요청 내역의 [상세]를 클릭하면 결재 진행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태 수정
요청 문서의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상세 페이지 하단 [결재 취소]를 눌러 결재 취소가 가능합니다.

(4) 근무 현황보기
1.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인사관리>휴가/근태>근무 현황]을 클릭합니다.
내 근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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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여 주 단위로 근무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다른 주의 근무 현황 조회 중 [오늘]을 클릭하면 오늘이 포함된 한 주간의 근무 현황 조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주간 또는 월간 별로 근무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근무일 별 근무 상태를 표시합니다. 특정 근무일 우측 [V]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일의 근무 상태를
타임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근무일에 등록된 근무 상태와 이에 따른 총 근무, 연장 근무 시간을 표시합니다.
⑥ [+] 아이콘을 클릭하면 근무 시간과 상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 상태에 따라 근무 시간 포함 여부가
표시됩니다.
연장 신청하기
주 52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신청해야 할 경우, [연장근무 신청]을 클릭하여 연장 신청을 진행합니다. 해당
신청 내역은 신청과 처리에 포함되어 있는 결재자가 전자결재 메뉴를 통해 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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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란에는 연장 근무 신청에 대한 나의 직속 부서 결재자를 등록합니다. [+]를 클릭하여 클릭 후 입력
방식으로 결재자를 등록하거나, 상단 [결재선 설정]을 클릭하여 조직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처리란에는 타 부서(예: 인사팀) 결재자를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고, 상단 [결재선 설정]을 클릭하여 조직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연장 근무 신청에 대한 공유가 필요한 참조자도 클릭 후 입력 또는 결재선에서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④ 연장 근무가 필요한 날짜를 캘린더에서 선택합니다.
⑤ 연장 근무를 원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철야 근무의 경우 우측 [철야]를
체크해주세요.⑥ 연장 근무의 사유를 기입합니다.
⑦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을 파일로 첨부하거나, 기안된 문서 중 관련 문서가 있을 경우 검색하여 별첨 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내용을 확인 후 상단의 [기안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된 내역은 결재자가 [전자결재] 메뉴에서 확인 후 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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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 근무 현황
조직원 근무 현황은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인사 관리자 또는 조직장에게만 표시되는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조직원들의 근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여 주 단위로 근무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주간, 월간 별로 근무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자 이름이나 조직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④ 근무 현황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⑤ 총 근무는 해당 일 또는 주의 총 누적 근무 시간을 의미합니다.
⑥ 기본 근무는 해당 일 또는 주의 법정 기본 근무시간(주 40 시간) 내에서의 누적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⑦ 연장 근무는 해당 일 또는 주의 법정 기본 근무시간(주 40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 누적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무신청내역
연장근무신청내역에서는 사용자 본인 또는 소속 조직원이 신청한 연장근무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메뉴는 신청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문서의 결재는 전자결재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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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여 월 단위로 연장근무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해당 항목은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또는 인사 관리자에게만 표시되며, 조직별로 연장근무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자 이름으로 연장근무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상세]를 클릭하면 연장근무 신청내역의 결재 진행 상황 및 기타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근태 관리앱(GPS)으로 출퇴근 체크하기
출퇴근 체크하기 (모든 사용자)
애플 App Store 또는 구글 Play Store에서 하이웍스 근태관리 앱을 다운로드 후 오피스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① 하이웍스 계정 이메일 주소 전체를 입력합니다. (예: admin@gabiaedu.com)
② 하이웍스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로그인]을 누릅니다.

근태관리 앱 메인 화면에서 출근 또는 퇴근 버튼을 탭하여 출퇴근을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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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버튼을 탭한 시간이 기록되며 출근 체크되며, 퇴근 버튼을 탭한 시간으로 퇴근 체크가 됩니다.
퇴근 탭 내 [다시 체크]를 탭하면 해당 시간으로 퇴근 시간이 다시 체크됩니다. (출근은 최초 1회만 체크 가능합
니다.) 자정을 넘은 퇴근 체크 또는 전날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근태관리 앱 화면을 스와이핑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출퇴근 체크 장소 등록하기
출퇴근 장소를 추가하려면 하이웍스 근태관리 앱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 [··· > 장소 관리]를 누릅니다.

등록할 출퇴근 체크 장소를 검색(주소 또는 좌표)하거나 지도에서 위치를 찾아 길게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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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된 주소 및 좌표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출퇴근 체크 허용범위를 선택하고 상단의 [등록] 버튼을 탭 합니다.

1-3. 인사관리
(1) 조직 관리하기
하이웍스 전용 오피스 세팅이 완료되었다면 오피스 계정을 생성하기에 앞서 조직 생성이 필요합니다.
1. 오피스에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인사관리> 조직 관리]를 클릭해 하위 조직을 생성합니다.
조직도 생성하기

① [조직 관리]를 클릭합니다.
② 기본 생성된 레벨1 조직 우측의 […]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③ [하위조직 생성]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조직명을 입력한 후 키보드 enter를 누르면 조직 생성이 완료됩니다. 최종 레벨5까지 하위 조직 생성이
가능합니다.

467

조직 위치 이동하기

조직 순서 변경하기

① 순서를 변경할 조직 우측의 […]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② [순서변경]을 클릭합니다.
③ 생성된 파란색 화살표 중 원하는 방향을 클릭해 변경합니다.
조직 삭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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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일괄 생성하기
[샘플 다운로드]를 클릭해 CSV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해당 엑셀 파일을 샘플 형식에 맞게 작성한 후
저장합니다. 해당 파일은 반드시 CSV 파일 확장자로 저장해야 하며 작성을 완료한 후에 [불러오기]를 클릭해
저장한 파일을 일괄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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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관리하기

사용자 관리에서는 하이웍스 오피스를 사용할 계정 추가/정보 수정/삭제가 가능하며, 등록된 사용자 정보 확인
및 검색,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사용자 추가하기
1.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인사관리>사용자 관리]에서 사용자를 간편하게 추가할 수 있습
니다.

① [인사관리 > 사용자 관리]를 클릭합니다.
② 이름/ID/비밀번호/사내전화/휴대전화/소속조직/직위/메일용량 또는 사용여부 선택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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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저장]을 클릭합니다.

2. [인사관리 > 사용자 관리 > 사용자 추가]를 클릭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설정한 계정 생성이 가능합니다.

① [사용자 관리]를 클릭합니다.
② 상단 [사용자 추가]를 클릭합니다.
3. 아래 상세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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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해 사용자 사진 등록이 가능합니다.
② 계정을 사용할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③ 계정을 사용할 ID 를 입력합니다. 한 오피스 내 동일 ID 중복 생성은 불가합니다.
④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 10-16 자리로, 영문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해 설정합니다. 관리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로그인 후 직접 1 회 변경해야만 오피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⑤ (선택사항) 사번이 존재하는 경우 입력합니다.
⑥ (선택사항) 전자결재, 인사관리 메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입사일은 반드시 입력합니다.
⑦ (선택사항) 전자결재, 인사관리 메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조직은 반드시 선택합니다.
⑧ (선택사항) 전자결재, 인사관리 메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위는 반드시 선택합니다.
⑨ (선택사항) 전자결재, 인사관리 메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무는 반드시 선택합니다.
⑩ 오피스 계정은 일반 사용자와 전체 관리자로 구분됩니다. 전체 관리자는 오피스 전체 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계정으로, 오피스당 최대 3 개 계정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⑪ 생성한 계정로 메일 사용을 원할 경우, 메일 설정을 사용으로 하거나, 메일 용량을 할당합니다. 메일 용량은
최소 1000MB 이상 할당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⑫ 이메일, 사내전화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해당 정보는 [인사 관리 > 인사 정보 > 내 정보 관리]에서
사용자가 직접 입력 및 수정 가능합니다.
⑬ 계정 사용을 원할 경우 정상을 선택합니다. 퇴사자 또는 휴직자의 경우, 일시정지를 선택합니다.
⑭ [저장]을 클릭하면 계정 생성이 완료됩니다. 계정 생성을 추가로 진행할 경우, [저장 후 계속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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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 일괄 추가 메뉴를 이용하여 대량 등록도 가능합니다.

5. [샘플 다운로드]를 클릭해 CSV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을 샘플 형식에 맞게 작성한 후
저장합니다. 해당 파일은 반드시 CSV 파일 확장자로 저장해야 합니다.

6. 엑셀 파일 작성을 완료했다면 [불러오기]를 클릭해 저장한 파일을 불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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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② 저장한 파일명을 클릭합니다.
③ [열기]를 클릭합니다.
7. 형식에 맞게 작성한 엑셀 파일을 업로드 시 자동으로 데이터가 하단에 입력됩니다. 입력된 정보를 확인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① 불러온 데이터를 확인하고 등록할 계정 좌측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② [등록]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보 수정하기
1. 오피스 홈에서 [인사관리>사용자 관리]에서 사용자 정보를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항목은 관리자 설정에 따라 상이하게 노출되며, 설정된 항목만 사용자 관리 페이지에서 간편 수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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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 관리]를 클릭합니다.
② 사용자 정보 중 수정할 사항을 입력합니다. 수정이 완료된 사항은 빨간색으로 글자 색깔이 변경됩니다.
소속 조직, 직위/직무, 계정 상태 등 일부 항목은 간편 수정이 불가합니다. 해당 항목은 아래 4 번의 상세 정보
수정 방법을 참고해 진행하세요.
③ [저장]을 클릭합니다.

2. [인사관리 > 사용자 관리 > 계정 ID]를 클릭해 보다 상세한 사용자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할 정보를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475

①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해 등록된 사용자의 사진 변경이 가능합니다.
② 계정을 사용할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③ 계정을 사용할 ID 를 입력합니다. 한 오피스 내 동일 ID 중복 생성은 불가합니다.
이용 중인 ID 변경을 원하는 경우, 현재 ID 우측 [ID 변경]을 클릭해 중복되지 않은 아이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 10-16 자리로, 영문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해 설정합니다. 관리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로그인 후 직접 1 회 변경해야만 오피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⑤ (선택사항) 사번이 존재하는 경우 입력합니다.
⑥ (선택사항) 전자결재, 인사관리 메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입사일은 반드시 입력합니다.
⑦ (선택사항) 전자결재, 인사관리 메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조직은 반드시 선택합니다.
⑧ (선택사항) 전자결재, 인사관리 메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위는 반드시 선택합니다.
⑨ (선택사항) 전자결재, 인사관리 메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무는 반드시 선택합니다.
⑩ 오피스 계정은 일반 사용자와 전체 관리자로 구분됩니다. 전체 관리자는 오피스 전체 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계정으로, 오피스당 최대 3 개 계정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⑪ 생성한 계정로 메일 사용을 원할 경우, 메일 설정을 사용으로 하거나, 메일 용량을 할당합니다. 메일 용량은
최소 1000MB 이상 할당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⑫ 이메일, 사내전화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해당 정보는 [인사 관리 > 인사 정보 > 내 정보 관리]에서
사용자가 직접 입력 및 수정 가능합니다.
⑬ 계정 사용을 원할 경우 정상을 선택합니다. 퇴사자 또는 휴직자의 경우, 일시정지를 선택합니다.
⑭ [저장]을 클릭하면 사용자 정보 변경이 완료됩니다.

3. [인사관리 > 사용자 관리 > 사용자 일괄 수정] 메뉴를 통해 사용자 일괄 수정이 가능합니다.

[샘플 다운로드]를 클릭해 CSV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을 샘플 형식에 맞게 작성한 후
저장합니다. 해당 파일은 반드시 CSV 파일 확장자로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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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파일 작성을 완료했다면 [불러오기]를 클릭해 저장한 파일을 불러옵니다.

①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② 저장한 파일명을 클릭합니다.
③ [열기]를 클릭합니다.
형식에 맞게 작성한 엑셀 파일을 업로드 시 자동으로 데이터가 하단에 입력됩니다. 입력된 정보를 확인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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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러온 데이터를 확인하고 등록할 계정 좌측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② [등록]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삭제하기

1.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인사관리>사용자 관리하기]에서 사용자 삭제가 가능합니다.

① [사용자 관리]를 클릭합니다.
② 삭제할 계정의 좌측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여러 계정을 한 번에 삭제할 경우, 원하는 계정들의 체크박스를
모두 체크합니다.
③ 상단 [삭제[를 클릭합니다.
④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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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보 확인하기
사용자 관리에서는 등록된 계정 리스트 확인 및 검색이 가능하며,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1.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인사관리>사용자 관리]에서 오피스를 이용 중인 사용자 정보
리스트 확인 및 검색,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① [사용자 관리]를 클릭합니다.
② 오피스에 등록된 사용자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조회되는 항목은 ⑥번의 설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③ 오피스에 등록된 계정을 [모든 사용자] 또는 [조직별]로 분류해 보기가 가능합니다.
④ 계정 이름 또는 ID 를 입력 후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해 원하는 계정 검색이 가능합니다.
⑤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사용자 정보 리스트를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엑셀 아이콘]을
클릭 후 선택한 상세 항목 또는 조직에 따라 다운로드 할 엑셀 파일이 추출됩니다.
⑥ 사용자 목록에 표시되는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인 이름, ID, 비밀번호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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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위/직무 관리하기
직위/직무 추가하기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인사관리>직위/직무 관리]를 클릭하여 직위와 관련해 원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① 해당 직위명을 클릭해 직위명 변경 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② 우측 [+]를 클릭해 해당 등급에 직위 추가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직위명을 입력한 후 키보드 Enter 를
누릅니다.
③ 등급을 추가할 경우, 상단 [등급 추가]를 클릭합니다. [등급 추가] 클릭 시 맨 하단에 8 등급부터 등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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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됩니다. 생성된 등급의 빈칸에 직위명을 입력한 후 키보드 Enter 를 누릅니다.
④ [저장]을 클릭합니다.

직무 추가를 클릭하여 직무와 관련해 원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① 해당 직무명을 클릭해 직무명 변경 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② 직무 추가를 원할 경우, 상단 [직무 추가]를 클릭합니다. [직무 추가] 클릭 시 생성된 빈칸에 새로운 직무명을
입력한 후 키보드 Enter 를 누릅니다.
③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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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 승인 관리하기

오피스 로그인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직접 아이디 등록을 신청한 경우, 오피스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또는 인
사 관리자가 아이디 사용 승인/삭제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아이디 등록을 요청하지 않고,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또는 인사 관리자가 사용자 계정을 직접 생성하는 경우 [하이웍스 > 그룹웨어 > 인사 관리
> 인사관리 > 사용자 관리하기]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1.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인사관리>사용자 승인 관리]를 클릭합니다.

2. 사용자 승인 대기자를 선택해 승인하거나, 확인 후 승인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선택 승인하기
사용자 승인 대기자 목록에서 승인할 사용자를 선택해 [메일 용량]을 직접 입력 또는 메일 사용 상태를 선택
후 [승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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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메시지를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확인 후 승인하기
아이디 등록을 신청한 계정의 설정 정보를 확인 후 승인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사번, 입사일, 소속 조직,
직위/직무, 계정 구분(일반 사용자/전체 관리자), 사내 전화 등의 항목은 아이디 등록 신청 시 사용자가 입력할
수 없습니다. 해당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면 확인 후 승인을 이용해주세요.
사용자 승인 대기자 목록에서 승인할 사용자 우측 [확인 후 승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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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승인 대기자 삭제하기
사용자 승인 대기자 목록에서 승인할 사용자를 선택해 우측 또는 상단의 [삭제]를 클릭합니다.

알림 메시지를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인사 관리자 지정하기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와는 별도로 인사 관리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사 관리자는 인사 관리(조직 관리,
직위/직무 관리, 사용자 관리), 휴가 관리(휴가 기본 설정, 직원 휴가 관리), 근태 관리(근태 기본 설정, 휴직자,
직원 근태 관리) 기능의 권한을 갖습니다.

1.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인사관리> 인사관리자]로 이동해 인사 관리자를 추가하거나, 추가된 인사 관리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인사 관리자 추가하기
[+관리자 추가]를 클릭 후 인사 관리자로 지정할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면 조직과 직위가 표시됩니다. 인사
관리자로 지정할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 후 키보드 Enter 를 누르거나, 표시된 목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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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리자 삭제하기
삭제할 인사 관리자 목록 우측 [삭제]를 클릭 후 [삭제하시겠습니까?]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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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휴가 관리
(1) 휴가 관리 기본 설정하기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인사관리>휴가 관리>기본 설정]을 클릭합니다. 먼저 휴가 설정 사용 여부를 [사용
안함>사용함]으로 선택 후 저장합니다.

휴가 생성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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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가 생성 조건 기준을 선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성
조건을 선택 후 [적용]을 클릭하면 직원의 입사일에 따라 휴가가 생성됩니다.

② 직원에게 매년 생성될 연차 휴가일수를 설정합니다. 입사 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별로 부여될 휴가일수입니다.
③ 매년 연차가 자동 생성되는 일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생성일자를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할 연차휴가가 생성
됩니다.
④ 설정한 휴가 생성 조건에 따른 전 직원의 생성 예정 휴가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⑤ 올해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 또는 포상 휴가를 내년으로 이월시킬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 생성일자가 매년 1월 1일이 아닌 경우, 지정한 생성일 이후로 이월됩니다.
- 입사일 기준: 임직원 개개인의 연차 생성일자가 이월의 기준점이 됩니다.
⑥ 1년 미만 입사자의 휴가를 월 1개씩 자동으로 생성할지 설정합니다. [사용함]으로 설정하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마다 1개의 휴가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11개까지 생성)

회계연도 기준 휴가 생성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입장에서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산정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최소한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대로 입사일 기준의 연차 휴가 일수는 보장해야 하기에 하이웍스 휴가관리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휴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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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휴가 생성
입사일 기준 휴가 생성은 직원 입사일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연차가 생성됩니다. 휴가 생성일을 직원 입사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의 휴가 생성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휴가 관리 > 기본 설정 > 휴가 일수]에 설정된 일수가 매년 본인의 입사일에 생성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1년차 휴가 자동 생성을 [사용함]으로 설정한 경우 아래와 같이 휴가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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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일로부터 한달이 지날 때마다 휴가가 1개씩 생성됩니다. (11개까지 생성)
- 입사일로부터 일년이 되는 일자에 휴가가 15개 생성됩니다.
- 이후 돌아오는 입사일 부터는 [휴가 관리 > 기본 설정 > 휴가 일수]에 설정된 일수가 생성됩니다.

휴가 종류 추가하기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휴가의 사용 여부와 연차에서의 차감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휴가를
등록하고 싶을 경우, [추가]를 클릭하고 휴가명을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추가한 휴가의 삭제는 추가한
휴가명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나타나는 [X]를 클릭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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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근태 지정 결재선 설정하기
휴가/근태에서 기본으로 출력되는 결재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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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 휴가 관리하기

① 특정 기간이나 조직으로 직원들의 휴가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특정 사용자의 이름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③ 엑셀 파일로 휴가 현황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④ [수정]을 클릭하면 '변경 후'란에 변경하고자 하는 연차 일수를 입력합니다. 비고란에는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한
사유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정보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변경된 휴가 일수가 즉시 반영됩니다.
⑤ [상세]를 클릭하면 해당 직원의 올해 휴가 [생성 내역]과 [사용 내역]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휴가 미생성자]를 클릭하면 현재 입사일이 입력되지 않아 휴가가 생성되지 않은 직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가 생성을 원할 경우, 입사일을 입력하고 [생성]을 클릭하면 휴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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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상 휴가 생성하기

① 포상휴가 대상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② 포상휴가 대상자의 이름이나 조직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③ 검색된 목록을 소속 조직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목록에서 원하는 대상자를 체크하고 [선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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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휴가를 생성할 대상자 선택하고 아래 휴가 일수를 설정 후 [지금 생성하기]를 클릭하면 포상 휴가가 생성됩
니다.

① 검색 목록에서 특정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생성 후 입력란에 부여하고자 하는 최종 포상 휴가 일수를 입력합니다. 포상 휴가 일수는 정수 또는 0.5 단위
로 입력합니다.
예) 현재 포상 휴가를 3일 받은 직원에게 2일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생성 후 입력란에 5일을 입력합니다.
③ 잘못 검색된 사용자는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삭제]를 클릭합니다.
④ [지금 생성하기]를 클릭하면 생성 후에 입력된 포상 휴가 일수가 자동 생성되며, 직원의 포상 휴가에 실시간으
로 반영됩니다.

(4) 파일로 휴가 생성하기

① 하이웍스에서 제공하는 [샘플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해당 CSV 파일을 다운로드 완료 후 샘플 양식에 맞게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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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작성 후 저장한 엑셀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는 오피스에 생성된 사용자 ID를 기준으로
유효성을 검사하므로 올바르지 않은 정보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불러온 리스트를 확인 후 [등록]을 클릭하면
휴가 일자가 일괄 수정/생성됩니다

1-5. 근태 관리
(1) 근태관리 기본 설정하기

1.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인사관리>근태 관리>기본 설정]을 클릭합니다.
근태 사용 여부 및 정책 설정

기본 근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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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태 기능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이웍스 오피스 최초 세팅 시 근태 기능 사용 여부는 '사용 안
함'이 기본 값입니다.
근태 기능 사용을 원하는 경우,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또는 인사 관리자가 반드시 '사용함'으로 설정을 변경
후 이용해 주세요.
② 근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52시간 근무 적용 여부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③ 오피스에서 기본으로 전체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근태 정책입니다. 기본 근태는 다른 근태 그룹에 소속되거나
근태예외자로 설정하지 않는 한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기본 그룹은 삭제하거나 이름 변경이 불가합니다.
④ 기본 근태는 기본이 모든 사용자(ALL) 적용입니다. 별도의 설정이 필요한 사용자는 새로운 설정의 그룹을 추가
하여 소속원으로 추가하거나, 근태 예외자로 설정해주세요.
⑤ [출근일 및 출퇴근시간 설정]을 체크하면, 출근일과 출퇴근 시간 및 반차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⑥ 요일별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지 않은 자율 출퇴근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율출퇴근 설정 시 출근일과 휴게시간만 설정합니다.
⑦ [요일별 설정]을 클릭하여 출퇴근 시간을 요일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⑧ 52시간 근무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퇴근 체크가 되지 않은 직원을 자동 퇴근처리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퇴근 시간으로 자동 퇴근처리 또는 설정한 시간으로 자동 퇴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⑨ 근무 시간 중 별도의 휴게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 [+]를 클릭하면 최대 5개까지 기본 휴게시간을 추
가가 가능합니다.
⑩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선택합니다.
- 설정된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 산정: 위에서 설정한 출/퇴근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표시하며, 연장근무
가 필요한 경우 전자결재 승인을 받아 승인 받은 시간만큼을 근무시간에 추가합니다. (이른 출근은 반영하지 않
으며, 지각은 근무시간에 반영됩니다.)
- 실제 출퇴근 시간 기준: 이른 출근을 근무시간에 반영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태 그룹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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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 근태 그룹을 제외한 직접 추가한 근태 그룹은 이름을 수정 또는 우측 [그룹 삭제]를 클릭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기본 근태 그룹을 제외한 직접 추가한 근태 그룹은 적용 대상 우측 [+]을 클릭해 해당 근태 정책 적용할 대상
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설정] 창에서 추가할 대상의 이름, 아이디를 검색 또는 조직도에서 선택 후 [>] 아이콘을 클릭해 우측
리스트로 이동 시킨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적용 대상 우측 끝에 사람모양 뱃지는 해당 근태 그룹에 소속된 사
용자 명수를 표시합니다.
③ 설정한 근태 그룹의 정책을 기한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만료된 근태 그룹은 새로운 근태 정책
을 생성하여 적용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본 근태 정책이 적용됩니다.
근무 상태 관리
[+ 근무 상태값 추가]를 클릭해 생성된 하단 레이어에 근무 상태명과 근무시간 포함여부를 선택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 휴식, 외출, 외근 등 근무상태를 설정하여 일별 근무상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근무상태의 근무시간 포함 여부 설정에 따라 해당 상태 동안은 일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거나 추가됩니다.
초과 근무 알림 설정
52시간 근무 적용 여부를 '사용함'으로 이용 시, 초과 근무 알림 설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근무(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있는 경우, 조직장 또는 본인(사용자)에게 알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알림 메일은 초과근무가 발생한 다음날 오전 1시에 일괄 발송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발송시점/대상/수단을 설정
해 주세요.

① 주간 누적근무가 일정 시간을 초과할 경우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간 누적 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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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0/35/40/45/50시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발송 대상은 조직장 또는 본인(사용자) 중 복수 선택할 수 있으며, 조직장은 사용자의 직속 상급자(조직장)만
적용됩니다.
③ 발송 방법은 메일 또는 웹 알림 중 복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웹 알림은 오피스 우측 상단 알림 아이콘을 클
릭해 확인하거나 메신저 설정에 따라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태 예외자 설정
회사 기본 근태 정책과 달리 출/퇴근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직원의 경우 근태 예외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예외자 추가]를 클릭하여 이름을 검색한 후, 출/퇴근 시간과 근태 체크 여부 등을
선택한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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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퇴근 체크 관리하기

1.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인사관리>근태관리>출퇴근 체크 관리]를 클릭합니다.
메신저, GPS 근태 앱 설정

① 하이웍스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출퇴근 체크를 원할 경우 체크합니다. 하이웍스 근태관리는 메신저가 기본
출퇴근 체크 관리 설정입니다. 메신저 로그인 시 출근 시간으로 체크되며, 메신저 로그아웃 시 퇴근 시간으로 체
크됩니다. PC 강제 오프로 인해 메신저를 정상 로그아웃하지 않은 경우, PC가 강제 오프된 시간으로 퇴근 시간이
체크됩니다.
②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출퇴근을 체크 시, 접속 가능한 IP를 설정하고 싶을 때 [사용함]으로 체크합니다. 출퇴
근 체크 IP를 설정하면, 해당 IP에서 메신저를 접속하는 경우에만 출퇴근 기록이 체크됩니다. [IP 등록]을 클릭해
고정 IP를 입력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IP 또는 *로 IP 대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 123.123.123.123 또는 123.123.123.*
③ GPS(하이웍스 근태관리 앱)을 통한 조직원의 출퇴근 설정을 원할 경우 체크합니다.
④ [장소 등록]을 클릭하여, GPS 출퇴근 장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소 등록은 근태관리앱과 오피스(웹)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GPS 출퇴근 장소 등록] 창에서 주소 또는 좌표를 입력해 해당 영역을 선택하면 출퇴근
체크 허용 범위를 25M~150M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소명을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하면 GPS 출퇴근 장소이
등록됩니다.
⑤ 등록된 출퇴근 장소를 주소, 이름, 허용범위 등을 수정하거나 등록된 장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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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콤 연동
세콤매니저(근태식당) S1ESP. Build No.2(파일버전 8.4.0.1)과 PC 보안 솔루션(ESP)을 사용 중인 경우, 하이웍스
근태관리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에스원 시리얼키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연동 활성화 성공 여부가
출력됩니다. 연동 활성화에 성공한 경우, [인사관리 > 근태 관리 > 직원 근태 관리]에서 설정 시점 이후의 세콤
출퇴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동 활성화 완료 후에도 출퇴근 정보를 하이웍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문의는 에스원의 세콤 매니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캡스 연동
ADT 캡스 근태기기를 사용하여 하이웍스 근태관리와 캡스 출퇴근 기록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ADT CAPS-FPI Remote Access Manager 와 연동되며, 캡스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연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캡스 매니저 프로그램(ADT CAPS-FPI Remote Access Manager)이 설치되어 있는 PC 에서 [그룹웨어 > 인사관리 >
근태 관리 > 캡스 근태연동 설정하기] 매뉴얼을 참고해 하이웍스 근태관리와 연동해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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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직자 관리하기

1. 오피스 홈에서 [인사관리>근태 관리>휴직자 관리]를 클릭합니다.

① [휴직자 추가]를 클릭하고 클릭 후 입력으로 해당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선택 후 휴직 사유와 기간을
500

설정 후 [저장]을 클릭하면 휴직자 추가가 완료됩니다. 휴직 기간이 만료된 사용자는 반드시 수동으로 해당
메뉴에서 [삭제]를 클릭해야 이후 근태가 정상 처리됩니다. 휴직자 정보 수정 및 삭제는 우측 [수정] 또는 [삭제]를
클릭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이전 휴직자]를 클릭하면 현재까지의 휴직자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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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원 근태 관리하기

1. 오피스 홈에서 [인사관리>근태 관리>직원 근태 관리]를 클릭합니다.
당해 간략 통계는 올해 전 직원의 근태 현황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사용자 우측 근태 현황 표시
영역의 첫 번째 줄은 출근 현황을, 두 번째 줄은 퇴근 현황을 나타냅니다. 퇴근 현황은 퇴근 체크 대상자에게만
출력됩니다.

① 월 단위와 연 단위로 근태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사용자 이름과 소속 조직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③ 근태 현황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④ [상세]를 클릭하면 근태 체크 수단과 출/퇴근 시간 등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잘못 체크된
항목이 있을 경우, [요청]을 클릭하여 관리자에게 근태 수정을 요청합니다. 근태 수정 요청 방법은 [그룹웨어 >
인사관리 > 휴가/근태 > 근태 현황 보기]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⑤ [근태 현황 초기화]를 클릭하면 전 직원의 근태 현황이 초기화되어 모든 근태 기록이 완전 삭제됩니다. 따라서
근태 초기화 전 반드시 우측 상단 [엑셀 아이콘]을 클릭해 근태 기록을 백업 후 진행해 주세요. 초기화 후에는 이
전 상태로 복구가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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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원 근무 관리하기

① 주 단위로 직원 근무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주간 또는 월간 보기를 선택하여 사용자의 주별, 월별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직원 이름 또는 소속 조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④ 근무 현황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⑤ 직원 이름을 클릭하여 주별 또는 월별 근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세콤 근태연동 설정하기

하이웍스 근태 연동은 세콤 매니저(근태식당) S1ESP. Build No.2(파일버전 8.4.0.1)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번을 기준으로 출퇴근 정보가 연동되므로, 하이웍스 인사관리와 세콤 매니저에 반드시 동일한 사번을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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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웍스 인사관리에 사번 등록: [인사관리> 인사관리> 사용자관리]에서 각 사용자별 사번 등록
- 세콤 매니저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상단의[등록관리> 사원관리]에서 사원번호를 등록합니다.
(인사관리에 등록된 정보와 동일하게 등록하세요.)

하이웍스 [인사관리]-[근태관리]-[출퇴근 체크관리]에서 세콤 연동을 체크한 후, 3)에서 확인한 에스원 ESP시리 번
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세요. 시리얼 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하여 연동 활성화 성공여부가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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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에 성공한 경우, 하이웍스 [인사관리]-[근태관리]에서 설정 시점 이후의 세콤 출퇴근 정보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연동 활성화가 완료되었음에도 연동된 출퇴근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에스원에 세콤 매니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캡스 근태연동 설정하기

1. 오피스 홈에서 [인사관리>근태 관리>출퇴근 체크 관리]를 클릭한 후 [캡스 연동]을 체크해 설정합니다.

2. 캡스 연동 프로그램에 저장되는 서버 종류에 따라 AccessDB, MSSQL 항목을 선택 후 설정 값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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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DB 설정하기
DB 경로, 도메인, 오피스 고유번호, 인증키, 날짜별 전송을 입력 및 선택합니다. 각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여
입력하세요

① DB 경로: ACServer 디렉토리를 찾아 설정합니다. (기본경로: C:\CAPS\ACServer\ACCESS.mdb)
② 도메인 : 오피스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일반 오피스의 경우, 오피스 주소)
③ 오피스 고유번호: [오피스관리 > 환경설정 > API 관리]에서 오피스 고유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API 관리는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만 접근 가능
④ 인증키: [오피스 관리 > 환경설정 > API 관리 > 서비스 연동]에서 오피스 토큰을 생성하고, 해당 토큰 값을
인
증키 영역에 입력합니다.
⑤ 날짜별 전송: 날짜별 전송 버튼은 연동 프로그램 사용 중 오류 등으로 특정일의 근태 데이터가 누락되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⑥ 출퇴근 체크 옵션 : 근태 연동 시 설정한 출퇴근 체크 옵션 방식으로 하이웍스 근태 데이터가 연동됩니다.
- 기기의 출근/퇴근 버튼과 함께 태그 한 경우만 출퇴근 체크 설정 시, 자정을 넘긴 퇴근 체크는 다음 날 출근
시간 4 시간 전까지 전날 퇴근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하루 중 처음(출근)과 마지막(퇴근) 태그로 출퇴근 체크 설정 시, 최초 출입 시간이 출근으로 체크되고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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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시간이 퇴근으로 처리됩니다. 해당 출퇴근 체크 설정 시에는 자정을 넘은 퇴근 체크는 사용 불가하므로
수동으로 근태 기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⑦ 로그폴더 : 하이웍스 근태 관리에 연동된 캡스 데이터 로그폴더입니다. 근태 관리 관련 오류 발생 시 해당
로그폴더에 위치한 모든 파일을 압축하여 고객센터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MDB 파일은 반드시 포함하여
전달해주셔야 정확한 오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MSSQL 설정하기
IP, PORT, Userid, Password 정보와 DB 경로, 도메인, 오피스 고유번호, 인증키, 날짜별 전송을 입력 및 선택합니다.
각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여 입력하세요.

① MSSQL 서버의 IP 와 PORT 정보를 입력합니다.
② MSSQL 서버의 Userid 와 Password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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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Database: 캡스 근태(지문) 데이터가 저장되는 테이블이 속해있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입력합니다.

④ 도메인 : 오피스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일반 오피스의 경우, 오피스 주소)
⑤ 오피스 고유번호: [오피스관리 > 환경설정 > API 관리]에서 오피스 고유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⑥ 인증키: [오피스 관리 > 환경설정 > API 관리 > 서비스 연동]에서 오피스 토큰을 생성하고, 해당 토큰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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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키 영역에 입력합니다.
⑦ 날짜별 전송: 날짜별 전송 버튼은 연동 프로그램 사용 중 오류 등으로 특정일의 근태 데이터가 누락되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⑧ 출퇴근 체크 옵션 : 근태 연동 시 설정한 출퇴근 체크 옵션 방식으로 하이웍스 근태 데이터가 연동됩니다.
- 기기의 출근/퇴근 버튼과 함께 태그 한 경우만 출퇴근 체크 설정 시, 자정을 넘긴 퇴근 체크는 다음 날 출근
시간 4시간 전까지 전날 퇴근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하루 중 처음(출근)과 마지막(퇴근) 태그로 출퇴근 체크 설정 시, 최초 출입 시간이 출근으로 체크되고 마지막
출입 시간이 퇴근으로 처리됩니다. 해당 출퇴근 체크 설정 시에는 자정을 넘은 퇴근 체크는 사용 불가하므로 수
동으로 근태 기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⑨ 로그폴더 : 하이웍스 근태 관리에 연동된 캡스 데이터 로그폴더입니다. 근태 관리 관련 오류 발생 시 해당 로
그폴더에 위치한 모든 파일을 압축하여 고객센터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MDB 파일은 반드시 포함하여
전달해주셔야 정확한 오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설정 완료 후 [설정 저장]을 클릭하면 다음 안내가 나타납니다. 이 경우, 서비스 관리에서 [서비스 시작]을 클릭하
세요.

서비스 시작 후 사용자들의 사번을 수정합니다. 출퇴근 정보가 연동되므로, 하이웍스 오피스 로그인 후 [인사관리
> 인사관리 > 사용자 관리]와 캡스 매니저 프로그램 사용자 정보에 동일한 사번을 등록해 주세요.

설정 저장 후 아래 서비스 관리 영역에서 [서비스 시작]을 클릭하면, 설정 시점부터의 캡스에서의 출퇴근 체크 정
보가 하이웍스 직원 근태관리에 연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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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피스 관리
2-1. 오피스 환경설정
(1) 로그인 보안 설정하기

비밀번호 변경 정책 설정하기
[보안 > 비밀번호 변경 정책]을 클릭합니다. 오피스 전체 사용자의 하이웍스 로그인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하도록 설정하려면 [적용함]을 선택해 비밀번호 변경 주기(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지정 후 [저장]
을 클릭합니다. 오피스 전체 사용자의 하이웍스 로그인 비밀번호 주기를 설정하지 않으려면 [적용 안 함]을 선택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비밀번호 변경 정책을 적용한 오피스에서 비밀번호 변경 주기가 지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 시 아래와 같은
비밀번호 변경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현재 비밀번호와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 후 [변경하기]를 클릭 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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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인증 사용하기
2단계 인증은 사용자 계정의 로그인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으로, 로그인 단계에서 비밀번호 외에 추가로
OTP 번호(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① 사용자 개인적으로 2단계 인증 사용 설정을 원하는 경우, [오피스 사용자가 2단계 인증 사용 여부를 개인적으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개인적으로 사용을 설정한 경우, 사용자가 직접 2단계 인증을 설
정하는 방법은 [메일/그룹웨어 > 메일 > 메일 사용하기 > 내 계정 설정 > 보안 설정하기]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
요.
② 오피스 전체 사용자의 2단계 인증 사용 설정을 원하는 경우, [오피스 모든 사용자가 2단계 인증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여부는 개인적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를 선택해 로그인한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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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전체 사용을 설정한 경우, [예외 사용자 설정]을 클릭해 예외 사용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③ 변경사항을 확인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오피스 전체 사용을 설정한 이후, 사용자가 하이웍스 오피스에 재 로그인 시 아래와 같은 2 단계 인증
설정(OTP 설정)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해당 화면에서 사용자가 직접 2 단계 인증 설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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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인증 사용 현황 관리하기
[보안 > 2 단계 인증 사용 현황]을 클릭해 사용자의 2 단계 인증 사용 여부, 2 단계 인증 예외 처리 여부, 2 단계
인증 사용자의 OTP 재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이름, ID 를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해 특정 사용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이름], [ID], [2 단계 인증 사용 여부], [2 단계 인증 예외 여부] 항목을 클릭해 항목 별로 내림 차순 또는 오름
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③ 2 단계 인증 예외 사용자로 지정하려면 해당 사용자 관리 항목의 [예외 처리]를 클릭합니다.
④ 예외처리 사용자는 2 단계 인증 예외 여부 항목에서 [사용제외]로 표시됩니다
⑤ 2 단계 인증 예외 처리된 사용자를 2 단계 인증 사용자로 변경하려면 해당 사용자 관리 항목의 [예외 처리
취소]를 클릭합니다
⑥ 2 단계 인증 적용이 된 사용자는 2 단계 인증 사용 여부 항목에서 [사용함]으로 확인됩니다
⑦ 2 단계 인증 사용자가 OTP 를 확인할 수 없어 OTP 재설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용자 관리 항목의 [OTP
재설정]을 클릭해 등록된 OTP 설정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OTP 재설정 처리 시, 사용자가 현재
로그인되어있다면 로그아웃되며 다시 로그인할 때 2 단계 인증의 OTP 를 새로 설정하게 됩니다
⑧ OTP 재설정을 처리한 사용자가 하이웍스 오피스에 재 로그인 해 2 단계 인증 설정(OTP 설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상태는 [재설정 대기]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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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고 및 스킨 설정하기

로고 등록하기
하이웍스 기본 로고를 회사 사내 로고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로고 및 스킨 설정 > 로고 등록]에서 [로고변경]을
선택해 사용할 이미지 파일을 올린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변경된 로고는 하이웍스 전용 오피스의 로그인
페이지와 상단 로고(오피스 관리 페이지 제외)에 적용됩니다.

① [로고변경]을 선택합니다.
② [찾아보기]를 클릭해 사용자 PC 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선택합니다.
- 이미지 사이즈는 500KB 미만 JPG, GIF, PNG, SWF(플래시) 형식만 등록 가능하며, 최적 사이즈 280 x
61px 입니다.
- 다른 사이즈로 업로드한 경우, 각 영역 별(로그인 페이지: 280 x 61px / 오피스 상단 로고: 140*30.5px) 사이즈로
자동 적용됩니다.
- 새로운 이미지를 업로드한 경우, 기존 저장된 이미지는 자동 삭제됩니다.
③ 변경 시 적용될 로고 사이즈를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회사 즐겨찾기 설정하기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링크를 하이웍스 전용 오피스에 즐겨찾기(최대 5 개)를 설정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고
및 스킨 설정 > 회사 즐겨찾기]에서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선택하고 즐겨찾기로 등록할 메뉴명과 링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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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고, 사용하지 않은 항목은 [사용안함]을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설정한 즐겨찾기 메뉴는 하이웍스 전용 오피스 로그인 후 오피스 홈 하단과 [즐겨찾기]를 클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슈퍼 관리자 (전체 관리자) 지정하기

① 좌측 목록은 일반 사용자 계정이며, 우측 목록은 슈퍼 관리자 계정입니다.
- 일반 사용자를 슈퍼 관리자로 변경하려면, 일반 사용자 목록에서 슈퍼 관리자로 변경할 계정을 클릭합니다.
- 슈퍼 관리자를 일반 사용자로 변경하려면, 슈퍼 관리자 목록에서 일반 사용자로 변경할 계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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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택]을 클릭하면 ①에서 선택한 일반 사용자 계정이 우측의 슈퍼 관리자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빼기]를 클릭하면 ①에서 선택한 슈퍼 관리자 계정이 좌측의 일반 사용자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③ [확인]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4) 서비스 메뉴 관리하기

전체 설정과 개별 설정을 구분 설정할 수 있으며, 개별 설정 시 전체 설정과 관계없이 특정 사용자/조직을 예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설정 하기
전체 설정 항목에서 전체 사용할 서비스는 [사용]을 선택, 전체 사용하지 않을 서비스는 [사용 안 함]을 선택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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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설정 하기
개별 설정 항목에서 개별 사용할 서비스는 [사용]을 선택, 개별 사용하지 않을 서비스는 [사용 안 함]을 선택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사용' 상태로 저장 후 표시되는 [관리]를 클릭해 개별 사용자 설정을 완료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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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를 클릭합니다.
② 조직명을 클릭해 우측 항목으로 이동시킨 후 중앙에 위치한 [추가]를 클릭합니다.
③ 사용자별 서비스 설정 여부를 [사용] 또는 [사용 안 함]을 선택합니다. 추가한 조직 내 특정 사용자만 추가하
고 싶은 경우, 조직을 추가 완료 후 특정 사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의 우측 [X 아이콘]을 클릭해 삭제합니다.
④ [확인]을 클릭합니다.
설정한 사용자 계정으로 하이웍스 오피스에 재로그인 시 설정한 서비스 메뉴가 노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웍스 오피스에 추가한 제휴 서비스가 잇는 경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휴 서비스 노출 여부를 설정할 수
도 있습니다.

2-2. 오피스 작업 관리
(1) 사용자 요청 작업 수행하기

본 매뉴얼은 일반 사용자가 신규 공용메일 계정 생성을 요청한 경우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의 승인/거부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생성된 공용메일의 사용자 승인 요청에 대한 처리는 해당 공용메일 관리자가
[공용메일 > 대상 공용메일 이름 > 환경설정 > 승인 대기]에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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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용메일 계정 생성 요청에 대한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가 승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오피스 홈에서 [오피스 관리>작업관리]를 클릭합니다

2. 요청된 작업 목록에서 처리할 목록의 [작업]을 클릭합니다. 요청 작업을 삭제할 경우 [삭제]를 클릭합니다.

[작업]을 클릭하면 신규 공용메일 계정 생성을 요청자가 신청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 상태(접수, 완료,
보류, 검토중, 수용불가)를 선택 후 [상태변경]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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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재 사용 가능한 메일 용량 또는 계정 수입니다.
② 신청자가 요청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③ 처리 상태(완료, 보류, 검토중, 수용불가)를 선택 후 [상태변경]을 클릭합니다.
- 완료, 수용불가 처리의 경우 상태를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보류, 검토중 처리의 경우 완료, 수용불가로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권한 수정은 요청 작업을 승인 후 [오피스 관리 > 사용 현황 > 공용메일]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④ 메모 내용을 입력 후 [메모 추가]를 클릭해 수동 메모를 남길 수 있으며, 상태 변경 시 자동으로 관리자 메모
가 기록됩니다.
⑤ 하단의 [확인]을 클릭 시, 처리 상태 값과 관계없이 계정 승인 처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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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오피스 사용 현황
(1) 오피스 용량 사용 현황 보기

오피스 용량은 사내 메일, 게시판, 하이웍스 메신저의 쪽지, 그룹에서 사용하는 용량입니다

1. 오피스 홈에서 [오피스 관리>사용현황>오피스용량 사용 현황]을 클릭합니다.

2. 오피스 총 용량, 사용 중인 용량, 남은 용량과 서비스별 오피스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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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피스의 총 용량, 사용 중인 용량, 남은 용량을 그래프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사내 메일]을 클릭해 사내 메일 사용자별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매뉴얼에 표시되는 사내 메일은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일반 메일 의미가 아닙니다. 오피스 상품에만 제공되
는 서비스로 외부 이메일과는 수/발신이 불가한 오피스 조직 내 사용자 끼리만 사용 가능한 웹 쪽지 형식의 서비
스입니다.
- 일반 메일 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사내 메일은 종료됩니다.
③ [게시판]을 클릭해 게시판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게시판에 대한 관리(사용자 확인, 게시판 삭제 등)는 [게시판 > 게시판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쪽지]를 클릭해 사용자(아이디)별 쪽지 용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우기]를 클릭해 사용자의 쪽지함을 비
울 수 있습니다. 쪽지 비우기 처리 시, 사용자의 쪽지 내용은 모두 삭제되며 복구되지 않으니 반드시 사용자에게
먼저 확인 후 진행해 주세요.
⑤ [그룹]을 클릭해 그룹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게시판에 대한 관리(사용자 확인, 그룹 삭제 등)는
[오피스 홈 > 그룹 > 그룹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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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시판
3-1. 게시물 쓰기
(1) 게시물 작성하기

1. 오피스 홈에서 [게시판>글쓰기]를 클릭해 게시물을 작성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① 게시물을 게재하고자 하는 [게시판]을 선택합니다.
② 해당 게시판 관리자가 등록한 [말머리] 목록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③ 기존에 [임시저장]된 문서 목록을 확인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저장 여부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작성 중인 게시물의
임시저장을 원하는 경우, 상단 [임시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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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게시물의 [제목]을 기입합니다.
⑤ 첨부 파일은 드래그 앤 드롭 또는 [직접선택]을 클릭해 첨부합니다. 파일은 최대 50MB 까지 첨부 가능합니다.
⑥ 에디터 툴박스를 통해 원하는 글꼴과 폰트 등을 지정합니다. 본문에 이미지 첨부를 원할 경우, 툴박스 내
[그림 아이콘]을 클릭해 이미지 파일을 첨부합니다.
⑦ 에디터 내에 본문 내용을 작성합니다.

(2) 설문/공지 게시물 등록하기

1. 오피스 홈에서 [게시판>글쓰기]를 클릭해 본문을 작성합니다. 작성한 게시물에 설문을 첨부하거나 공지 등록
하기를 진행한 후 상단 [확인]을 클릭하면 게시물 게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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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문]에는 진행할 설문의 제목을 기입합니다.
② 빈칸에 설문 항목을 기입합니다. [항목추가]를 클릭해 선택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클릭하면 항목
삭제가 가능하나, 최소 2 개 항목은 존재해야 합니다.
③ 해당 게시물을 공지로 등록하고 싶은 경우 [공지]나 [최근 게시물 공지]에 체크하여 게시합니다.
[공지]에 체크할 경우 게재한 게시판 내에서 제목 앞에 파란색 [공지] 말머리가 추가됩니다. [최근 게시물 공지]에
체크할 경우 게재한 게시판뿐만 아니라 [최근 게시물] 게시판에서도 [공지] 게시물로 등록됩니다.

3-2. 게시물 보기
(1) 게시물 검색/정렬하기

1. 오피스 홈에서 [게시판>게시글 검색]을 클릭합니다.

2. 제목, 내용, 작성자 항목 중 원하는 검색 내용을 기입한 후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게시물은 오른쪽 상단 [정렬 아이콘]을 클릭하여 날짜, 작성자, 제목 중 원하는 조건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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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측 상단 정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② 날짜/작성자/제목 중 원하는 정렬 조건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조건 우측 화살표를 클릭하면
오름차순/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2) 게시물 이동하기

1. 오피스 홈에서 [게시판]을 클릭합니다. 이동할 게시물을 체크하고 상단에 [이동]을 클릭한 후, 이동시킬
게시판을 선택합니다.

2.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3. 게시물 본문 내에서도 상단 [이동]을 클릭하여 게시물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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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동할 게시물의 제목을 클릭합니다.
② 상단에 [이동]을 클릭합니다.
③ 이동시킬 게시판을 클릭합니다.

(3) 게시물 인쇄하기

1. 오피스 홈에서 [게시판]을 클릭하고 인쇄하고자 하는 게시물의 제목을 클릭합니다.

2. 상단 [인쇄]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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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쇄 미리보기 화면에서 [인쇄하기]를 클릭합니다.

4. 프린터를 선택한 후 [인쇄]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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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시물 주소 복사하기
1. 오피스 홈에서 [게시판]을 클릭하고 복사하고자 하는 게시물의 제목을 클릭합니다.

2. 상단 [주소 복사]를 클릭합니다.

3. 해당 게시물의 트랙백 주소를 키보드 Ctrl+C 를 눌러 클립보드에 복사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4. 복사한 트랙백 주소는 다른 게시물이나 메일 본문에 삽입하여 해당 링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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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시물 댓글 쓰기
1. 오피스 홈에서 [게시판]을 클릭하고 댓글 쓰기를 진행할 게시물의 제목을 클릭합니다.

2. 하단에 댓글을 기입한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3. 본인이 작성한 댓글은 우측 [X]를 클릭하여 삭제할 수 있으며, 등록된 댓글에 [굿잡]을 클릭하여 공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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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게시물 답글 쓰기
1. 오피스 홈에서 [게시판]을 클릭하고

답글 쓰기를 진행할 게시물의 제목을 클릭합니다.

2. 상단 [답글]을 클릭합니다.

3. 답글 작성 방식은 일반 게시물과 동일하며, 본 게시물 제목 아래에 등록됩니다.

531

3-3. 게시물 관리
(1) 게시물 수정/삭제하기
1. 오피스 홈에서 [게시판]을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의 제목을 클릭합니다.

2. 상단 [수정]을 클릭합니다.

3. 수정 화면은 일반 게시물 글쓰기 화면과 동일하며, 내용 수정을 마친 후에는 [확인]을 클릭합니다.

4. 게시물을 완전히 지우고 싶다면 상단 [삭제]를 클릭합니다.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532

3-4. 게시판 관리
(1) 게시판 만들기

1. 오피스 홈에서 [게시판>게시판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2. 각 항목을 모두 체크/기입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① 게시판 종류는 [전사 게시판]과 [그룹 게시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게시판 유형은 작성자가 공개되는 [일반형]과 이름이 비공개로 표시되는 [익명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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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게시판 만들기 시 [사용]이 기본 값으로, [미사용]을 체크하면 사용자 화면에 게시판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게시판 생성자와 전체 관리자는 확인 가능)
④ 게시판의 이름을 기입합니다.
⑤ 게시판 내에서 말머리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사용]에 체크하면 아래 사용하고자 하는 말머리를
기입한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추가한 말머리의 삭제를 원할 경우, 말머리를 선택한 후 [삭제]를 클릭합니다.
⑥ 게시판 기본 권한은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한 설정으로, [읽기]와 [읽기 및 쓰기] 권한으로
나누어집니다. 게시판 생성 이후 기본 권한을 변경하면 기존 사용자들의 권한이 초기화되니 주의해주세요.
⑦ 게시판 사용자에게 최초 설정되는 알림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 생성 이후 해당 게시판 알림 설정은
사용자가 다시 개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⑧ 사용자 및 권한은 [전사 게시판]의 경우 사용자 전체가 추가되고, [그룹 게시판]의 경우 [사용자 추가]를
클릭하여 개별 추가가 가능합니다.
⑨ 게시물을 타 게시판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 [허용 안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게시판 수정하기

1. 오피스 홈에서 [게시판> 게시판 관리]를 클릭합니다.

2. 수정할 게시판의 우측 [수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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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항목을 수정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① [변경]을 클릭해 동일 오피스 내 다른 사용자로 게시판 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게시판 종류를 [전사 게시판]과 [그룹 게시판] 중 기존과 다른 형태의 게시판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③ 게시판의 유형을 작성자의 이름이 공개되는 [일반형]과, 이름이 비공개되는 [익명형] 중 기존과 다른 유형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④ 게시판의 사용 여부를 [사용], [미사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체크 시, 사용자 화면에는 게시판이
노출되지 않고 관리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⑤ 기존의 게시판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⑥ 말머리 사용 여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으로 수정할 경우, 아래 사용하고자 하는 말머리를 기입하고
[추가] 또는 [삭제]를 클릭합니다.
⑦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기본 권한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읽기]와 [읽기 및 쓰기] 권한 중 기존과 다른
권한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권한은 변경할 경우, 기존 사용자들의 권한은 변경된 값으로 초기화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⑧ 게시판 사용자에게 최초 설정되는 알림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판 알림 설정은 사용자가 다시
개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⑨ 기존 사용자들의 [읽기], [쓰기] 권한을 수정하거나, 계정 삭제 또는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⑩ 게시물 공유 여부를 [허용], [허용 안함] 중 기존과 다른 항목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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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시판 삭제하기
1. 오피스 홈에서 [게시판> 게시판 관리]를 클릭합니다.

2. 삭제할 게시판의 우측 [삭제]를 클릭합니다.

3.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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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하면 게시판이 즉시 삭제됩니다.

(4) 게시판 백업하기
1. 오피스 홈에서 [게시판> 게시판 관리]를 클릭합니다

2. 백업할 게시판의 우측 [백업]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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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업 기간, 파일 형식, 발송 주소를 확인한 후 [백업 시작]을 클릭합니다.

① 백업을 원하는 기간을 지정합니다.
② 파일 형식은 TXT 와 HTML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백업 완료 후 안내 메일을 수신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4.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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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백업을 요청한 게시판 우측에 [백업 확인]을 클릭합니다.

6. 백업 완료 내용을 확인한 후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7. 하단 저장 위치 선택 팝업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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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게시판 > 게시판 관리]의 우측 하단 [백업 이력]을 클릭하면 전체 게시판 백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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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소록
4-1. 신 주소록 사용하기
(1) 주소 추가하기

1.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주소록]을 클릭합니다.

2. [+ 주소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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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소 추가를 위한 정보를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하면 입력한 주소가 저장되며, [저장 후 계속 추가]를 클릭하면
입력한 주소를 즉시 저장하고 새로운 주소 추가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주소록] 또는 [공유 주소록] 중 등록할 주소록의 유형을 클릭합니다.
② 이름은 주소록 저장을 위한 필수 값이며, 그 외 기타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원하는 태그가 없는 경우, [새 태그 만들기]를 클릭해 새 태그를 만들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이름/이메일/전화/태그 외 회사/주소/생일 등 입력 항목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입력항목 추가]를 클릭해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주소록 보기
1. 오피스 홈에서 [주소록]을 클릭합니다. 신규 주소록은 [중요 주소록, 개인 주소록, 공유 주소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요 주소록
중요 주소록에서는 개인 주소록 또는 공유 주소록에 등록된 연락처 중 자주 쓰는 연락처에 별 표시(중요
표시)했던 주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이름, 회사명, 전화번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② 등록된 주소의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해당 주소를 삭제하거나, 등록된 주소로 메일 또는 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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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소록
개인 주소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주소록입니다.

① 전체를 클릭하면 개인 주소록에 등록된 모든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등록한 태그별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이름, 회사명, 전화번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④ 등록된 주소의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해당 주소를 삭제하거나, 등록된 주소로 메일 또는 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주소록에 있는 주소를 공유 주소록에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한 연락처의 태그 설정도
가능합니다.
공유 주소록
오피스 사용자 모두가 볼 수 있는 주소록으로 누구나 등록 및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유 주소록의 모든
설정은 오피스 사용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태그 생성, 삭제, 수정, 주소 등록, 수정,
삭제 등)

① 전체를 클릭하면 공유 주소록에 등록된 모든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등록한 태그별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이름, 회사명, 전화번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④ 등록된 주소의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해당 주소를 삭제하거나, 등록된 주소로 메일 또는 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연락처의 태그 설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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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소록 내보내기/가져오기
1.

오피스

홈에서

[주소록]을

클릭한

후,

우측

상단 [설정(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

후 [내보내기] 또는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①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중요, 개인, 공유 주소록 또는 태그별로 대상을 선택하여 .csv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공유 주소록은 주소록 이름 우측에 공유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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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등록할 주소를 샘플 파일(.csv) 형식에 맞게 업로드하여 일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샘플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데이터를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이후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저장된 파일을 업로드하고 등록할 주소록을 선택 후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공유 주소록은 주소록 이름 우측에 공유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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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소에 태그 붙이기
1. 오피스 홈에서 [주소록]을 클릭합니다. 주소록에서는 이용할 태그를 생성 또는 편집할 수 있습니다.
태그 생성하기
개인 주소록/공유 주소록 라인에 마우스를 올리고 [+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태그명을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태그 편집하기
수정을 원하는 태그에 마우스를 올려 […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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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또는 [이름 변경]을 클릭하여 태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 주소에 직접 태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태그 설정을 원하는 주소 좌측 박스에 체크 후 상단 [태그 설정]을 클릭합니다. (복수 체크 가능)

목록에서 원하는 태그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특정 사용자 라인을 마우스 우클릭 후 태그를 바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3. 특정 주소 수정 페이지에서 태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주소 라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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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수정]을 클릭하고 기존 태그를 추가하여 중복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새 태그 만들기,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4. 같은 태그 주소끼리 모아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 우측에 있는 태그명을 클릭하면 해당 태그가 설정된 주소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주소록 인쇄하기
1. 오피스 홈에서 [주소록]을 클릭하고 우측 상단의 [인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인쇄할 항목과 대상을 선택하고 [인쇄]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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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쇄 미리보기 페이지를 확인하고 우측 상단의 [인쇄하기]를 클릭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6) 주소록 활용하기
1. 오피스 홈에서 [주소록]을 클릭하고 좌메뉴 라인에 마우스를 올리면 커서가 나타납니다. 마우스 드레그를 통해
좌메뉴 확대/축소 및 숨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커서를 잡고 드래그하여 메뉴 영역을 확대하거나 축소가 가능하며, 더블 클릭하면 좌메뉴를 숨겨서 컨텐츠
영역을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마우스 드래그하여 좌메뉴를 확대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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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더블 클릭하여 좌메뉴를 숨긴 화면

(7) 어둡게 보기 모드 (다크모드) 설정하기

1. 오피스 홈에서 [주소록]을 클릭하고 우측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여 화면 어둡게 보기(다크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어둡게 보기 화면에서 [설정 > 일반 보기]를 클릭하면 다시 밝은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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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 주소록 사용하기
(1) 주소 추가하기
1.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주소록>주소 추가]를 클릭합니다.

2. 추가할 주소의 세부사항을 기입한 후 [저장] 또는[저장 후 계속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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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 주소록]과 [공유 주소록] 중 원하는 저장 위치를 클릭합니다. [개인 주소록]에는 계정 사용자 본인만
사용하는 주소를 추가하고, [공유 주소록]에는 사내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주소를 추가합니다
② 추가하는 주소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③ 추가하는 주소의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우측 [추가]를 클릭하면 여러 개의 이메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④ 휴대폰, 집, 회사, Fax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전화번호를 추가합니다. 우측 [추가]를 클릭하면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⑤ 주소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 [태그설정]을 클릭하면 [환경설정 > 기본정보
설정]에 등록되어 있는 태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태그가 없는 경우, [그룹웨어 > 주소록 > 주소록
환경설정 > 주소록 기본정보 설정하기] 매뉴얼을 참고해 설정하세요.
⑥ 해당 주소에 대한 회사명, 부서명, 직급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⑦ 해당 주소에 대한 상세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우측 [우편번호]를 클릭하면 우편번호 자동 검색이
가능합니다. 우측 [추가]를 클릭하면 여러 개의 상세 주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⑧ 해당 주소와 관련된 웹사이트를 입력합니다.
⑨ 해당 주소에 대한 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 [추가]를 클릭하면 여러 개의 기념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⑩ 해당 주소에 대한 메모를 자유롭게 입력합니다.

(2) 주소 수정하기
1.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주소록]을 클릭합니다. 저장된 주소록을 선택하고 원하는 주소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2. 주소창 하단의 [수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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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 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4.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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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소 삭제하기
1.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주소록]을 클릭합니다. 저장된 주소록을 선택하고 원하는 주소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2. 주소창 하단의 [삭제]를 클릭합니다.

3.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하면 해당 주소가 즉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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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 주소록에 복사하기
1.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주소록>개인 주소록]에서 복사를 원하는 주소를 선택하고 상단 [다른 작업>공유
주소록에 복사]를 클릭합니다.

2.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하면 주소 복사가 완료됩니다. 복사한 주소는 개인 주소록과 공유
주소록에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5) 주소록 별 표시/제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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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 홈에서 [주소록]을 클릭한 후, 저장된 주소록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주소를 체크한 후 상단 [다른
작업>별 표시]를 클릭하면 이름 앞 별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별 제거]를 클릭하면 표시가 해제됩니다.

2. 상단 [다른 작업]을 클릭하지 않아도, 원하는 주소의 좌측 [별 아이콘]을 클릭하면 별 표시 및 제거가
가능합니다.

(6) 주소에 태그 붙이기
1. 오피스 홈에서 [주소록]을 클릭합니다. 저장된 주소록을 클릭하고 원하는 주소를 체크해 상단 [태그 붙이기]를
클릭합니다.

① 기존에 등록된 태그 중 원하는 태그를 클릭하면 즉시 태그가 붙여집니다.
② 새로운 태그를 추가하고 싶은 경우, 원하는 태그명을 입력한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후 생성된 태그를
클릭해 태그 붙이기를 진행합니다.
③ [태그 제거]를 클릭하면 기존 주소에 등록되어 있던 태그가 즉시 제거됩니다.
④ [관리]를 클릭하면 전체 태그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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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소록에 문자 보내기

1. 오피스 홈에서 [주소록]을 클릭합니다. 저장된 주소록을 클릭하고 원하는 주소를 체크해 상단 [문자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2. 주소록에 등록되어 있는 휴대폰 번호가 [수신 번호]로 자동으로 입력되며, 문자 내용 작성 후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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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소록에서 메일 보내기
1. 오피스 홈에서 [주소록]을 클릭합니다. 저장된 주소록을 클릭하고 원하는 주소를 체크해 상단 [메일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2. 주소록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가 [받는 사람]에 자동으로 기입되며, 메일 내용 작성 후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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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소록 검색/정렬하기

1. 오피스 홈에서 [주소록>주소 검색]을 클릭합니다.

2. 검색할 키워드를 입력 후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해 검색합니다.

① 검색할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② 전체/이름/이메일/전화번호/회사 중 원하는 검색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을 클릭합니다.
③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해 검색합니다.

3. 우측 상단 [정렬 아이콘]을 클릭하면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 또는 회사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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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소록 기본 정보 설정하기

1. 오피스 홈에서 [주소록>환경설정>기본 정보 설정]을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설정을 완료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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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소록의 목록에서 한 페이지에 보여지는 주소 개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20 개씩 보기이며,
최대 200 개씩 보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② 중복된 주소 (이름 기준)를 추가할 때 기존 주소를 보존할지, 새로운 주소로 갱신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③ [태그 생성]을 클릭해 주소록에 사용할 태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에서 기존에 등록된 태그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11) 주소록 가져오기
1. 오피스 홈에서 [주소록>환경설정>주소록 가져오기]를 클릭해 원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파일을 업로드하여 주소를 가져오고 싶은 경우, [파일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① 샘플 파일은 엑셀(xls), 아웃룩(csv), 메모장(txt) 중 선택하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② [파일 선택]을 클릭하여 작업한 파일을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빈칸 안에 파일명이 확인되면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중복된 주소(이름 기준)를 추가할 때 기존 주소를 보존할지, 새로운 주소로 갱신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561

2. 하이웍스 메일에서 주소를 가져오고 싶은 경우, [하이웍스 메일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주소를 가져오고 싶은 메일함을 체크한 후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3. 조직도에서 주소를 가져오고 싶은 경우, [조직도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조직도에 등록된 주소 중 가져오고 싶은 주소를 체크 후 태그 및 저장할 위치를 지정해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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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소록 내보내기

1. 오피스 홈에서 [주소록>환경설정>주소록 내보내기]를 클릭해 원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① 개인별, 공유별, 태그별로 주소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내보낼 주소를 체크한 후
중앙에 위치한 [>]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내보낼 대상으로 옮겨진 주소의 개수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② 내보낼 파일 형식을 선택 후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해당 파일 형식으로 주소록을 사용자 PC 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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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소록 인쇄하기
1. 오피스 홈에서 [주소록 > 환경설정 > 인쇄하기]를 클릭합니다.

① 개인별, 공유별, 태그별로 인쇄 대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인쇄할 주소를 체크한 후
중앙에 위치한 [>]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② 주소록에서 인쇄하고자 하는 항목을 최대 6 개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체크 후 [인쇄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인쇄할 정보를 확인 후 [인쇄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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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쇄를 진행할 프린터를 선택하고 [인쇄]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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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정관리
5-1. 캘린더
(1) 캘린더 생성/수정/삭제하기

캘린더 생성하기
나의 일정이나 공유 일정을 등록하려면 캘린더를 먼저 생성해야 합니다.
1.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전체일정]을 클릭합니다.

2. 내 캘린더 또는 공유 캘린더 우측 [만들기]를 클릭해 원하는 캘린더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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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캘린더 만들기
내 캘린더는 생성자 본인만 볼 수 있으며, 캘린더 별로 이름을 지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내 캘린더 우측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② 이용할 캘린더 이름을 입력 후 색깔을 지정해 [저장]을 클릭합니다.
공유 캘린더 만들기
공유 캘린더는 오피스 조직 내의 사용자와 공유하는 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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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유 캘린더 우측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② 캘린더 이름과 색깔을 지정합니다.
③ 캘린더를 공유할 대상을 이름 또는 조직으로 검색해 사용자의 이름을 선택 후, 등록 권한 또는 조회 권한
항목의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 등록 권한자는 해당 공유 캘린더의 이름 및 권한자를 수정하거나 해당 공유 캘린더의 일정을 추가/수정/삭제할
권한을 갖습니다.
- 조회 권한자는 해당 공유 캘린더의 권한자와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공유 캘린더에 일정을
추가/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④ 등록 사항을 확인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3. 생성한 캘린더는 내 캘린더 또는 공유 캘린더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 수정하기
캘린더 최초 생성자와 등록 권한자는 생성된 캘린더의 이름 및 캘린더 공유 대상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 이름 우측 [수정]을 클릭해 변경 사항을 설정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수정한 캘린더는 일정관리에 즉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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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정할 캘린더 이름 우측 [수정]을 클릭합니다.
② 캘린더 이름을 수정하려면 기존 캘린더 이름을 지우고 새로운 캘린더 이름을 입력합니다. 캘린더 이름은 최초
생성자와 등록 권한자만 수정할 수 있으며, 조회 권한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③ 캘린더의 색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의 색깔은 해당 캘린더 사용자 모두 수정할 수 있으며, 변경한
캘린더 색깔은 해당 사용자의 일정관리에만 적용됩니다.
④ 캘린더를 공유할 대상을 이름 또는 조직으로 검색해 사용자의 이름을 선택 후, 등록 권한 또는 조회 권한
항목의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 조회 권한자는 공유 대상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최초 생성자와 등록 권한자는 새로운 공유 대상자를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등록 권한자는 해당 공유 캘린더의 이름 및 권한자를 수정하거나 해당 공유 캘린더의 일정을 추가/수정/삭제할
권한을 갖습니다.
- 조회 권한자는 해당 공유 캘린더의 권한자와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공유 캘린더에 일정을
추가/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⑤ 변경 사항을 확인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캘린더 삭제하기
캘린더 최초 생성자는 생성한 캘린더를 삭제할 수 있으며, 공유받은 캘린더 사용자는 본인의 일정관리에서 공유
받은 캘린더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할 캘린더 이름 우측 [수정]을 클릭 후 하단의 [삭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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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최초 생성자가 캘린더를 삭제하는 경우 아래의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공유받은 사용자가 캘린더를 삭제하는 경우 아래의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삭제한
캘린더는 일정관리에 즉시 반영됩니다.

(2) 캘린더 보기/숨기기

최초 생성된 캘린더의 보기 방식은 달력 모양의 월간 방식입니다. 이를 주간/일간으로 보거나 목록 형식으로
변경해 사용자 편의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오피스 홈에서 [전체일정]을 클릭하고 캘린더 좌측 상단 [보기]를 클릭해 [월간/주간/일간/목록] 중 원하는 보기
방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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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보기
월간 보기는 한 달의 일정을 달력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5 개 일정은 월간 캘린더에 모두 표시되며,
6 개 이상 일정은 월간 보기에 4 개의 일정이 표시됩니다. 추가 일정은 [+00 개] 형식으로 표시되고 [+00 개]를
클릭하면 해당 일의 모든 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월간 보기에서 하루에 6 개 이상의 일정을 월간 보기에 모두 표시하려면
캘린더 우측 상단 [톱니바퀴 모양 설정 아이콘]을 클릭해 [확장 보기]를 선택합니다.

주간 보기
주간 보기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의 일정을 시간대 별로 볼 수 있습니다.

일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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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보기는 하루의 일정을 시간대 별로 볼 수 있습니다.

목록 보기
목록 보기는 한 달의 전체 일정을 볼 수 있습니다.

2. 생일이 등록된 사용자는 캘린더에서 해당 사용자의 생일에 이름이 표시됩니다. 캘린더에 생일자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제외하려면, 캘린더 우측 상단 [톱니바퀴 모양 설정 아이콘]을 클릭해 [생일]을 선택하거나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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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날짜로 이동할 때는 상단의 [화살표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동된 월에 등록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좌측 상단 달력에서 [화살표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년/월을 이동 후 해당 년/월에 등록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날짜의 일정을 확인 중 오늘 날짜로 이동은 상단의 [오늘]을 클릭합니다.

5. 일정관리 좌측 캘린더 목록의 [색깔]을 클릭하면 일정 보기에서 해당 캘린더가 숨겨집니다. 숨겨진 캘린더를
일정 보기에서 보려면 해당 캘린더 좌측의 [색깔]을 클릭합니다.

(3) 캘린더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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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 홈에서 [전체일정]을 클릭합니다. 캘린더 좌측 상단 [보기]를 클릭해 [월간/주간/일간/목록] 중 원하는
보기 방식을 선택 후 [인쇄]를 클릭합니다.

2. 인쇄 미리보기에서 [인쇄]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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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일정
(1) 일정 추가하기

캘린더에 일정을 추가해 내용을 공유하거나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 캘린더는 해당 캘린더의 최초 생성자 및 등록 권한자만 일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전체일정]을 클릭합니다.

2. 좌측 상단 [일정 추가]를 클릭하거나, 캘린더에서 일정을 등록할 [날짜 또는 시간]을 선택해 일정을 등록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575

① [일정 추가]를 클릭합니다.
② 일정을 등록할 캘린더 이름을 선택합니다.
③ 일정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일정의 제목은 해당 캘린더 내 표시됩니다.
④ 일정의 시작과 종료 기간을 선택합니다.
- 일정의 시간은 30 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시간이 아닌 날짜로 등록할 일정은 [종일]에 체크합니다.
- [반복]에 체크하면 반복 빈도(매일, 매주, 매주 월-금, 매월, 매년)와 반복 범위(계속 반복, 지정 횟수 반복, 반복
종료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⑤ 일정의 상세 내용을 입력합니다.
⑥ 메일, 문자, 메신저 알림을 설정합니다.
- 알림 시간은 정시, 5 분 전, 15 분 전, 30 분 전, 1 시간 전, 하루 전, 당일 오전 0 시, 당일 정오, 하루 전 정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유 캘린더의 경우, 메일과 문자 알림은 전체 또는 일부 대상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문자 알림은 오피스 내 메시징 건수를 사용합니다. 메시징 건수가 없다면 문자 알림은 발송되지 않습니다.
- 메신저 알림은 하이웍스 메신저의 알림으로 도착합니다.
⑦ 설정 사항을 확인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일정추가]을 클릭해 간편하게 일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 홈에서
[일정추가]를 클릭해 설정하는 경우 반복이나 알림을 동시에 설정할 수 없습니다. 반복이나 알림을 동시에
설정하려면 [전체일정]을 클릭해 일정관리에서 일정을 추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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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한 일정은 캘린더에 즉시 반영됩니다.

(2) 일정 수정하기
1. 오피스 홈에서 [전체일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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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 수정은 먼저 캘린더에서 수정할 [일정 제목>수정]을 클릭합니다.

3. 반복 일정이 있는 경우 [선택한 일정만 수정, 향후 일정 모두 수정, 반복 일정 모두 수정] 중 한 개를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반복 일정이 없는 경우 4)번의 ‘일정 수정’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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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정을 수정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5. 일정 제목과 내용은 변경 없이 일자나 시간만 변경하는 경우, 캘린더에서 일정을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해 다른 날짜나 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은 보기 방식이 월간 및 목록일 경우 일자를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주간의 경우 일자와 시간을, 일간의 경우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수정한 일정은 캘린더에 즉시 반영됩니다.

(3) 일정 삭제하기
1. 오피스 홈에서 [전체일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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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 수정은 먼저 캘린더에서 삭제할 [일정 제목>삭제]를 클릭합니다.

3. 반복 일정이 있는 경우 [선택한 일정만 삭제, 향후 일정 모두 삭제, 반복 일정 모두 삭제] 중 한 개를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반복 일정이 없는 경우, [삭제] 클릭 시 [삭제 하시겠습니까?]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삭제한 일정 역시 캘린더에 즉시 반영되며 복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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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약
6-1. 예약하기
1.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예약]을 클릭합니다.

2 좌측 상단에 [예약하기]를 클릭하여 예약 내용을 설정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① 관리자가 설정해놓은 자원 종류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② 예약하고자 하는 날짜를 지정합니다.
③ 예약 시간을 설정합니다.
④ 사용 용도를 입력합니다.
⑤ [+ 추가 자원 예약]을 클릭하면 추가로 예약할 복수의 자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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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나의 예약 목록
(1) 나의 예약 목록 보기
1. 오피스 홈에서 [예약>나의 예약 목록]을 클릭하면 전체 예약, 대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한 자원과 승인 없이 바로 예약이 가능한 자원으로 분류됩니다.
예약이 완료된 내역은 [예약 목록]에서, 승인이 필요한 내역은 [대기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삭제]를 클릭하면 예약이 완료된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하면
삭제가 완료됩니다.
②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예약 상세 내역 조회 및 [확인] 또는 [삭제]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③ 대기 목록에서는 현재 대기 중인 예약 건의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승인 대기 중]을 클릭하면 예약
내역 조회 및 [확인] 또는 [삭제]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④ [예약 반려]를 클릭하면 예약 내역 조회 및 반려 사유를 조회할 수 있고, [확인] 또는 [삭제]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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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약 취소하기
1. 오피스 홈에서 [예약>나의 예약 목록]을 클릭한 후, 예약 목록에서 취소하고자 하는 예약 내역의 우측 [삭제]를
클릭합니다.

2.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하면 예약이 삭제됩니다.

카테고리에서 삭제하기
예약을 진행한 카테고리로 이동 후 해당 예약 내역을 클릭해 [삭제]를 클릭합니다.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하면 예약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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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 반납하기
예약한 자원이 반납 필수 자원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자는 이용 후 반납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오피스 홈에서 [예약>나의 예약 목록]을 클릭한 후, 예약 목록에서 반납하고자 하는 자원의 우측 [반납]을
클릭합니다.

2.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하면 자원 반납이 완료됩니다.

카테고리에서 삭제하기
예약을 진행한 카테고리로 이동 후 해당 예약 내역을 클릭해 [반납]를 클릭합니다.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하면 자원 반납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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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예약 관리
(1) 승인 관리하기
예약은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한 자원과 승인 없이 바로 예약이 가능한 자원으로 분류됩니다.
예약 승인이 필요한 자원은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또는 예약 관리자에 의해 승인이 완료되어야 예약이 최종
완료됩니다.
1. 오피스 홈에서 [예약 > 예약 관리 > 승인 관리]를 클릭합니다.

승인하기
승인 대기 중 상태의 예약을 승인할 경우 [승인]을 클릭합니다.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하면 최종 승인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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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하기
승인 대기 중인 예약을 승인하지 않을 때는 [반려]를 클릭하고, 반려 사유를 입력합니다.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예약이 반려됩니다.

예약 상세보기
예약의 신청 내용을 확인할 때는 [상세 내역]을 클릭하여 예약 시간 및 사용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완료된 예약 취소하기
승인된 예약 중 취소를 원하는 예약을 체크하고 [삭제]를 클릭하면 예약이 최종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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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완료된 예약 목록 다운로드하기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전체 예약 목록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반려 관리하기
반려 메뉴에서는 반려 처리가 완료된 예약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 완료된 예약 취소하기
반려된 예약 중 삭제를 원하는 예약 건을 체크하고 [삭제]를 클릭하면 목록에서 삭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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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완료된 예약 목록 다운로드하기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전체 반려 목록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반려 완료된 예약 상세보기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반려된 예약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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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납 관리하기
1. 오피스 홈에서 [예약>예약 관리>반납 관리]를 클릭합니다.
반납 대기
반납 대기 메뉴에서는 신청된 자원의 반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보기]를 클릭하면 카테고리별로 자원의 반납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전체 반납 대기 내역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③ 반납 대기 중인 예약 건의 [반납 확인]을 클릭합니다.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반납이 처리됩니다.
반납 완료
반납 완료 메뉴에서는 반납 처리된 모든 예약 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카테고리 관리하기
카테고리는 하이웍스 예약에서 이용할 자원의 큰 묶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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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카테고리 : 회의실 / 자원: 회의실 A, 회의실 B, 회의실 C
1. 오피스 홈에서 [예약>예약 관리>카테고리 관리]를 클릭합니다.

2. [추가하기]를 클릭하여 카테고리 관련 사항을 설정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추가할 카테고리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②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591

③ 카테고리의 대표 사진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PC 에 저장된 이미지 업로드 시 최대 1MB 까지 가능합니다.
④ 해당 카테고리의 자원을 예약할 때, 예약 툴을 시간형과 날짜형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설정은
추후에 변경이 불가하니 카테고리 생성 시 주의하여 선택해주세요.
<시간형>

<날짜형>

⑤ 카테고리의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⑥ [자원 기본 설정]을 클릭하면 아래 항목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본 설정에 따라 자원 생성 시
기본값이 자동 세팅됩니다.

3. 등록된 카테고리는 카테고리 목록에서 수정, 삭제, 순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① [수정]을 클릭하면 등록된 카테고리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카테고리 삭제를 원할 경우 [삭제]를 클릭합니다. 삭제된 카테고리는 복구 불가합니다.
③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여 목록의 순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자원 관리하기
자원은 하이웍스 예약에서 직접 이용 및 관리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예) 카테고리 : 회의실 / 자원: 회의실 A, 회의실 B, 회의실 C
자원의 기본 세팅 정보는 카테고리 생성 시 설정된 기본 값에 따라 세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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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 홈에서 [예약>예약 관리>자원 관리]를 클릭합니다.

2. 자원 관리 우측의 [드롭다운 리스트]를 클릭하면 사내에 등록된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추가하기]를 클릭하여 예약 자원을 등록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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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가할 자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② 자원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③ 해당 자원의 대표 사진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PC 에 저장된 이미지 업로드 시 최대 1MB 까지 가능합니다.
④ [상세 설정]을 클릭하여 자원의 이용 불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⑤ 한 번에 예약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설정을 통해 한 사용자가 자원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⑥ [상세 설정]을 클릭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 예약일 기준 1 달 전부터
예약 가능
⑦ 자원 예약 시 관리자의 승인 필요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⑧ 반납이 필요한 자원인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⑨ 자원의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4. 등록된 자원은 자원 목록에서 수정, 삭제, 순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① [수정]을 클릭하면 등록된 자원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삭제]를 클릭하면 등록된 자원이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삭제된 자원은 복구가 불가합니다.
③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여 자원 목록의 순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594

(5) 예약 관리자 설정하기
예약 관리자는 하이웍스 예약의 카테고리 및 자원 생성, 수정, 삭제, 예약 승인, 반납 처리 등 모든 권한을 갖는
관리자입니다.

주로

사내

자원을

관리하는

인사/총무팀

또는

예약

솔루션을

자주

사용하는

조직의

조직장에게 권한을 부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오피스 홈에서 [예약>예약 관리>예약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2. [+ 관리자 추가]를 클릭하면 특정 사용자에게 하이웍스 예약의 관리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조직도에서
사용자를 선택 후 우측 [>] 아이콘을 클릭해 관리자 메뉴로 이동한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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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예약 관리자를 삭제하고 싶은 경우, 등록된 관리자 우측에 있는 [삭제]를 클릭합니다. 또는 [+ 관리자
추가]를 다시 클릭하고 조직도에서 오른쪽에 분류되어 있는 관리자를 선택 후 좌측 [<] 아이콘을 클릭해
사용자 메뉴로 이동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4. 최종적으로 등록된 예약 관리자는 아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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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룹
7-1. 그룹 만들기

그룹은 뉴스피드를 이용하여 그룹의 소속원과 함께 소통/협업하는 공간입니다.
그룹에서 작성된 글은 그룹에서 게시물을 보거나, 오피스 홈의 새로운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오피스 홈에서 [그룹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2. 대표 이미지 설정 및 그룹 이름을 입력 후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① 기본 제공되는 이미지를 선택해 대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사진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사용자 PC 에 저장되어있는 다른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③ 이용할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
④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3. 카테고리 이름을 입력 후 [저장 후 멤버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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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림 메시지를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5. [+ 멤버추가]를 클릭해 추가할 멤버의 이름 또는 조직을 입력하면 이름과 조직이 표시됩니다. 해당 그룹
멤버로 추가할 대상자가 맞다면 키보드 Enter 를 누르거나, 표시된 목록을 선택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6. 알림 메시지를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하면 그룹 멤버 추가가 완료됩니다.
598

7-2. 멤버 추가/관리하기
1. 오피스 홈에서 이용할 그룹 이름을 클릭합니다.

2. 사용자 목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멤버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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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추가]를 클릭해 추가할 멤버의 이름 또는 조직을 입력하면 이름과 조직이 표시됩니다.
추가할 대상자를 확인하고, 키보드 Enter 를 누르거나 표시된 목록을 선택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멤버 삭제하기
멤버 관리 목록에서 삭제할 멤버 우측 [삭제]를 클릭합니다. 다수의 멤버를 삭제하려면 삭제할 멤버 이름의
좌측 체크박스를 선택 후 상단 [삭제]를 클릭하고 알림 메시지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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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지정하기
그룹 관리자는 그룹 폐쇄를 제외한 해당 그룹을 관리(멤버 추가, 게시물 이동/삭제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멤버 관리 목록에서 관리자로 지정할 멤버 우측 [관리자 지정]을 클릭하고 다수의 멤버를 관리자로 지정하려면
지정할 멤버 이름의 좌측 체크박스를 선택 후 상단 [관리자 지정>확인]을 클릭합니다.

관리자 해제하기
멤버 관리 목록에서 관리자 권한을 회수할 멤버 우측 [관리자 해제]를 클릭합니다.
다수 멤버의 관리자 권한을 회수하려면 관리자 권한을 해제할 멤버 이름의 좌측 체크박스를 선택 후 상단
[관리자 해제>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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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그룹 정보 변경하기
생성된 그룹의 정보(소유권, 대표 이미지,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오피스 홈에서 관리할 그룹 이름을 클릭합니다.

2. [그룹 관리]를 클릭해 원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룹 소유권 양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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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소유권 양도]를 클릭해 소유권을 받을 멤버(양수자)의 이름을 검색 후 [변경]을 클릭합니다.

알림 메시지를 확인 후 [확인]을 클릭 시, 즉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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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미지 변경하기

① 기본 제공되는 이미지를 선택해 대표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사진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사용자 PC 에 저장되어있는 다른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③ 하단의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룹 이름 변경하기
그룹 이름 항목에 변경할 그룹 이름을 입력 후 하단의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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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추가하기
카테고리 관리의 [카테고리 추가]를 클릭해 추가할 카테고리 이름을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카테고리 순서 변경하기
순서를 변경할 카테고리에 마우스 오버 시, 표시되는 화살표를 클릭해 순서를 이동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카테고리 이름 변경하기
변경할 카테고리 우측 […] 아이콘을 클릭해 새로운 카테고리 이름을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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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사용/미사용 전환하기
사용하지 않을 카테고리 우측 […] 아이콘을 클릭해 [사용 안함]을 클릭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미사용 카테고리를 사용으로 전환하려면 사용으로 전환할 카테고리 우측 […] 아이콘을 클릭해 [사용함]을 클릭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카테고리 삭제하기
삭제할 카테고리 우측 […] 아이콘을 클릭해 삭제 처리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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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할 카테고리 우측 […] 아이콘을 클릭해 [삭제]를 클릭합니다.
② 알림 메시지의 주의사항을 확인 및 체크 후 [삭제]를 클릭합니다.
③ [저장]을 클릭합니다.

7-4. 그룹 게시물(피드) 작성하기/보기
1. 오피스 홈에서 게시물을 작성할 그룹을 클릭한 후, 게시물을 작성할 카테고리를 클릭 후 새소식 입력 칸을
클릭합니다.

2. 내용 입력 및 파일을 첨부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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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용을 입력합니다.
② [카메라 아이콘] 또는 [클립 아이콘]을 클릭해 이미지나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첨부 시, 내용
하단에 대표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③ [카메라 아이콘] 또는 [클립 아이콘]을 클릭하여 파일을 첨부하면 이미지와 파일 이름이 표시됩니다.
④ [등록]을 클릭합니다.

3. 등록한 게시물은 같은 그룹 사용자의 오피스 홈과 해당 그룹의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홈에서 확인하기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새로운 피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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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게시물 내용은 10 줄까지 표시되며 [더 보기]를 클릭해 게시물 내용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②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해 첨부한 이미지는 대표 이미지 1 장만 표시되며 이미지 하단의 [+]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넘겨 볼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파일 개수와 용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파일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게시물에 마우스 오버 시, 상단 [굿잡]을 클릭해 댓글 없이 게시물에 공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굿잡으로 공감된 게시물에는 하트 모양 아이콘이 나오며, 굿잡은 사용자 당 1 번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굿잡 취소를 원하는 경우, 굿잡을 표시한 게시물에 마우스 오버 시 [굿잡 취소]를 눌러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게시물 우측 상단의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해 게시물을 자세히 보거나 URL 공유,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게시물 보기: 해당 게시물이 등록된 그룹의 카테고리로 이동되며 게시물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URL 공유하기: 게시물이 등록된 URL 주소가 표시되며, URL 을 직접 복사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수정하기: 게시물을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게시물 작성자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삭제하기: 게시물을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게시물 작성자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⑤ [PIN(핀) 아이콘]을 클릭하여 오피스 홈 상단에 게시물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PIN(핀) 아이콘]을 다시
클릭해 게시물 고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PIN(핀) 고정은 사용자별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⑥ [댓글을 입력하세요.]에 댓글을 입력하고, 키보드 Enter 를 누릅니다. 댓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그룹 카테고리에서 확인하기
그룹의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해당 카테고리에 등록된 피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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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게시물 내용은 10 줄까지 표시되며 [더 보기]를 클릭해 게시물 내용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②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해 첨부한 이미지는 대표 이미지 1 장만 표시되며 이미지 하단의 [+]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넘겨 볼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파일 개수와 용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파일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게시물에 마우스 오버 시, 상단 [굿잡]을 클릭해 댓글 없이 게시물에 공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굿잡으로 공감된 게시물에는 하트 모양 아이콘이 나오며, 굿잡은 사용자당 1 번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굿잡 취소를 원하는 경우, 굿잡을 표시한 게시물에 마우스 오버 시 [굿잡 취소]를 눌러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게시물 우측 상단의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해 게시물을 자세히 보거나 URL 공유,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게시물 보기: 해당 게시물이 등록된 그룹의 카테고리로 이동되며 게시물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URL 공유하기: 게시물이 등록된 URL 주소가 표시되며, URL 을 직접 복사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수정하기: 게시물을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게시물 작성자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삭제하기: 게시물을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게시물 작성자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⑤ [PIN(핀) 아이콘]을 클릭하여 오피스 홈 상단에 게시물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PIN(핀) 아이콘]을 다시
클릭해 게시물 고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PIN(핀) 고정은 사용자별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⑥ [댓글을 입력하세요.]에 댓글을 입력하고, 키보드 Enter 를 누릅니다. 댓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그룹 피드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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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할 그룹과 카테고리로 이동해, 상단 피드 검색 항목에 검색할 내용 또는 작성자를 입력 후 키보드 Enter 를
누르거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 [피드 검색]을 클릭 후 [상세 검색]을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입력 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작성자를 입력합니다.
② 내용을 입력합니다.
③ 기간(10 일, 1 개월, 6 개월, 1 년, 직접 입력)을 설정합니다.
④ 전체 카테고리 또는 특정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⑤ 첨부 파일(또는 사진)이 있는 피드만 검색할 경우 선택합니다.
⑥ [검색]을 클릭합니다.

7-5. 그룹 탈퇴하기
1. 오피스 홈에서 탈퇴할 그룹 이름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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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목록 아이콘을 클릭 후 [그룹 탈퇴]를 클릭합니다.

3. 알림 메시지를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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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그룹 삭제하기
1. 오피스 홈에서 폐쇄를 요청할 그룹 이름을 클릭합니다.

2. 그룹 관리에서 [그룹 폐쇄]를 클릭 후 [삭제]를 클릭합니다.

① [그룹 관리]를 클릭합니다.
② [그룹 폐쇄]를 클릭합니다.
③ 알림 메시지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체크합니다.
④ [삭제]를 클릭합니다.

그룹 삭제/복원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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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 홈에서 [그룹 관리]를 클릭합니다.

2. 그룹 소유자를 통해 삭제가 요청된 경우, 전체 그룹 목록에서 [삭제 요청] 상태로 확인됩니다.
완전 삭제 또는 복원할 그룹 우측 [관리]를 클릭해 [그룹 복원] 또는 [그룹 삭제]를 클릭합니다.

3. 알림 메시지를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확인] 클릭 시 그룹 복원 또는 완전 삭제는 즉시 반영됩니다.

7-7.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의 전체 그룹 관리하기
1. 오피스 홈에서 [그룹 관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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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피스 내 생성된 모든 그룹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그룹을 선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① 소유자 변경: 해당 그룹의 소유자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② 관리자 추가: 해당 그룹의 관리자를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③ 멤버 추가: 해당 그룹의 멤버를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④ 멤버 삭제: 해당 그룹의 멤버를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⑤ [관리]의 [그룹 복원] 또는 [그룹 삭제]: 그룹 소유자에게 폐쇄가 요청된 그룹을 복원하거나, 완전 삭제 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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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
전자결재란 사내 업무를 위해 필요한 품의서, 회의록, 지출 결의서 등 종이로 진행되는 서류 업무를 전자화한
결재 시스템입니다. 본사와 지사가 거리가 있어 중요한 결재 서류를 직접 운반하는 경우, 결재자가 부재중으로
빠른 의사결정이 불가한 경우까지 종이 서류를 통한 결재 시스템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등장한 솔루션입니다.
전자결재 기능
1. 다양한 문서 양식
전자결재는 증명서, 회의록, 품의서 등 기본 문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DB 유닛을 활용해 기업 환경에 맞는 고유
양식도 간편하게 등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양식별로 결재자 지정
사용 양식 설정 시 양식에 맞는 결재선을 지정할 수 있어 매번 결재선을 설정하지
않는 간편한 기안하기가 가능합니다.
결재 포맷 문서는 결재와 합의의 결재 순서를 한꺼번에 설정(직렬/병렬, Drag&drop 방식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결재 진행 확인 및 알림 수신
내가 결재할 문서와 내가 기안한 문서의 결재 처리 과정을 PC 와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재 상황에 따라 설정한 알림을 통해 SMS/메일/메신저로 전자결재 관련 알림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4. 협의 요청
결재자는 문서를 결재하기 전에 협의가 필요해 보이는 문서는 협의 요청 기능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협의가 완료된 후 결재할 수 있습니다.
5. 전자 서명
개인 서명을 등록해 결재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결재 신청 방법
하이웍스 메일 이용 시 전자결재 Lite 가 제공됩니다. 전자결재 Lite 는 최대 100 건까지 무료로 전자결재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전자결재 100 으로 유료 전환이 가능하며, 전자결재 100 은 월
40,000 원(VAT 별도)입니다.
전자결재 100 은 전자결재 계정 수 100 개까지, 전자결재 용량은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전자결재 100 으로 전환 신청은 가비아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 가비아 > 하이웍스 서비스 정보 > 상품 정보 >
전자결재 전환]을 클릭해 진행하세요.
하이웍스 그룹웨어 이용 시에는 전자결재 100 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그룹웨어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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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재-합의 통합 설정 이해하기
하이웍스 전자결재에서는 결재-합의 통합 설정을 제공합니다. 결재와 합의의 결재 순서와, 순차 결재와 병렬
결재를 원하는대로 구성할 수 있어 회사 환경에 적합한 결재방식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재선 설정하기
1.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전자결재]를 클릭합니다.

2. [작성하기]를 클릭 후 결재 포맷의 양식을 선택한 다음 [결재선설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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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② 문서 종류에서 분류를 선택하고 [결재 포맷]의 양식을 클릭합니다.
③ [결재선설정]을 클릭합니다.
3. 결재선 설정 화면에서 결재자를 추가 및 삭제하거나 결재선을 변경 및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결재자 추가하기

① 단일 사용자를 선택 후 우측의 결재/합의를 클릭해 추가하면 순차 결재자로 추가됩니다.
② 복수 사용자를 선택 후 우측의 결재/합의를 클릭해 추가하면 같은 순서의 병렬 결재자로 추가됩니다.
③ 재무합의자는 "재무합의 포함"으로 설정된 양식에서만 추가할 수 있으며, 하나의 그룹만 생성 가능하고 순차
결재로 적용됩니다.
④ 참조자는 병렬로 적용되며 드래그 앤 드롭으로 노출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확인을 클릭해 결재선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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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자 삭제하기

① 추가된 결재자에 마우스 호버 후 [x] 버튼을 클릭하면 결재자가 삭제됩니다.
② 그룹 우측에 마우스 호버 후 [X] 버튼을 클릭하면 그룹과 그룹내 결재자가 일괄 삭제됩니다.

결재선 변경 및 이동 하기

① 사용자 이동: 추가된 결재자를 클릭한 후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해 다른 그룹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② 그룹 이동: 그룹을 이동하고 싶은 위치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그룹의 결재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그룹 결재 방식 변경: 추가된 그룹의 [결재]혹은 [합의]를 클릭하면 결재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20

4. 결재선 설정이 완료되면 작성과 보기 페이지에서 결재 순서가 표시됩니다.
결재자는 결재자끼리, 합의자는 합의자끼리 표시되며 보기 페이지에서는 우측 상단의 버튼을 통해 결재 순서
보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결재 순서 보이지 않음"이며 우측 상단의 버튼 클릭 시 결재 순서가
보입니다.

결재 동작 이해하기
문서가 기안되면 결재자와 합의자는 승인, 협의요청, 반려 처리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고, 사내 전자결재
규정에 따라 전결, 대결, 후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승인, 반려, 협의 요청 하기
결재자와 합의자는 승인, 협의 요청, 반려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은 해당 문서의 실행을 허락하는 것이고, 반려는 거부하여 기안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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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요청은 결재자가 보류 상태로 협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해당 의사 표현을 하면 기안자와 요청자의 대기
문서함으로 이동합니다. 협의 요청자가 다시 결재하거나 기안자가 문서 내용 변경을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 요청하면 결재 진행은 중단되지만, 상위 결재자가 선결하여 결재하면 협의 요청은 없어지고 후열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협의 요청 중에는 다른결재자가 협의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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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대결, 후결 하기
전결은 사안별 규정에 따른 정식 결재 권한을 받아 상위 결재자를 모두 대신해 승인하는 것으로, 전결로
처리하면 결재에 포함된 사람 모두가 결재 승인 완료되며, 합의자에게 결재 차례가 넘어갑니다.
전결은 제한 없이 모든 결재자에게 허용됩니다.

대결과 후결은 관리자가 설정해둔 결재 방식에 따라 허용 여부(전체 허용, 직전 결재자에게만 허용, 사용 안 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결로 처리된 대상까지 모두 결재 승인 완료되며, 합의자에게 결재 차례가 넘어갑니다.
후결은 최종 결재자가 부재중일 때 구두로 보고한 후 우선 기안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최종 결재자가 추후 승인해야 최종 결재 완료가 되지만, 나머지 결재 결재자는 결재 대기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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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결재자의 대결, 전결, 후결하기
최종 결재자가 병렬인 경우 중간 결재자가 전결 또는 대결 요청하면 모두 결재 완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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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직전 결재자는 병렬인 최종 결재자에게 모두 후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직전 결재자도 병렬이라면
모두 승인 처리하면서 후결 요청합니다.

만약 원하는 최종 결재자에게만 후결 요청하려면 본인 결재 후 원하는 최종결재자의 [확인]을 클릭해 후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직전 결재자도 병렬이라면 모두 승인 처리하면서 후결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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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열 처리하기
다른 결재자가 출장, 휴가 등 부재중이라면 우선 후열 처리하고 기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후열 처리된
결재자도 문서를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지만, 최종 결재자가 승인하여 결재가 종료된 경우 확인(열람)만
가능합니다.

① 문서 보기 화면에서 상단의 [후열처리]를 클릭합니다.
② 후열 처리 가능한 결재자 중 후열 처리할 사용자를 체크합니다.
③ [확인]을 클릭하여 후열 처리를 완료합니다.
후열 처리된 결재자는 후열 아이콘이 표시되어 다른 결재자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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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 결재 사용하기
2-1. 결재 문서 작성하기
(1) 기본 설정 및 결재선 설정하기

1. 오피스 홈에서 [전자결재]를 클릭합니다.

2. [작성하기]를 클릭해 기안할 문서의 기본 및 결재선을 설정하고 문서 종류 선택 후 보존 연한, 보안 등급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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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할 문서의 문서 상위 분류와 종류를 선택합니다. [문서보기]를 클릭 후, 문서 보기 레이어를 통해 문서
양식 설명을 확인하고 원하는 문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 상위 분류와 분류 내 양식 노출 순서, 양식
설명 설정은 [전자결재 > 관리자 설정 > 양식함 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문서에 맞는 보존 연한을 선택합니다. 관리자에 의해 보존 연한이 변경이 금지된 양식은 보존 연한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의 설정에 따라 보존 연한이 지난 문서는 삭제 상태가 되어 삭제 문서 목록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결재 > 관리자 설정 > 삭제 문서 목록]에서 복원하거나 완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문서에 맞는 보안 등급을 선택합니다. 설정한 보안 등급에 따라 문서에 대한 열람 권한이 생깁니다. 관리자에
의해 보안 등급 변경이 금지된 양식은 보안 등급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문서 보안 등급 중, A 등급과 B 등급에
대한 기본 열람 권한은 [전자결재 > 관리자 설정 > 기본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문서 종류를 선택하면 양식 생성할 때 설정했던 결재 포맷과 결재선이 노출됩니다.
각 결재선 우측 [+ 아이콘]을 클릭해 설정하거나, [결재선 설정]을 클릭 후 결재선 설정 레이어에서 조직도를
통해 결재선을 설정합니다.
저장해놓은 자주 쓰는 결재선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주 쓰는 결재선은 [전자 결재>설정]에서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재 포맷: 결재, 합의, 재무 합의, 참조 설정
결재 포맷 중에서 ‘결재’에 해당하는 문서 양식은 내부 결재 및 합의가 필요한 부서에 결재를 받을 때
사용합니다.
[결재선 설정]을 클릭 후 좌측의 조직 목록에서 이름 또는 조직을 체크해, [결재/합의/재무 합의/참조]를
선택하거나 우측에 생성된 결재선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결재선을 지정합니다. 결재선은 양식을 생성할 때
자동 결재선을 지정하면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결재선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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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합의의 결재 순서는 순차(세로 방향)와 병렬(같은 그룹 내 가로 방향)로 다수의 그룹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재무 합의는 한 개의 그룹으로 순차 결재만 가능합니다. 참조는 결재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결재는 부서 내에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합의는 다른 부서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합의자는 최종 직전 결재까지 끝난 후에 대기
상태가 됩니다. 다만, 관리자의 기본 설정 방식이 [합의 또는 처리 먼저 결재] 허용 상태라면 합의자는 예정
상태의 문서를 먼저 결재할 수 있습니다.
- 재무 합의는 재무나 회계 관련 부서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재무 합의자는 최종 직전 결재와
합의가 끝난 후에 대기 상태가 됩니다. 다만, 관리자의 기본 설정 방식이 [합의 또는 처리 먼저 결재] 허용
상태라면 재무 합의자도 예정 상태의 문서를 먼저 결재할 수 있습니다.

신청 포맷: 신청, 처리 설정
결재 포맷 중에서 ‘신청’에 해당하는 문서 양식은 내부 결재를 받고 처리 부서에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 신청 결재자는 부서 내에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양식을 생성할 때 자동 결재선을
지정하면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결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 결재자는 클릭 후 입력에서 검색을 통해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재 방향에 맞춰 결재 순서를
변경하거나 결재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결재자는 실질적으로 결재 문서에 포함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양식을 생성할 때 결재자를
지정해놓으면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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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결재자는 신청 결재가 끝난 후에 대기 상태가 됩니다. 다만, 관리자의 기본 설정 방식이 [합의 또는 처리
먼저 결재] 허용 상태라면 처리 결재자도 예정 상태의 문서를 먼저 결재할 수 있습니다.
- 참조자는 작성 페이지에서 클릭 후 입력을 통해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재 후 송신 포맷: 수신 설정
결재 포맷 중에서 ‘결재 후 송신’에 해당하는 문서 양식은 내부 결재가 완료된 후 다른 부서에 송신할 때
사용합니다.
- 결재자는 부서 내에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양식을 생성할 때 자동 결재선을 지정하면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결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결재자는 클릭 후 입력에서 검색을 통해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재 방향에 맞춰 결재 순서를 변경하거나
결재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부서에서 해당 문서의 내용을 알아야 할 때, 수신 또는 수신 참조자로 지정합니다.
- 수신과 수신 참조자는 작성 페이지에서 바로 클릭 후 입력을 통해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람 포맷: 회람 설정
결재 포맷 중에서 ‘회람’에 해당하는 문서 양식은 공유가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해당 문서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을 회람자로 지정합니다.
- 회람자는 작성 페이지에서 바로 클릭 후 입력을 통해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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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서 내용 입력 및 별첨하기

1. 오피스 홈에서 [전자결재>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문서 내용 입력
문서 종류를 선택하면 상세 입력 내용에 해당 문서 양식이 표시됩니다.
양식 생성할 때 에디터 내에 기본 입력된 내용이 있으면 작성 페이지에도 함께 노출됩니다.

파일 첨부
이용자 PC 에 저장된 파일을 [파일 첨부]를 클릭 후 선택하거나,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해 첨부하는 방식을
지원합니다. 전자결재 문서 한 건당 파일 첨부 최대 용량은 50MB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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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연결
문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문서와 관련된 전자결재 문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는 전자결재에서 결재 완료된 문서 중에 [선택]을 클릭하면 관련 문서로 포함됩니다. 기안자는 관련
문서의 열람 권한이 있는 문서만 연결할 수 있으며, 결재선의 다른 결재자들도 관련 문서의 열람 권한이 있어야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① 문서 검색창에 검색할 단어를 입력 후 검색하면 문서 번호, 제목, 기안자에서 해당 단어가 포함되는 문서를
검색합니다.
② 별 표시를 클릭해 관심 문서로 설정해 둘 수 있습니다.
③ [보기]를 클릭해 미리 별 표시를 해둔 관심 문서 또는 첨부파일이 존재하는 첨부 있음 문서를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파일 첨부 또는 관련 문서를 연결한 후에는 각 파일 우측 [X 아이콘]을 클릭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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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사용 페이지 활용하기

전자결재를 실제 사용하기 전에 기안, 결재 등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시험 사용 페이지와 DB 유닛으로 생성된
문서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험 사용 페이지에서 작성한 문서는 작성일로부터 30 일 후에 자동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하므로 유의해 주세요.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또는 전자결재 관리자는 [전자결재 > 관리자 설정 > 양식함 관리]에서 새로운 양식을
[시험 사용] 분류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하이웍스 제공 양식을 복사하여 사내 설정에 맞게 양식을 수정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오피스 홈에서 [전자결재>작성하기>시험 사용]을 클릭해 작성 페이지에서 양식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시험
사용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시험 사용 페이지
처음 시험 사용 페이지에는 하이웍스에서 추천한 양식(DB 양식을 활용한 공문, 재직 증명서 등)만 노출되며,
추가로 양식함 관리에서 [시험 사용] 분류로 지정한 양식과 관리자가 하이웍스 제공 양식에서 가져온 양식도
노출됩니다. 시험 사용 페이지에서 작성한 문서는 제목 앞에 [시험 사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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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사용 양식들은 [전자결재 > 관리자 설정 > 양식함 관리]에 노출되며, 사용 여부를 제외하고 양식명, 약칭,
결재 양식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험 사용 분류에 포함된 양식들은 사용 여부를 선택하지 않고, 무조건 사용 상태이며 일반 작성 페이지가 아닌
시험 사용 페이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B 양식 활용하기
DB 유닛을 포함한 문서 양식을 선택한 경우, 관리자가 설정한 DB 유닛 내용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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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전자결재 > 관리자 설정 > 양식함 관리]에서 DB 유닛이 포함된 문서를 생성할 때
결재 문서 보기 방식을 [입력 화면과 동일] 또는 [인쇄 서식과 동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입력 화면과 동일]을 선택한 경우 인쇄 서식을 [사용함] 또는 [사용 안 함]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쇄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자는 양식을 생성할 때 미리 인쇄 서식을 편집해 두어야 합니다.
해당 설정에 따라 문서 기안 시 입력 화면, 기안 후 결재를 하거나 보는 화면, 인쇄 화면이 다르게 표시됩니다.
아래 이미지는 DB 유닛 내용과 인쇄 서식을 다르게 설정한 경우의 예시 이미지입니다.

결재 문서 보기 방식이 [입력화면과 동일: 인쇄 서식 사용 안 함] 일 때 기안 시, 기안 후 보기 시, 인쇄 미리
보기 시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재 문서 보기 방식이 인쇄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자는 해당 양식을 생성할 때 인쇄 서식을 미리 편집해
두어야 합니다. 위 예시 이미지와 같이 DB 유닛 내용과 별도로 인쇄 서식을 편집한 경우, 각 페이지(기안, 기안
후 보기, 인쇄) 별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결재 문서 보기 방식이 [입력화면과 동일: 인쇄 서식 사용함] 일 때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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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문서 보기 방식이 인쇄 서식과 동일할 때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2-2. 결재하기
(1) 대기 문서 결재하기

문서가 기안되면 결재자와 합의자는 승인, 협의요청, 반려 처리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고, 사내 전자결재
규정에 따라 전결, 대결, 후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오피스 홈에서 [전자결재>진행 중인 문서>대기]를 클릭 후 처리할 문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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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서 내용을 확인 후 [결재]를 클릭해 의사를 표현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승인, 반려, 협의 요청 하기
결재자와 합의자는 승인, 협의 요청, 반려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은 해당 문서의 실행을 허락하는 것이고, 반려는 거부하여 기안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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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요청은 결재자가 보류 상태로 협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해당 의사 표현을 하면 기안자와 요청자의 대기
문서함으로 이동합니다. 협의 요청자가 다시 결재하거나 기안자가 문서 내용 변경을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 요청하면 결재 진행은 중단되지만, 상위 결재자가 선결하여 결재하면 협의 요청은 없어지고 후열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협의 요청 중에는 다른 결재자가 협의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전결, 대결, 후결 하기
전결은 사안별 규정에 따른 정식 결재 권한을 받아 상위 결재자를 모두 대신해 승인하는 것입니다.
전결로 처리하면 결재에 포함된 사람 모두가 결재 승인 완료되며, 합의자에게 결재 차례가 넘어갑니다.
전결은 제한 없이 모든 결재자에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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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과 후결은 관리자가 설정해둔 결재 방식에 따라 허용 여부(전체 허용, 직전 결재자에게만 허용, 사용 안 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결로 처리된 대상까지 모두 결재 승인 완료되며, 합의자에게 결재 차례가 넘어갑니다.
후결은 최종 결재자가 부재중일 때 구두로 보고한 후 우선 기안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최종 결재자가 추후 승인해야 최종 결재 완료가 되지만, 나머지 결재자는 결재 대기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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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결재자의 대결, 전결, 후결하기
최종 결재자가 병렬인 경우 중간 결재자가 전결 또는 대결 요청하면 모두 결재 완료 처리됩니다.

최종 직전 결재자는 병렬인 최종 결재자에게 모두 후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직전 결재자도 병렬이라면
모두 승인 처리하면서 후결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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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원하는 최종 결재자에게만 후결 요청하려면 본인 결재 후 원하는 최종 결재자의 [확인]을 클릭해 후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직전 결재자도 병렬이라면 모두 승인 처리하면서 후결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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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열 처리하기
다른 결재자가 출장, 휴가 등 부재중이라면 우선 후열 처리하고 기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후열 처리된
결재자도 문서를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지만, 최종 결재자가 승인하여 결재가 종료된 경우 확인(열람)만
가능합니다.

① 문서 보기 화면에서 상단의 [후열처리]를 클릭합니다.
② 후열 처리 가능한 결재자 중 후열 처리할 사용자를 체크합니다.
③ [확인]을 클릭하여 후열 처리를 완료합니다.
후열 처리된 결재자는 후열 아이콘이 표시되어 다른 결재자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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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 신청/처리, 수신, 회람하기

1.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하여 [전자결재]를 클릭합니다.

2. 합의, 재무 합의, 신청/처리 결재자는 [진행 중인 문서]의 [대기] 또는 [예정] 목록에서 결재할 수 있으며,
수신, 회람 결재자는 [진행 중인 문서]의 [확인] 목록에서 결재할 문서를 클릭해 결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재무 합의
합의자와 재무 합의자는 [대기] 목록에서 본인의 결재 차례의 문서를 결재할 수 있으며, 관리자의 문서 결재 방식
설정(합의 또는 처리 먼저 결재: 허용함 또는 허용 안 함)에 따라 그전에 [예정] 목록에서 조회 후 결재할 수도
있습니다. 반려 처리 기능은 관리자 결재 방식 설정(합의 반려: 허용함 / 허용 안 함)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재무 합의는 항상 반려를 허용합니다.
관리자의 결재 방식 설정 중 [같은 결재선 내에서 선결재]를 허용하지 않으면 상위 재무 합의자는 문서를 조회할
수 있어도 결재하지 못합니다. 합의자는 결재선 변경을 통해 참조자를 추가할 수 있으며, 재무 합의자는 재무
합의와 참조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정에서 합의/재무 합의자가 결재하는 경우는 승인/반려/협의 요청만
가능하며, 대결 및 후열 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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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리
신청과 처리는 별개의 결재선이므로 신청 결재가 완료된 후 처리 결재가 대기 상태로 됩니다.
처리 결재자도 합의자처럼 관리자의 문서 결재 방식 설정(합의 또는 처리 먼저 결재: 허용함 / 허용 안 함)에
따라 기안과 동시에 결재 [예정] 목록에서 문서를 확인하고 결재할 수 있지만, 관리자의 결재 방식 설정 중 [같은
결재선 내에서 선결재]를 허용하지 않으면 상위 결재자는 문서를 조회할 수 있어도 결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각 결재선 내에서만 결재선 변경과 전결, 후열, 후결, 대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결과 후결은 관리자의 문서
결재 방식 설정(대결/후결: 전체 허용 / 직전 결재자에게만 허용 / 사용 안 함)에 따라 사용 여부가 노출됩니다.

처리 결재자는 처리 결재자를 변경할 수 있지만 신청 결재자는 신청과 처리 결재자를 모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재자는 [신청]과 [처리] 우측 상단의[+ 아이콘]을 각각 클릭해 결재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재자는 [처리] 우측 상단의 [+ 아이콘]을 클릭해 결재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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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는 결재가 모두 완료된 후에 [확인] 목록에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처리한 문서는 [문서함>
수신] 목록으로 즉시 이동합니다.
수신자와 수신 참조자 옆 체크 표시를 통해 수신 확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회색 체크는 열람한 상태이며,
파란 체크는 [확인]을 클릭한 상태입니다. 체크 표시에 마우스를 올리면 열람 또는 확인 시간이 노출됩니다.
수신자는 보통 다른 부서나 지사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재 문서 내용만 확인할 수 있으며, 결재자들이나
결재자들이 남긴 의견이나 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회람
회람받은 문서는 [확인] 목록에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처리한 문서는 [문서함 > 회람/참조]
목록으로 즉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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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람자 옆 체크 표시를 통해 회람 확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회색 체크는 열람한 상태이며, 파란 체크는
[확인]을 클릭한 상태입니다. 체크 표시에 마우스를 올리면 열람 또는 확인 시간이 노출됩니다.
회람받은 문서는 수신받은 문서와 달리 결재 문서 내용과 결재자들이 남긴 의견이나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조
참조되어 확인해야 할 문서는 관리자의 문서 결재 방식 설정(참조 열람 시기 설정: 결재 시작 / 결재 완료)에
따라 [예정] 또는 [확인]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 또는 [확인] 목록에서 확인 처리한 문서는 [문서함 > 회람/참조] 목록으로 즉시 이동합니다
참조자 옆 체크 표시를 통해 참조 확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회색 체크는 열람한 상태이며, 파란 체크는
[확인]을 클릭한 상태입니다. 체크 표시에 마우스를 올리면 열람 또는 확인 시간이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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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한 모든 문서는 결재가 종료되기 전까지 [진행]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재가 정상 종료(완료)된
문서는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수신 문서 답장/회람하기

결재 후 송신 문서를 사용해 수신자에게 전달된 문서는 수신자가 수신받은 문서를 답장하거나 회람할 수 있으며,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오피스 홈에서 [전자결재>진행 중인 문서>확인]을 클릭해 처리할 문서를 클릭합니다.
이미 [확인] 처리 한 문서는 [문서함>수신]으로 즉시 이동하므로, 해당 문서함에서 문서를 클릭합니다.

문서 내용 상단의 [답장하기] 또는 [회람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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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장하기
수신자들은 수신 문서를 확인한 후 해당 문서를 발신한 사람과 원문서의 기안자에게 답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문서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문서 양식이 삭제되면 답장을 할 수 없습니다.
수신 문서는 관련 문서로 자동 첨부되며, 원문서의 최종 결재자가 수신자로, 기안자가 수신 참조로 자동
선택됩니다. 내용 작성 및 결재선 설정을 완료 후에는 [기안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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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람하기
수신자들은 수신 문서를 확인한 후 해당 문서를 관련자들에게 회람할 수 있습니다.
수신 문서의 본문 내용과 첨부 파일까지 원문으로 들어가며, 회람하는 문서의 제목을 새로 입력하거나,
파일/관련 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수신 문서의 내용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을 회람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용 작성 및 결재선 설정을 완료 후 [회람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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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 문서 선결하기

1. 오피스 홈에서 [전자결재>진행 중인 문서>예정]을 클릭 후 처리할 문서를 클릭합니다.

선결하면서 승인, 협의 요청, 반려
결재 예정 상태의 문서를 먼저 결재할 수 있습니다. 선결 또한 승인, 협의 요청, 반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하위 결재자는 자동으로 후열 상태가 됩니다.

최종 결재가 완료되지 않았으면 후열 처리된 결재자도 일반 결재와 동일하게 승인, 협의 요청, 반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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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상태의 결재 문서도 사안별 규정에 따라 전결로 처리하면 결재는 완료되지만, 모든 합의자/재무 합의자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결재 완료(종료)됩니다. 전결로 결재가 완료되면 이전 결재자는 후열 상태로 변경되어 확인만
할 수 있으며, 승인, 협의 요청, 반려 등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선결하면서 대결, 후결
관리자의 결재 방식 설정 중 [대결], [후결]을 허용(전체 허용, 직전 결재자에게만 허용)에 따라 결재자 또는 최종
직전 결재자는 예정 상태의 문서를 선결을 할 때 [대결] 또는 [후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결은 결재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결재를 진행할 때, 후결은 최종 결재자가 부재중일 때 구두로 보고한 후
우선 기안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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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결재 방식 설정 중 [대결], [후결] 전체 허용의 경우, 중간 결재자도 최종 직전 결재자까지 [후열] 처리를
진행해 최종 결재자를 [대결] 또는 [후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 화면에서 상단의 [후열처리]를 클릭한 후
최종 직전 결재자까지 체크해 후결처리 하면, 최종 결재자를 [대결] 또는 [후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직전 결재자가 선결 시, 대결 처리하면 결재는 완료되지만 모든 합의자/재무 합의자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결재 완료(종료)됩니다. 이때 자동으로 후열 처리된 하위 결재자는 확인만 할 수 있으며, 승인, 협의 요청, 반려
등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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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직전 결재자가 선결 시, 후결 요청을 하면 결재가 완료되진 않지만 합의자의 결재 대기 상태가 됩니다.
추후에 최종 결재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결재자는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지만, 후결 요청을 받은 사람 이후에 추가하면 후결 요청은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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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문서 미리 확인하기
참조 문서는 확인 여부에 따라 예정, 진행, 완료 순으로 이동합니다. 관리자의 참조 열람 시기 설정(결재 시작
또는 결재 완료)에 따라 참조자는 문서가 기안 된 시점부터 예정, 진행, 완료 목록에서 문서를 열람하거나,
결재가 완료된 후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회색 체크는 열람한 상태이며, 파란 체크는 [확인]을 클릭한
상태입니다. 체크 표시에 마우스를 올리면 열람 또는 확인 시간이 노출됩니다.

(5) 진행 중인 문서 목록 확인하기

진행 중인 문서 목록은 문서의 진행 상태에 따라 사용자가 작업해야 할 상황(전체/대기/확인/예정/진행) 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오피스 홈에서 [전자결재>진행 중인 문서]을 클릭 후 [전체], [대기], [확인], [예정], [진행] 중 확인할 메뉴를
클릭해 원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전체 문서함은 진행 중인 모든 문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상태별로 필터링할 수 있으며, 일괄 결재 및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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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서에서 입력한 의견 개수를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보기: 모든 문서 V]를 클릭해 문서의 상태(모든 문서, 대기, 예정, 진행, 확인) 별로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③ 구분은 기안/신청/결재/처리/합의/재무 합의/수신/회람/참조/협의 중 본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④ 상태는 결재의 상태를 안내해주는 항목으로, 완료는 결재 승인과 반려를 포함한 종료를 의미합니다.
대기
대기 문서함은 결재나 합의 순서가 되었거나 협의 요청된 문서들이 쌓이는 곳입니다. 관리자가 설정한 기간
이후로 결재하지 않은 문서들은 관련자들에게 빨간색으로 표시해줍니다.

① 구분은 결재/신청/처리/합의/재무합의/협의 중 해야 할 일을 안내해주는 항목입니다.
② 결재할 문서 좌측의 체크박스를 다중 선택 후 일괄 결재할 수 있습니다.
확인
확인 문서는 다시 확인이 필요한 문서들만 노출해줍니다. 내가 작성하거나 결재한 문서 중에서 반려된 문서,
결재 완료 후 참조 확인 대기 상태인 문서, 나를 대신하여 대결 완료된 문서, 수신 확인 대기 문서, 회람 확인
대기 문서가 쌓입니다.
- 수신 확인 대기 문서는 수신 또는 수신 참조에 포함된 문서 중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문서들을 말합니다.
- 회람 확인 대기 문서는 회람 목적으로 작성되었거나 수신 문서를 회람시킨 것 중에서 확인되지 않은 문서들을
말합니다.
- 수신과 회람은 수신 시작(결재가 완료)과 회람 시작(기안 작성 완료)됨과 동시에 확인에 쌓이고, 문서 확인을
하면 문서함에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서 내나 리스트에서 문서 [확인] 클릭 시 리스트에서 없어지며, 문서함에서 다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반려된 문서와 대결로 완료된 문서의 경우 문서를 클릭해서 내용을 보면 별도의 확인 처리 없이 문서함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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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분은 기안/결재/처리/합의/재무 합의/수신/회람/참조 중 본인의 행위를, 결과는 결재 결과를 안내해주는
항목입니다.
② 확인할 문서 좌측의 체크박스를 다중 선택 후 일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
예정 문서는 내가 받은 문서 중에서 내 결재 순서가 안된 문서(참조 포함)들을 말합니다. 구분은
결재/신청/처리/합의/재무/참조 중 해야 할 일을 안내해주는 항목입니다.

진행
진행 문서는 내가 올리거나 받은 문서 중에서 내 결재 순서를 지난 문서(참조 포함)들을 말합니다. 구분은
기안/결재/신청/처리/합의/재무/참조 중 내가 한 일을 안내해주는 항목입니다.

문서 검색 하기

① 목록 항목(문서 번호, 제목, 기안자, 기안일)을 클릭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문서
번호, 제목, 기안자의 표시 항목이 길어 목록에서 전체 글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목록 항목 우측 바를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해 선택 항목을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② 우측 상단 [문서 검색] 항목에 검색할 단어를 입력 후 키보드 Enter 를 누르거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해
전체(제목, 기안자, 기안 부서, 문서 번호, 문서 종류) 조건으로 문서를 검색합니다. 많은 데이터가 검색되는 경우,
[문서 검색] 항목에 검색할 단어를 입력 후 표시되는 조건(전체, 제목, 기안자, 기안 부서, 문서 번호, 문서 종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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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서 검색 > 상세검색]을 클릭하면 상세 검색 정보(제목, 기안자, 기안 부서,
문서번호, 문서 종류, 기안일, 문서 내용)를 설정해 자세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세 검색에서 문서 내용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문장 형식으로 검색됩니다.
③ [보기: 모든 문서 V]를 클릭해 문서 양식 이름 별로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6) 진행 문서 확인하기

진행 중인 문서의 결재 취소, 후열 처리, 대결/후결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오피스 홈에서 [전자결재>진행 중인 문서>진행]을 클릭 후 처리할 문서를 클릭합니다.

결재 취소
이미 승인한 문서도 상위 결재자의 결재 진행 전(대기) 상태에서는 결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재 취소는 결재자 본인이 이미 승인 처리한 문서를 다른 의사(반려, 협의 요청, 전결)로 변경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결재란의 결재 서명 이미지 우측 상단 [X 아이콘]을 클릭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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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열 처리
다른 결재자가 출장, 휴가 등 부재중이라면 우선 후열 처리하고 기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① 문서 보기 화면에서 상단의 [후열처리]를 클릭합니다.
② 후열 처리 가능한 결재자 중 후열 처리할 사용자를 체크합니다.
③ [확인]을 클릭하여 후열 처리를 완료합니다.
후열 처리된 대상자들은 최종 결재가 완료되기 전에 일반 결재와 동일하게 승인, 협의 요청, 반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완료된 후에는 결재가 종료되어 확인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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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후결 처리
관리자의 결재 방식 설정 중 [대결], [후결] 허용 여부에 따라 최종 직전 결재자가 아니어도 후열 처리를 통해
최종 결재자를 [대결]처리하거나 [후결]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결은 결재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결재를 진행할 때, 후결은 최종 결재자가 부재중일 때 구두로 보고한 후
우선 기안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대결], [후결] 전체 허용의 경우, 최종 직전 결재자가 아닌 사람은 진행 문서 상단의 [후열처리]를 클릭해 후열
처리할 대상자 좌측 체크박스를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해 후열 처리할 수 있으며 이후 최종 결재자를 [대결]처리
또는 [후결] 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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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후열 확인을 통해 대결한 경우, 결재에 대한 책임은 대결을 처리한 결재자와 대결 대상자 모두에게
있으며, 대결 된 대상은 [진행 중인 문서 > 확인]에서 문서를 확인해야 [문서함 > 결재]로 문서가 이동합니다.

후열을 통해 최종 결재자를 [후결] 처리하면, 중간 결재자들은 후열 대기 상태가 되며 최종 결재자는 결재 대기
상태가 됩니다.

병렬 결재자의 대결, 전결, 후결 처리
최종 결재자가 병렬인 경우 중간 결재자가 전결 또는 대결 요청하면 모두 결재 완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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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직전 결재자는 병렬인 최종 결재자에게 모두 후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직전 결재자도 병렬이라면
모두 승인 처리하면서 후결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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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원하는 최종 결재자에게만 후결 요청하려면 본인 결재 후 원하는 최종 결재자의 [확인]을 클릭해 후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직전 결재자도 병렬이라면 모두 승인 처리하면서 후결 요청합니다.

2-3. 결재 문서 변경하기
(1) 기안자 기안 취소, 내용 수정, 기안 복사하기

1. 오피스 홈에서 [전자결재>진행 중인 문서>진행]을 클릭 후 처리할 문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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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취소
기안자는 결재가 진행 중이면 언제든지 기안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안 취소는 관리자의 기안 취소 설정 방식(반려 처리 또는 문서 삭제)에 따라 문서 내용이 보존되거나
삭제됩니다.
기안 취소 설정 방식이 [반려 처리]인 경우, 기안자에 반려 표시가 되며 결재 반려와 같이 알림이 갑니다. 기안자
외 결재자들은 [진행 중인 문서 > 확인]에서 기안자는 [문서함 > 반려]에 기안 취소한 문서가 노출됩니다. 이
경우에 기안자는 문서함에서 확인 후 기안 문서를 복사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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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취소 설정 방식이 [문서 삭제]인 경우, 기안 기존 결재 내역 뿐만 아니라 문서 번호 자체가 삭제되어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내용 수정
기안자는 결재가 진행 중이면 언제든지 문서 내용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 종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상세
입력에 포함된 내용과 첨부 파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내용 수정을 하면 기존 결재 내역이 초기화되어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자에 의해 문서 양식이 삭제된 상태에도 내용 수정은 할 수 있습니다.

기안 복사
기안한 문서를 복사해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재선과 결재 양식 정보가 입력된 채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결재선에 설정된 사람의 조직이 변경되거나, 삭제된 경우 결재선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기안 복사는 진행 중인 문서(대기, 확인, 예정, 진행)와 문서함(기안, 결재, 회람/참조)의 지정된 모든 문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출 결의서, 수입 결의서, 송금요청 내역이 포함된 양식의 내용은 복사되지 않으며, 결재 후
송신 문서로 작성되어 수신된 문서는 기안 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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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재자 결재 문서 변경하기

1. 오피스 홈에서 [전자결재>진행 중인 문서>진행]을 클릭 후 처리할 문서를 클릭합니다. [진행 중인 문서>
대기]에서도 아래 내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 수정
결재자의 내용 수정은 결재가 진행 중이면 문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내용 수정을 하면 기존 결재
내역이 초기화되어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결재자의 문서 내용 수정은 관리자의 결재자 내용 수정 허용
상태에서 가능하며, 허용되지 않은 경우 결재자는 내용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에 의해 문서 양식이
삭제된 상태에도 내용 수정은 할 수 있습니다.

보존 연한/보안 등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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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금지로 설정된 양식이라면 기안자와 결재자가 보존 연한과 보안 등급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허용된 양식이라면 결재자와 합의자는 결재 진행 중에 보존 연한과 보안 등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존 연한은 결재 진행 중에 상향으로만 변경할 수 있으며 관리자의 설정에 따라 보존 연한이 지난 문서는 삭제
상태가 되어 관리자만 확인 가능한 삭제 문서 목록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결재>관리자 설정>
삭제 문서 목록]에서 복원하거나 완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보안 등급은 결재 진행 중에는 상향 및 하향 변경할 수 있고, 보안 등급에 따라 열람권한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재 완료 후에는 상향 변경만 할 수 있습니다.

별첨 변경
결재자와 합의자는 결재 진행 중에 관련 문서와 파일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첨부 파일 추가 및 삭제 설정에 따라 결재자가 파일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문서는 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본인이 추가한 것이 아니면 기안자 라도 삭제할 수 없으며, 일괄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압축
파일로 한꺼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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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는 작성 페이지와 같이 열람 권한이 있는 문서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에 열람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클릭 시 해당 문서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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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선 변경 가능 권한
결재선 변경은 결재 전/후 관계없이 변경할 수 있으나, 권한이 없으면 변경 아이콘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결재선 별 변경 가능 권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재: 결재자
- 합의: 결재자
- 재무 합의: 결재, 재무 합의자
- 참조: 결재(신청 및 처리 포함), (재무)합의, 참조자(보안 등급이 S 또는 A 이면 불가능)
- (수신)참조: 결재자(결재 완료 전까지만 가능)
- 신청: 신청 결재자
- 처리: 신청/처리 결재자 가능하지만, 신청 결재가 완료되면 처리 결재자만 가능합니다.
결재선 변경 정책
결재선 중 기안자 부분은 삭제 및 순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최종 결재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면
언제나, 누구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재선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은 이후로는 모두 결재 상태를 초기화하므로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와 같은 병렬 결재의 경우 결재 순서가 변경되어도 초기화하지 않으며,
신청/처리와 같은 순차 결재는 영향을 받은 이후로 초기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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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이력 남기기

1. 오피스 홈에서 [전자결재>진행 중인 문서 > 대기]를 클릭 후 처리할 문서를 클릭합니다. 의견이 있다면 문서
제목 우측에 숫자로 남겨진 의견의 숫자가 표시됩니다. 의견과 이력은 진행 중인 문서와 문서함에서 각 문서를
클릭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결재 문서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결재자는 댓글로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결재자가 의견을 남기면 문서에
포함된 사람에게 웹 알림이 갑니다. 결재(승인/협의 요청/반려)하면서 남긴 의견도 '의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의견만 삭제할 수 있으며, 관리자의 결재 의견 삭제 설정에 따라 본인 의견이라도
삭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결재 의견 삭제 설정이 허용함 상태라면 본인이 작성한 의견에 마우스
호버 시 표시되는 [X 아이콘]을 클릭해 의견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력
문서의 결재 및 변경 사항들의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력에 노출되는 사항은 기존 시스템 기록과 기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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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취소, 협의 요청, 반려, 후열 처리, 대결/후결 요청, 확인(참조/수신/회람)입니다. 시스템 기록이 남으면
기안자 및 결재자에게 웹 알림이 갑니다.

(4) 문서함 보기

1. 오피스 홈에서 [전자결재>문서함]을 클릭합니다. 문서함은 사용자의 행위별로 상세 메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672

전체
전체 문서함에는 결재(결재, 합의, 재무 합의, 신청, 처리) 문서+기안 문서+수신 문서+회람 문서+참조 문서+보안
등급에 의해 열람 권한이 있는 문서가 쌓입니다. 문서함은 결재 문서 목록과 같이 목록 타이틀(문서 번호, 제목,
기안자, 기안일, 완료일, 문서 종류)을 클릭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문서 번호, 제목,
기안자, 기안일, 문서 종류 표시 항목이 길어 목록에서 전체 글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목록 항목 우측 바를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해 선택 항목을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별 아이콘]을 클릭해 관심 문서 지정을 통해 원하는 문서만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보기: 모든 문서 V]를 클릭해 관심 문서, 첨부 있음, 문서 구분(기안, 결재, 수신, 회람/참조, 열람, 반려) 종류
별로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문서 선택 후 참조자 또는 회람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조자와 회람자는 해당 문서의 결재선에 참조자 또는
회람자가 있는 항목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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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검색을 통해 원하는 문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안/결재/수신/회람/참조/반려/임시 저장
기안 문서함에는 내가 기안한 문서 중 완료된 문서들이, 결재 문서함에는 내가 결재한 문서 중 완료된 문서들이
쌓입니다. 수신 문서함에는 내가 수신한 문서들이, 회람/참조 문서함에는 내가 회람/참조한 문서들이 쌓입니다.
반려 문서함에는 내가 기안했거나 결재한 문서 중에서 반려된 문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임시 저장 문서함에는
작성 페이지에서 임시 보관한 문서들을 조회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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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문서 인쇄하기
문서들은 결재 포맷별로 정해진 형태의 인쇄물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 옵션을 통해 출력물을 간소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2-4. 개인 설정하기

1. 오피스 홈에서 [전자결재>설정]을 클릭합니다.

쓰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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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안 시 사용하는 글꼴, 폰트, 줄 간격과 같은 기본 쓰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설정해둔 별도의
양식에 다른 쓰기 설정이 있다면, 해당 부분으로 이용됩니다.

읽기 설정
진행 중인 문서와 문서함에서 한 페이지에 노출될 목록 개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명 설정
승인 결재 이미지는 사용자 PC 에 저장해둔 이미지를 [파일 선택]을 클릭해 업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서명을 설정한 후 하이웍스에서 제공되는 기본 승인 이미지로 변경하려면 [기본으로 재설정]을 클릭합니다.

알림 상세 설정
각 조건에 따라 SMS, 메일, 메신저로 알림을 받을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림 수신 정보는 [인사관리 >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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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내 정보 관리]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알림 상세 설정의 [변경하기]를 클릭 시, [인사관리 > 인사 정보
> 내 정보 관리]로 이동합니다.

참조/회람/수신 확인 방식
참조/회람/수신자로 포함된 문서를 확인하는 방식을 설정합니다. [버튼]을 선택하면 해당 문서에서 버튼을
클릭해야 확인 상태가 되며, 열람 상태와 구분하여 표시됩니다. [열람]을 선택하면 문서 열람과 동시에 확인
상태가 됩니다.
설정을 완료 후 [저장]을 클릭해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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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쓰는 결재선
모든 결재 포맷들은 작성 페이지 내 결재선 설정 레이어에서 불러올 수 있는 자주 쓰는 결재선을 저장해놓을 수
있습니다. 결재선 이름과 결재 포맷을 선택하고 결재자를 지정해놓은 후 작성 페이지에서 해당 포맷이 포함된
문서를 선택하면 해당 결재자들을 불러와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재선추가]를 클릭 후 결재선명 입력 및 결재
포맷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결재 포맷의 경우, [재무합의 사용] 좌측 체크박스에 체크 시 합의란 우측에 재무 합의란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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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포맷으로 설정하는 경우 순차/병렬 결재선을 혼합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조직 목록에서 이름 또는 조직을 체크해 [결재/합의/재무 합의/참조]를 선택하거나, 우측에 생성된 결재선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결재선 지정 완료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청 포맷과 결재 후 송신 포맷의 경우 순차 결재선으로 진행 됩니다. 신청 포맷, 원하는 사용자를 선택하고
[ < > 아이콘]을 클릭해 우측 항목으로 이동시킵니다. 결재선 지정 완료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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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선에 설정된 사람의 계정이 삭제되거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 필요'로 확인되며, [수정]을 클릭해
결재자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결재선은 [삭제]를 클릭해 자주 쓰는 결재선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2-5. 관리자 설정하기
(1) 전자결재 관리자 지정하기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와는 별도로 전자결재 관리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결재 관리자의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결재 관리자 추가/삭제
- 기본 설정
(보안 등급별 열람 권한 설정, 문서번호 형식 설정, 선 결재 및 합의 반려 허용 설정, 참조 열람 시기 설정 등)
- 문서 양식 생성/수정/삭제 권한
- 전체 문서의 목록 확인
- 전체 문서 열람(선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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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문서 삭제/복원/백업 권한

1. 오피스 홈에서 [전자결재>관리자 설정>전자결재 관리자]에서 전자결재 관리자를 추가하거나, 추가된 전자결재
관리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전자결재 관리자 추가하기
[+관리자추가]를 클릭 후 전자결재 관리자로 지정할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면 조직과 직위가 표시됩니다.
전자결재 관리자로 지정할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 후 키보드 Enter 를 누르거나, 표시된 목록을 클릭합니다.
['지정한 사용자 이름' 추가하시겠습니까?] 알림 메지시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는 전자결재 관리자의 전체 문서 열람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문서 열람을 허용할
사용자 우측 [허용]을 체크 후, [열람 권한을 부여하시겠습니까?] 알림 메시지의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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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 관리자로 지정한 사용자 계정으로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해 [전자결재 > 관리자 설정] 메뉴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전체 문서 열람 권한이 허용된 전자결재 관리자는 [전자결재 > 관리자 설정 > 전체
문서 목록]에서 열람 권한이 없는 문서를 포함한 전체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결재 관리자 삭제하기
삭제할 전자결재 관리자 목록 우측 [삭제]를 클릭 후 [삭제하시겠습니까?]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2) 기본 설정하기

1. 오피스 홈에서 [전자결재>관리자 설정>기본 설정]을 클릭해 설정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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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등급별 열람 설정
문서의 보안 등급에 따라 자동으로 열람할 수 있는 직위 등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 등급은 결재 문서에
설정된 관련자들만 열람할 수 있으며 A 와 B 등급은 선택한 직위 등급에 따라 기본 열람 권한이 주어집니다.
보안 등급이 C 등급으로 설정된 문서는 모든 조직원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연 문서 표시
설정한 기간 이후에도 결재 종료가 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들의 진행 중인 문서 목록에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결재자들의 빠른 결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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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코드 설정 및 문서 번호 설정
문서 번호에 사용할 회사 코드를 설정합니다. 회사 이름이나 상징이 되는 코드로 설정합니다. 설정한 회사
코드를 활용하여 문서 번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규칙성 있는 문서 번호를 통해 결재 문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SMS 알림 설정
전자결재의 관련자로 포함된 문서가 도착/처리될 때 SMS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SMS 알림 기능을 [사용]
또는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림 사용 시, 기본 문구가 90 bytes 가 넘을 때 단문(SMS)으로 분할
발송 또는 장문(LMS) 발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존 연한 만료 후 삭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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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완료된 문서가 보존 연한이 만료된 후 삭제 상태로 변경되는 것의 허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허용함]을
선택하면 기안일부터 만으로 해당하는 연수의 다음 해 1 월 1 일을 기준으로 삭제 상태로 변경합니다.
삭제를 허용한 경우, [삭제 예정 문서 보기]를 클릭 후 나타나는 페이지(삭제 예정 문서)에서 삭제 상태로 변경될
문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삭제 예정 문서들은 선택 후 [삭제 예외 처리]를 클릭하시면 더는 자동 삭제되지 않으며, 관리자가 삭제해야 삭제
상태가 됩니다. 삭제된 문서들은 [전자결재 > 관리자 설정 > 삭제 문서 목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복원
또는 완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보존 연한 만료 후 삭제 설정을 [허용 안 함]으로 선택하면 보존 연한이
만료되어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보존 연한이 영구인 문서는 직접 삭제하지 않는 한, 삭제 문서가 되지 않습니다.

결재 방식 설정
같은 결재선 내에서 선결재, 합의 또는 처리 먼저 결재 허용 여부에 따라 상위 결재자 또는 합의자가 예정 상태
문서를 결재할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대결과 후결은 원칙적으로 최종 직전 결재자에게만 허용하지만, 전체
허용을 하면 후열 확인을 통해 대결이나 후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자의 반려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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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같은 결재선 내에서 선결재: 같은 결재선 내에서 예정 상태인 결재자의 선결재 허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허용함]을 선택하면 이전 결재자보다 먼저 결재할 수 있으며, [허용 안 함]을 선택하면 본인 차례에서만 결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설정은 결재, 재무 합의, 신청, 처리 결재선 내부의 선결재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② 합의 또는 처리 먼저 결재: 합의, 재무 합의자, 처리 결재자들이 기안자의 결재선보다 먼저 결재하는 것의
허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허용함]을 선택하면 합의와 재무 합의자, 처리 결재자는 예정 상태의 문서를 결재할 수 있습니다.
[허용 안 함]을 선택하면 '정해진 결재 순번' 또는 '신청 > 처리' 순으로만 결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결재선 내에서 선결재] 허용 여부에 따라 상위의 재무 합의자와 처리 결재자의 결재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대결: 결재자들의 대결 가능 여부를 설정합니다. 대결이란 하위 결재자가 최종 결재자 대신 결재하여 문서를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허용] 선택 시, 최종 직전 결재자가 아닌 사람도 후열 처리를 통해 대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전 결재자에게만 허용] 선택 시, 최종 직전 결재자만 대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안 함] 선택 시, 결재자 중 아무도 대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후결: 결재자들의 후결 가능 여부를 설정합니다. 후결이란 최종 결재자가 부재중일 때, 우선 기안을 집행하고
이후 최종 결재자의 승인 또는 반려를 받는 방식입니다.
[전체 허용] 선택 시, 최종 직전 결재자가 아닌 사람도 후열 처리를 통해 후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전 결재자에게만 허용] 선택 시, 최종 직전 결재자만 후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안 함] 선택 시, 결재자 중 아무도 후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합의 반려: 합의자의 반려 가능 여부를 설정합니다.
[허용] 선택 시, 합의자는 문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그 즉시 문서는 결재 종료됩니다.(재무 합의는 항상 합의 반려
'허용'입니다).
[허용 안 함] 선택 시, 합의자는 문서를 '승인'하거나 '협의 요청'만 할 수 있습니다. 협의 요청 시에는 결재 진행이
중단되며, 협의가 완료된 후 다시 합의자가 의사 표현을 해야 합니다.
참조 열람 시기 설정
참조자의 문서 열람 가능 시기를 설정합니다. [결재 시작]을 선택하면 참조자로 포함된 문서가 등록됨과 동시에
참조자는 예정에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상태에 따라 [예정>진행>확인] 또는 [문서함회람/참조]로 이동합니다.
[결재 완료]를 선택하면 참조자로 포함된 문서의 모든 결재 및 합의가 완료되었을 때 [확인]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설정은 변경된 이후에 작성된 문서부터 적용되며, 참조 열람 시기를 결재 완료로 선택한
경우에는 참조 알림을 결재 완료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추가 및 삭제 설정
결재 진행 중 또는 완료 문서의 첨부 파일 추가 및 삭제의 허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허용함]을 선택하면
결재자들이 언제든지 결재 문서에 첨부 파일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허용 안 함]을 선택하면
결재자들은 모든 결재 문서에 대해 첨부 파일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기안자 또한 내용 수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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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만 첨부 파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는 결재 진행 중과 완료 후에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기안 취소 설정
기안자가 기안 취소한 문서의 처리 방법을 설정합니다. [반려 처리]를 선택하면 기안자에 반려 표시가 되며, 결재
반려와 같이 알림이 가고 [확인] 및 [문서함>반려]에 노출됩니다. 이 경우에는 문서함에서 확인 후 기안을
복사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 삭제]를 선택하면 기안 취소 시 문서 자체가 삭제되며 복구되지
않습니다.
결재 의견 삭제 설정
결재 의견은 본인이 남긴 의견이라도 수정이 불가하며, 관리자 설정에 따라 삭제를 [허용함], [허용 안 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허용함]을 선택하면 문서 기안 후 하단에 기록할 수 있는 의견을 등록/삭제할 수 있습니다.
[허용 안 함]을 선택하면 문서 기안 후 하단에 기록할 수 있는 의견을 등록만 할 수 있고, 본인이 남긴
의견이라도 삭제할 수 없습니다.
2. 기본 설정을 변경 후 하단 [저장]을 클릭해 설정 사항을 저장합니다.

(3) 양식 생성하기

전자결재를 통해 문서를 기안하려면 미리 생성해둔 문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이웍스에서 기본 제공되는 문서를
이용하거나 기본 제공 양식 외에 관리자가 상황에 맞게 양식을 생성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오피스 홈에서 [전자결재>관리자 설정>양식함 관리]를 클릭해 문서 양식을 생성/관리할 수 있습니다.
[양식생성]을 클릭해 새로운 양식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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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정 항목을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① 분류: 양식의 상위 분류를 선택합니다.
② 사용 여부: [사용]을 선택 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 노출됩니다.
[미사용] 선택 시, 문서 작성 페이지에 해당 문서 양식을 노출시키지 않고 양식함에만 보관됩니다.
③ 양식명: 문서 양식 이름을 입력합니다. 양식명은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양식명은 한글/영어 무관
20 자로 제한됩니다.
④ 약칭: 약칭은 문서 번호에 활용되므로 짧을수록 보기에 좋습니다. 약칭명은 중복해 사용할 수 있지만
구분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약칭명은 한글/영어 무관 10 자로 제한됩니다.
⑤ 설명: 문서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⑥ 양식 규정의 [등록]을 클릭해 문서 사용 시 필요한 사내 규정을 입력합니다. 특정한 규정 없이 사용하는 경우
미등록 상태를 유지합니다.
⑦ 보존 연한: 문서 작성 페이지에서 노출할 보존 연한을 설정하고, 기안자와 결재자가 보존 연한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변경 금지] 좌측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관리자의 보존 연한 만료 후 삭제 설정에 따라 보존
연한이 지난 문서는 삭제 상태가 되어 삭제 문서 목록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결재 > 관리자
설정 > 삭제 문서 목록]에서 복원하거나 완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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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보안 등급: 문서 작성 페이지에서 노출할 보안 등급을 선택하고, 기안자와 결재자가 보안 등급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변경 금지]좌측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문서의 보안 등급에 따라 결재선 변경 및 열람
권한이 생깁니다. A 등급과 B 등급에 대한 기본 열람 권한은 [전자결재 > 관리자 설정 > 기본 설정]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⑨ 양식 ID: 양식 ID 는 외부 솔루션에 양식 연동에 필요한 기능으로, 작성 페이지나 외부 팝업에서 양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 내용 변조의 위험을 없애기 위한 설정입니다. 양식 생성이 완료된 후 양식 ID 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작성 페이지 및 팝업에서 사용 불가]를 선택하면 작성 페이지 및 외부 팝업에서 해당 양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작성 페이지 및 팝업에서 사용 불가' 양식의 경우 양식 ID 가 적용된 URL 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안 복사/수신 문서 답장, 임시 저장 문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결재 양식 > 설정]을 클릭해 결재 포맷을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① 결재: 결재, 합의, 참조자의 포맷이며, [재무합의 사용] 좌측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재무 합의자도 포맷에
추가됩니다.
업무 기획서처럼 결재자와 합의자가 필요한 경우 사용합니다.
② 신청: 신청, 처리, 참조의 포맷입니다.
물품 구매 요청 또는 휴가 신청과 같이 문서 내용에 대한 신청자와 처리자가 다른 경우 사용합니다.
③ 결재 후 송신: 결재, 참조(결재 참조), 수신, 수신 참조의 포맷입니다.
내부 결재가 완료된 후 수신자와 수신 참조자에게 송신되는 문서로, 주로 관련팀에서 결재 후 다른 부서에
송신할 때 사용합니다.
④ 회람: 회람 선을 사용하는 포맷입니다.
회의록처럼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내용 공유가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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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맷에 맞는 결재자를 지정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결재 포맷에서는 지정 결재자 또는 레벨로 결재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재 후 송신 포맷에서는 자동/수동 결재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람 포맷에서는 지정
회람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자동/레벨: 결재, 신청, 결재 후 송신 포맷에서 결재선과 신청선의 최종 결재선을 조직 등급(레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조직 등급(레벨)의 조직장이 최종 결재자로 지정되고, 그 하위 조직장들이 결재자로 자동
지정됩니다. 조직 등급과 조직장 설정은 [인사관리 > 인사관리 > 조직 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수동: 결재자 이름을 직접 입력해 사용자가 문서 작성 시, 지정 결재자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미입력 시, 기안자가 문서를 작성할 때 결재선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결재자 삭제 금지 항목에 체크 시, 해당 문서 양식을 사용할 때 지정된 결재자를 삭제할 수 없도록
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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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설정의 DB 유닛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DB 유닛을 사용하는 경우, 송금 요청 내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DB 유닛은 전자결재 관리자가 [전자결재 > 관리자 설정 > 양식함 관리 > DB 유닛]에 미리 등록해둔 자료를
토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B 유닛을 통한 문서 양식을 생성하는 경우 [사용]을 클릭하고, 해당 항목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을 클릭합니다.

DB 유닛 사용을 선택 후 [설정]을 클릭하면 미리 등록해둔 DB 항목 이름이 표시됩니다. 사용할 DB 항목을 클릭해
해당 유닛에 구성된 입력 항목을 미리 볼 수 있으며, [선택]을 클릭해 사용할 DB 유닛을 지정합니다.

DB 유닛을 선택하면, 결재 문서 보기 방식 설정 항목이 추가로 표시됩니다. 결재 문서 보기 방식은 [입력 화면과
동일] 또는 [인쇄 서식과 동일] 중에 결재 문서가 보이는 형태를 선택합니다. 결재 문서 보기 방식을 [입력
화면과 동일]을 선택한 경우, 인쇄 서식 사용 여부 항목이 추가로 표시됩니다.

결재 문서 보기 방식을 [인쇄 서식과 동일] 또는 [입력 화면과 동일 > 인쇄 서식: 사용]을 선택했다면
인쇄 서식 편집 좌측의 [각 항목]을 클릭해 인쇄 시 표시될 항목을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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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요청 내역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송금 요청 내역을 사용하는 경우, DB 유닛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송금 요청 내역은 전자결재 관리자가 미리 등록해둔 자료를 토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클릭해 송금
요청 내역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문서를 작성할 때 본문 하단에 선택한 송금 요청 내역을 입력하도록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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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요청 내역은 거래처에 송금을 요청 시 거래처의 계좌 정보와 송금액 등을 DB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송금 요청 내역 필요한 기본 자료는 [전자결재 > 회계 정보 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송금 요청 내역 사용하는 경우, 문서 기안 시 표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 내용을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해 설정한 양식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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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식함 관리하기
1. 오피스 홈에서 [관리자 설정 > 양식함 관리]를 클릭해 문서 양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분류설정]을 클릭해
양식의 상위 분류를 추가하거나 이름과 순서를 변경 후 [확인]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공통 분류는 삭제하거나 이
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① 분류 생성: 새로운 분류명을 입력 후 키보드 Enter 를 누릅니다.
② 분류명 수정: 수정할 분류명 클릭 후 나타나는 입력창에 새로운 분류명을 입력 후 키보드 Enter 를 누릅니다.
③ 분류 삭제: 삭제할 분류에 마우스 오버 시 표시되는 [X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④ 분류 순서 변경: 변경할 분류를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해 순서를 변경합니다.
⑤ 분류의 하위 양식 순서 변경 : 양식 순서를 변경할 분류의 우측 [톱니바퀴 모양 설정 아이콘]을 클릭
후, 양식을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해 순서를 변경합니다.
2. [사내전자결재규정]을 클릭 후 내용을 입력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사내에서 전자결재 문서를 작성할 때,
공통적으로 이용할 결재선 설정 방법과 위임 전결 규정 등을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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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내 전자결재 규정은 양식 내 규정과 함께 작성 페이지에서 해당 문서를 선택 후 [사내전자결재규정]을
클릭해 확인되며, 일반 사용자들이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하이웍스 제공 양식]을 클릭해 하이웍스에서 제공하는 문서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회사에 맞는
양식을 선택 후 [양식함으로 가져오기]를 클릭 시, 양식함 관리에 사용 상태의 '시험 사용' 분류 양식으로
추가됩니다. 양식함 관리에 가져온 하이웍스 제공 양식은 해당 양식명을 클릭해 확인 및 [양식 수정]을 클릭해
수정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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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식함 관리에서 원하는 양식을 선택 후 [사용으로전환] 또는 [미사용으로 전환] 또는 [삭제] 클릭해 양식의
사용상태를 일괄로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삭제해도 기존에 해당 양식으로 작성된 문서는 남아
있습니다.

6. 양식명이나 약칭을 직접 입력해 검색하거나 특정 분류를 선택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① 양식함 관리 목록 우측에 검색할 양식명 또는 약칭을 입력 후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키보드 Enter 를
누릅니다.
② 목록 항목(분류, 사용 여부, 양식명, 약칭, 설명)을 클릭해 오름 차순 또는 내림 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분류, 양식명, 약칭이 길어 목록에서 전체 글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목록 항목 우측 바를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해 선택 항목을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③ 목록 항목 상단의 [보기: 모든 분류 V]를 클릭 후 문서 분류(모든 분류, 직접 생성한 분류명) 별로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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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B 유닛 설정하기

여러 개의 DB 항목(텍스트 박스, 라디오 버튼, 드롭다운 등)을 조합하여 DB 유닛을 미리 설정해두면 전자결재
문서 양식 생성 시 설정해 둔 DB 유닛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오피스 홈에서 [전자결재>관리자 설정 > 양식함 관리 > DB 유닛]을 클릭합니다.

2. [유닛 생성]을 클릭해 유닛명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3. 좌측 '제공 입력 항목' 또는 '입력 항목'에서 문서 내용으로 입력할 항목을 클릭하면 우측에 선택한
항목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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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한 항목에 마우스를 올려 노출 순서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항목을 클릭해 상세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선택한 항목 앞의 [= 아이콘]을 클릭해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으로 노출 순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② 선택한 항목 우측 [X 아이콘]을 클릭해 사용할 항목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우측에 표시된 선택한 항목을 클릭하면 각 항목별 상세 설정 레이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인사정보]를 클릭하면 우측의 사용할 항목에 '이름 / 작성자 이름'이 표시됩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해 입력
방식(작성자 자동 입력, 이름 검색 입력)과 항목 선택(이름, 사번, 소속, 직위, 생년월일, 입사일, 직무, 이메일,
사내 전화, 휴대전화, 주소)을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하면 사용할 DB 가 순서대로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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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텍스트]를 클릭하면 우측의 사용할 항목에 '텍스트 / 텍스트 박스'가 표시됩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해 텍스트
이름(숨기기 선택사항), 설명(툴팁 노출 선택사항), 입력 가능 글자 수, 입력 값 유효성 체크(모든 값 허용, 숫자 +
영문만 허용, 이메일만 허용), 기본 값, 입력 박스 너비(PX, %), ID(API 용), 필수 입력(선택사항)을 선택 또는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7. [숫자]를 클릭하면, 우측의 사용할 항목에 '숫자 / 숫자 입력 박스'가 표시됩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해 숫자
이름(숨기기 선택사항), 설명(툴팁 노출 선택사항), 입력 가능 범위(천 단위 표시 선택사항), 소수점 자리 수, 기본
표시 값, 입력 박스 너비(PX, %), ID(API 용), 필수 입력(선택사항)을 선택 또는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8. [날짜]를 클릭하면, 우측의 사용할 항목에 '날짜 / 날짜 입력 박스'가 표시됩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해 날짜
이름(숨기기 선택사항), 설명(툴팁 노출 선택사항), 표시 형식(YYYY.MM.DD, YYYY 년 MM 월 DD 일, YYYY-MM-DD,
YYYY/MM/DD, MM 월 DD 일, MM/DD), 기본 값(생성일 선택사항), ID(API 용), 필수 입력(선택사항)을 선택 또는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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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간]을 클릭하면, 우측의 사용할 항목에 '시간 / 시간 선택 박스'가 표시됩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해 시간
이름(숨기기 선택사항), 설명(툴팁 노출 선택사항), 표시 형식(오전/오후 HH 시 MM 분, HH 시 MM 분, HH:MM
AM/PM, HH:MM:SS), 기본 값(생성 시간 선택사항), ID(API 용), 필수 입력(선택사항)을 선택 또는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10.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면, 우측의 사용할 항목에 '라디오 버튼 / 선택 항목 A B'가 표시됩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해 라디오 버튼 이름(숨기기 선택사항), 설명(툴팁 노출 선택사항), 세부 항목(A, B), 표시
형식(가로, 세로), ID(API 용), 필수 입력(선택사항)을 선택 또는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세부 항목 우측 [+ 추가]를 클릭해 라디오 버튼 선택 옵션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선택 항목(A, B 등)을 클릭 해
세부 항목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부 항목에 마우스를 올려 앞의 [= 아이콘]을 클릭해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으로 노출 순서를 이동하거나, 우측
[X 아이콘]을 클릭해 세부 항목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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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드롭 다운]을 클릭하면, 우측의 사용할 항목에 '드롭 다운 / 선택 항목 옵션 1'이 표시됩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해 드롭 다운 이름(숨기기 선택사항), 설명(툴팁 노출 선택사항), 세부 항목(옵션 1, 2), ID(API
용)를 선택 또는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세부 항목 우측 [+추가]를 클릭해 드롭 다운 선택 옵션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부 항목(옵션 1, 옵션 2 등)을 클릭
해 세부 항목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부 항목에 마우스를 올려 앞의 [= 아이콘]을 클릭해 드래그 앤 드롭으로 노출 순서를 이동하거나, 우측 [X
아이콘]을 클릭해 세부 항목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12. [긴 텍스트]을 클릭하면, 우측의 사용할 항목에 '긴 텍스트 / 텍스트 박스'가 표시됩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해 긴 텍스트 이름(숨기기 선택사항), 설명(툴팁 노출 선택사항), 기본 값, 입력 박스 너비(PX, %),
ID(API 용), 필수 입력(선택사항)을 선택 또는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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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에디터]을 클릭하면, 우측의 사용할 항목에 에디터 화면이 표시됩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해 에디터 이름(숨기기 선택사항), 설명(툴팁 노출 선택사항), 기본 쓰기 설정, 기본 값을 선택
또는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에디터를 사용하는 경우, 문서 기안 시 상단 툴을 활용해 결재 문서 본문의
폰트, 정렬, 이미지 첨부, 표 삽입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통한 고급 편집 기능 외 HTML/TEXT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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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설정 완료 후 상단 [저장]을 클릭해 설정 사항을 저장합니다.

15. 만들어진 유닛을 검색하거나 선택하여 일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유닛을 삭제하면 연결된 양식에도 영향이
있으며, 복구되지 않습니다.

① 유닛을 검색하려면 유닛명을 입력 후, 키보드 Enter 를 누르거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② 유닛을 삭제하려면 삭제할 유닛명 좌측 선택 박스에 체크 후 상단 [유닛 삭제]를 클릭합니다.

16. 만들어진 유닛을 수정/복사하려면 DB 유닛 관리 목록에서 해당 유닛명을 클릭 해 유닛 내용을 확인
후 상단의 [유닛 수정] 또는 [유닛 복사]를 클릭해 주세요. 같은 DB 항목이라도 다른 설정 값이라면 유닛을
복사하여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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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생성한 DB 유닛은 [전자 결재 > 관리자 설정 > 양식함 관리]에서 양식을 생성하거나 수정할 때, 사용할 DB
유닛 적용 후 이용해 주세요.

(6) 전체 문서 목록보기

1. 오피스 홈에서 [전자결재>관리자 설정>전체 문서 목록]을 클릭해 전자 결재의 전체 문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목록에서 내용을 확인할 대상 문서를 클릭해 문서의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문서
내용은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와 전체 문서 열람이 허용된 전자결재 관리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자, 회람자 추가하기
참조자/회람자는 해당 문서의 포맷에 참조자 또는 회람자가 있는 경우만 추가됩니다. 즉, 회람 문서 포맷은
참조자 영역이 없으므로 회람자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참조자/회람자는 문서의 결재 진행 및 확인
상태에 따라 [예정 > 진행 > 확인] 또는 [문서함-회람/참조]에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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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 문서를 선택 후 [참조자 추가] 또는 회람자 추가]를 클릭합니다.
② 추가할 참조자나 회람자 이름을 입력 후 키보드 Enter 를 누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삭제 문서 목록으로 보내기
문서 삭제는 삭제할 문서의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상단 [삭제]를 클릭합니다. 삭제는 결재 완료 또는 반려된
문서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 상태로 전환하면 일반 사용자들의 문서함에는 문서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삭제된 문서는 [관리자 설정 > 삭제 문서 목록]에서 복원하거나 완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문서 검색하기
문서를 [문서 검색]에서 단어를 입력해 검색하거나 항목 별 오름/내림 차순 검색, 결재 진행 상태 별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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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측 상단 [문서 검색] 항목에 검색할 단어를 입력 후 키보드 Enter 를 누르거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해
전체(제목, 기안자, 기안 부서, 문서 번호, 문서 종류) 조건으로 문서를 검색합니다.
많은 데이터가 검색되는 경우, [문서 검색] 항목에 검색할 단어를 입력 후 표시되는 조건(전체, 제목, 기안자, 기안
부서, 문서 번호, 문서 종류)을 클릭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서 검색 > 상세검색]을 클릭하면 상세 검색 정보(제목, 기안자, 기안 부서, 문서 번호, 문서 종류, 기안일, 문서
내용)를 설정해 자세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 검색 조건은 에디터 내부에 작성된 내용만 검색되며,
지출결의서, DB 유닛 등에 포함되어있는 DB 항목 타이틀과 내용은 검색 대상이 아닙니다.
② 목록 항목 상단의 [보기: 모든 상태 V]를 클릭 후 문서의 진행 상태(모든 문서, 결재 중, 결재 완료,
반려) 별로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③ 목록 항목(문서 번호, 제목, 기안자, 기안일, 완료일)을 클릭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문서 번호, 제목, 기안자의 표시 항목이 길어 목록에서 전체 글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목록 항목 우측
바를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해 선택 항목을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7) 삭제 문서 목록보기

1. 오피스 홈에서 [전자결재 > 관리자 설정 > 삭제 문서 목록]을 클릭해 전자 결재의 삭제 문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목록에서 내용을 확인할 대상 문서를 클릭해 문서의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문서
내용은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와 전체 문서 열람이 허용된 전자결재 관리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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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완전 삭제하기
복원 또는 완전 삭제할 문서의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복원] 또는 [완전삭제]를 클릭합니다. 삭제된 문서를
복원하면 일반 사용자들의 문서함에 복구되며, 보존 연한 만료 후 삭제된 문서의 경우 매년 자동 삭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서 검색하기
707

문서를 [문서 검색]에서 단어를 입력해 검색하거나 항목 별 오름/내림 차순 검색, 결재 진행 상태 별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① 우측 상단 [문서 검색] 항목에 검색할 단어를 입력 후 키보드 Enter 를 누르거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해
전체(제목, 기안자, 기안 부서, 문서 번호, 문서 종류) 조건으로 문서를 검색합니다.
많은 데이터가 검색되는 경우, [문서 검색] 항목에 검색할 단어를 입력 후 표시되는 조건(전체, 제목, 기안자, 기안
부서, 문서 번호, 문서 종류)을 클릭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서 검색 > 상세검색]을 클릭하면 상세 검색 정보(제목, 기안자, 기안 부서, 문서 번호, 문서 종류, 기안일, 문서
내용)를 설정해 자세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 검색 조건은 에디터 내부에 작성된 내용만 검색되며,
지출결의서, DB 유닛 등에 포함되어있는 DB 항목 타이틀과 내용은 검색 대상이 아닙니다.
② 목록 항목 상단의 [보기: 모든 삭제 사유 V]를 클릭 후 문서의 삭제 사유(모든 삭제 사유, 보존 연한 경과,
관리자에 의한 삭제) 별로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③ 목록 항목(문서 번호, 제목, 기안자, 기안일)을 클릭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문서
번호, 제목, 기안자의 표시항목이 길어 목록에서 전체 글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목록 항목 우측 바를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해 선택 항목을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8) 문서 백업하기

전자결재 문서는 문서 상태(결재 중, 결재 완료, 삭제, 전체)에 따라 백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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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 홈에서 [관리자 설정 > 문서 백업]을 클릭 후 백업할 항목 우측 [백업]을 클릭합니다. 백업 클릭
시 백업 파일 수집이 시작됩니다.

2. 기간 선택(전체 기간 또는 기간 지정: 1 개월, 6 개월, 1 년, 직접입력), 기안자 지정 여부, 백업 안내 메일 주소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백업이 시작됩니다. 백업이 완료되면 백업 신청 시 입력한 백업 안내 메일 주소로
[요청하신 전자결재의 백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제목의 알림 메일 받을 수 있습니다.

3. 문서 백업이 완료되면 [전자결재 > 관리자 설정 > 문서 백업 > 백업 확인 > 다운로드]를 클릭해 사용자
PC 에 다운로드하여 압축해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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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서 백업은 관리자만 가능하며, 모든 관리자의 백업 이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 설정 > 문서 백업 > 백업 이력]에서 백업 문서 다운로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백업 중: 최대 24 시간이 소요되며, 준비가 완료되면 백업할 때 작성하신 안내 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② 백업 취소(관리자 ID): 백업 파일 수집 중에 [취소]를 클릭해 백업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취소한 관리자 ID 가
함께 표시됩니다.
③ 백업 완료: 백업 완료되었으나, 다운로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④ 다운로드 완료: 백업 완료된 파일을 관리자 PC 에 다운로드한 상태입니다.
⑤ 삭제(관리자 ID): 수집된 백업 파일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삭제한 관리자 ID 가 함께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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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회계 정보 관리
(1) 기본 정보 설정하기
하이웍스 기본 제공 양식 중 지출 결의서와 관리자가 생성한 양식에 송금 요청 양식이 포함된 문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계 정보 관리에 먼저 기본 데이터가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회계 정보 관리는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
자) 또는 전자결재 관리자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오피스 홈에서 [회계 정보 관리>기본 정보]를 클릭합니다.

직원 계좌
한 아이디당 하나의 계좌번호만 등록할 수 있으며, 은행명이나 계좌번호는 일정한 방식으로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계좌추가]를 클릭해 지출자에게 송금해줄 계좌를 등록합니다. 클릭 후 입력에서 직원 이름을
검색한 후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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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을 클릭해 직원을 변경하거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사용자의 아이디는
표시되지 않으며, 퇴사한 직원의 계좌는 [삭제]를 클릭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계좌일괄등록]을 클릭해 엑셀 파일로 계좌 정보를 일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샘플 다운로드]를 클릭해 등록 양식
샘플을 사용자 PC 에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고 [불러오기]를 클릭해 등록하세요.

계좌 일괄 등록 엑셀 파일에 입력하는 정보는 아이디, 은행명, 계좌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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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오기를 통해 업로드된 내용이 양식에 맞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정보는 빨간 글씨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 파일에서 직접 수정한 후, 다시 [불러오기]를 클릭해 정보를 확인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직원 법인 카드
한 아이디에 여러 개의 카드를 등록할 수는 있어도 카드 번호는 중복될 수 없습니다. [+ 법인카드추가]를 클릭해
지출자가 사용할 법인 카드를 등록합니다. 클릭 후 입력에서 직원 이름을 검색한 후 카드 회사와 카드 번호를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수정]을 클릭해 직원을 변경하거나 카드 회사와 카드 번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사용자의 아이디는 표시되지 않으며, 퇴사한 직원의 법인카드는 [삭제]를 클릭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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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일괄등록]을 클릭해 엑셀 파일로 카드 정보를 업로드하여 일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샘플 다운로드]를
클릭해 등록 양식 샘플을 사용자 PC 에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고 [불러오기]를 클릭해 등록하세요.

카드 일괄 등록 엑셀 파일에 입력하는 정보는 아이디, 카드 회사, 카드 번호입니다.

불러오기를 통해 업로드된 내용이 양식에 맞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정보는 빨간 글씨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 파일에서 직접 수정한 후, 다시 [불러오기]를 클릭해 정보를 확인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714

지출 회계 기준
가비아에서 제공되는 기본 양식 중 지출 결의서를 작성할 때 사용할 회계 기준을 월별, 일별, 사용자 지정
중에서 선택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 월별 회계 기준은 지출 결의를 작성할 때 해당하는 월 내에서만 지출 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별 회계 기준은 회계 기준일(1 일~31 일, 마지막 날)을 선택해 특정 일자를 설정해 놓으면 작성할 때 지정된
일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출 일자는 회계 기준과 무관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지정은 사용자가 문서 작성할 때마다 회계 기준일을 선택하며, 회계 기준과 무관하게 지출 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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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회계 기준
가비아에서 제공되는 기본 양식 중 수입 결의서를 작성할 때 사용할 회계 기준을 월별, 일별, 사용자 지정
중에서 선택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 월별 회계 기준은 수입 결의서를 작성할 때 해당하는 월 내에서만 지출 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별 회계 기준은 회계 기준일(1 일~31 일, 마지막 날)을 선택해 특정 일자를 설정해 놓으면 작성할 때 지정된
일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수입 일자는 회계 기준과 무관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지정은 사용자가 문서 작성할 때마다 회계 기준일을 선택하며, 회계 기준과 무관하게 수입 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송금 요청일
송금 요청 양식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할 송금 요청일을 지정, 미지정 중에서 선택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송금 요청일을(1 일~31 일, 마지막 날)을 선택해 특정 일자를 지정해 놓으면 사용자가 문서를 작성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송금 요청일을 지정해놓지 않으면 사용자가 작성할 때마다 송금 요청일을 직접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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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드 관리하기

1. 오피스 홈에서 회계 정보 관리>코드관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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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 거래처추가]를 클릭해 송금 요청 또는 지출 결의서에 사용할 거래처를 등록합니다. 계좌번호는 중복될 수
없으며, 은형명이나 계좌번호는 일정한 방식으로 입력, 코드와 거래처명 사내에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 내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미사용 코드로 설정하면 문서를 작성할 때 검색되지 않습니다.

[수정]을 클릭해 거래처의 다른 정보는 변경할 수 있지만, 코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거래처는
[삭제]를 클릭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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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일괄등록]을 클릭해 엑셀 파일로 거래처 정보를 일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샘플 다운로드]를 클릭해 등록 양식 샘플을 사용자 PC 에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고 [불러오기]를 클릭해
등록하세요.

일괄 등록 엑셀 파일에 입력하는 정보는 코드, 거래처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사용 여부입니다.

불러오기를 통해 업로드된 내용이 양식에 맞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정보는 빨간 글씨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 파일에서 직접 수정한 후, 다시 [불러오기]를 클릭해 정보를 확인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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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계정과목추가]를 클릭해 지출 결의서에서 사용할 계정과목을 등록합니다.
코드와 계정과목명은 중복될 수 없으며, 코드와 계정과목은 사내에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 내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미사용 코드로 설정하면 문서 작성할 때 검색되지 않습니다.

[수정]을 클릭해 계정과목명은 변경할 수 있지만, 코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은
[삭제]를 클릭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일괄등록]을 클릭해 엑셀 파일로 거래처 정보를 일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샘플 다운로드]를 클릭해 등록 양식 샘플을 사용자 PC 에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고 [불러오기]를 클릭해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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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등록 엑셀 파일에 입력하는 정보는 코드, 계정과목명, 사용 여부입니다.

불러오기를 통해 업로드된 내용이 양식에 맞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정보는 빨간 글씨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 파일에서 직접 수정한 후, 다시 [불러오기]를 클릭해 정보를 확인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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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센터
[+ 코스트센터터추가]를 클릭해 지출 결의서에서 사용할 지출부서를 등록합니다.
코드는 중복될 수 없으며, 코스트센터는 사내의 인사관리의 조직(소속)과 같을 수 있습니다. 즉 비용 귀속 부서
또는 원가 관리 단위입니다. 미사용 코드로 설정하면 문서 작성할 때 검색되지 않습니다.

[수정]을 클릭해 코스트센터명은 변경할 수 있지만, 코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코스트센터는
[삭제]를 클릭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센터일괄등록]을 클릭해 엑셀 파일로 거래처 정보를 일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샘플 다운로드]를 클릭해 등록 양식 샘플을 사용자 PC 에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고 [불러오기]를 클릭해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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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등록 엑셀 파일에 입력하는 정보는 코드, 부서, 사용 여부입니다.

불러오기를 통해 업로드된 내용이 양식에 맞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정보는 빨간 글씨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 파일에서 직접 수정한 후, 다시 [불러오기]를 클릭해 정보를 확인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3) 데이터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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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 홈에서 [전자결재>회계 정보 관리>데이터 조회]를 클릭합니다.

지출 결의
하이웍스 제공 양식에서 지출 결의서를 가져와 편집하여 작성한 문서들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목록 타이틀(문서번호, 구분, 회계 기준일, 지출자, 결재 상태)을 클릭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문서 번호, 지출자, 계정과목, 금액 표시 항목이 길어 목록에서 전체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목록
항목 우측 바를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해 선택 항목을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보기: 모든 문서 V]를 클릭해 양식명 별로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상세 검색을 통해 원하는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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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상단 [엑셀 아이콘]을 클릭해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회계 프로그램과 편리하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송금 요청
지출 결의서 내 거래 내역과 송금 요청 양식이 포함된 문서들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목록 타이틀(문서번호, 작성자, 거래처, 구분, 송금 요청일, 결재 상태, 송금 상태)을 클릭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 작성자, 거래처, 송금액, 송금 요청일 표시 항목이 길어 목록에서
전체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목록 항목 우측 바를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해 선택 항목을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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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모든 문서 V]를 클릭해 양식명 별로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상세 검색을 통해 원하는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엑셀 아이콘]을 클릭해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회계 프로그램과 편리하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별 송금 상태(송금 대기, 송금 요청 완료, 송금 완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 좌측 체크박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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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해 여러 데이터의 송금 상태 값을 일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송금 상태는 실제 송금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회계 담당자가 상태 값을 수동으로 변경해야 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수입 결의
하이웍스 제공 양식에서 수입 결의서를 가져와 편집하여 작성한 문서들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목록 타이틀(문서번호, 회계 기준일, 결재 상태)을 클릭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문서 번호, 계정과목, 금액 표시 항목이 길어 목록에서 전체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목록 항목 우측 바를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해 선택 항목을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보기: 모든 문서 V]를 클릭해 양식명 별로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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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검색을 통해 원하는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엑셀 아이콘]을 클릭해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회계 프로그램과 편리하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4) 회계 관련 문서 활용하기
하이웍스 기본 제공 양식 중 지출 결의서와 관리자가 생성한 양식에 송금 요청 양식이 포함된 문서를 기안할 때,
입력할 내용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당 양식을 사용하려면 관리자가 [전자결재 > 회계 정보 관리]의 기본 설정(직원
계좌, 직원 법인 카드, 회계 기준, 송금 요청일)과 코드 관리(거래처, 계정과목, 코스트센터)에 먼저 정보를 등록
완료해야 합니다.

1. 오피스 홈에서 [전자결재>작성하기]를 클릭 후 지출 결의서/수입 결의서(하이웍스 제공 양식 기반) 또는 송금
요청 항목이 포함된 문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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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결의서
하이웍스 제공 양식에서 제공되는 지출 결의서를 가져와 편집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웍스에서 제공하는 지출 결의서는 신청 포맷으로 제공됩니다. 양식의 내용 입력 방식은 변경할 수 없으며,
기본 설정과 결재선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 회계 기준을 조합하여 제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729

회계 기준 월은 관리자가 [전자결재 > 회계 정보 관리 > 기본 정보 > 회계 기준]에서 [월별]로 설정한 경우에
선택하며, [일별] 또는 [사용자 지정]인 경우 회계 기준일로 선택합니다.
회계 기준이 [월별]로 설정되었다면 해당하는 월 내에서만 지출 일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일별] 또는 [사용자
지정]이라면 언제든 지출 일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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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내역의 계정 과목과 코스트센터는 코드 관리에 등록된 정보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지출 결의서 작성 시 개인/법인 구분, 회계 기준, 지출자를 변경하면 입력한 거래 내역이 초기화되므로 새로운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 입력 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목록 타이틀(계정과목, 지출일자, 코스트센터, 금액, 거래처,
적요)을 클릭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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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미지는 지출 결의서 기안 완료 후 보기 페이지입니다. 코스트센터와 거래처에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하는
코드와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지출 결의서
개인 지출 결의는 지출자의 다양한 결제 수단의 지출 내용을 확인한 후 계좌로 송금하기 때문에 먼저 [전자결재
> 회계 정보 관리 > 기본 정보 > 직원 계좌]에 등록돼있어야 합니다.
기안자에 등록된 계좌가 있으면 기본으로 지출자가 되며, 없으면 계좌가 등록된 지출자를 검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출자에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관리자에게 등록을 요청해 주세요.
증빙 종류가 세금 계산서와 현금 영수증인 경우에만 세액이 필수 입력 항목이며, 공급가액에 의해 자동
입력되지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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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종류가 일반 영수증, 개인카드, 기타이면 거래처를 직접 입력하지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이면
[전자결재 > 회계 정보 관리 > 코드 관리]에 등록된 거래처만 검색 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적요는 필수 입력 항목이며, 증빙 종류가 현금 영수증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법인 지출 결의서
법인 지출 결의는 지출자의 법인 카드로 지출한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먼저 [전자결재 > 회계 정보 관리 >
기본 정보 > 직원 법인 카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자에 등록된 카드가 있으면 기본으로 지출자가 되며,
없으면 카드가 등록된 지출자를 검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출자에 카드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관리자에게 등록을 요청해 주세요.

거래 내역 추가 방식은 개인과 동일하며, 세액과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 입력 항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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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결의서
하이웍스 제공 양식에서 제공되는 수입 결의서를 가져와 편집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웍스에서 제공하는 수입 결의서는 신청 포맷으로 제공됩니다. 양식의 내용 입력 방식은 변경할 수 없으며,
기본 설정과 결재선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 기준 월은 관리자가 [전자결재 > 회계 정보 관리 > 기본 정보 > 수입 회계 기준]에서 [월별]로 설정한
경우에 선택하며, [일별] 또는 [사용자 지정]인 경우 회계 기준일로 선택합니다.
회계 기준이 [월별]로 설정되었다면 해당하는 월 내에서만 지출 일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일별] 또는 [사용자
지정]이라면 언제든 지출 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모두 작성 후, 회계 기준 월/일을 변경하면 입력한 거래 내역이 초기화되므로 새로운 수입 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총괄 적요에 전체 거래 내역의 요점이나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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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내역의 계정 과목과 코스트센터는 코드 관리에 등록된 정보를 검색하여 입력하여 입력합니다. 거래처는
검색 또는 직접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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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내역 입력 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목록 타이틀(계정과목, 수입일자, 코스트센터, 금액, 거래처,
적요)을 클릭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수입 결의서 기안 완료 후 보기 페이지입니다. 코스트센터와 거래처에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하는
코드와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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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요청 품의서
관리자가 생성한 양식에 송금 요청 내역 항목이 포함되어있다면, 사용자가 문서를 작성하면 송금 요청 데이터가
쌓입니다. 정기 거래처의 경우 [전자결재 > 회계 정보 관리 > 코드 관리]에 등록된 정보를 검색해 입력하며,
거래처를 선택하면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거래처의 계좌 정보를 확인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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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송금 요청일을 지정해 놓으면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지정해놓지 않으면 기안자가 작성할 때마다
오늘 이후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비정기 거래처는 회계팀에게 승인받은 때에만 임의로 거래처 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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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요청 내역 입력 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송금 요청 내역이 포함된 문서 기안 완료 후 보기 페이지입니다. 비정기 거래처는 작성 및 보기
페이지에서 별표로 표시됩니다.

740

741

메신저
메신저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메시지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률이 증가하며 PC 메신저부터 모바일 메신저까지, 메신저는 메일보다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비즈니스에서 반드시 필요한 솔루션입니다.
그중에서도 업무용 메신저는 기업 내부에서 오고 가는 대화 기록 및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 및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신저 기능
1. 빠르고 편리한 사내 커뮤니케이션
업무용 메신저는 조직도를 기반으로 사용자 리스트를 세팅해 사용자의 부서/직위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온/오프라인, 부재중 상태 확인 가능
사용자의 메신저 접속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업무상 커뮤니케이션이 편리해집니다.

3.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는 협업
PC 메신저와 모바일 메신저의 뛰어난 호환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신청 방법
하이웍스 메신저는 메일 또는 그룹웨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오피스가 생성되어 있다면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PC 메신저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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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신저 설치하기
하이웍스 메신저는 무료 다운로드 후 이용이 가능하며, 아래 OS 에서 메신저 설치 및 이용을 권장합니다.
- Vista(32/64bit), Windows 7(32/64bit), Windows 8(32/64bit), Windows 8.1(32/64bit), Windows 10(32/64bit), Mac

PC 메신저 설치하기
1. 하이웍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의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2. [다운로드 > PC 메신저 (Windows 또는 Mac)]를 클릭합니다. 메신저 설치 파일을 실행 또는 PC 에 저장한 후
설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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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② 메신저의 [PC 버전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③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 또는 [저장]을 클릭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3. 메신저 설치를 완료했다면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해 로그인합니다.

① 전용 오피스 사용자는 아이디를 이메일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예) gabia@gabiaedu.com
②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자주 사용하는 계정일 경우, [아이디 저장] 또는 [자동 로그인]을 클릭해 사용 가능합니다.
④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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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 설치하기(아이폰)
1. 아이폰의 App Store 를 실행합니다.
2. [검색]을 클릭해 ‘하이웍스 메신저’를 검색합니다.
3. [받기]를 클릭해 하이웍스 모바일 메신저를 다운로드합니다.

4. 메신저 설치를 완료했다면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해 로그인합니다.

① 전용 오피스 사용자는 아이디를 이메일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예) gabia@gabiaedu.com
②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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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 설치하기(안드로이드폰)
1. 안드로이드폰의 Play Store 를 실행합니다.
2. [검색]을 클릭해 ‘하이웍스 메신저’를 검색합니다.
3. [설치]를 클릭해 하이웍스 모바일 메신저를 다운로드합니다.

5. 다음 항목 사용 내용을 확인 후 [동의]를 클릭합니다.

6. 메신저 설치를 완료했다면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해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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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용 오피스 사용자는 아이디를 이메일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예) gabia@gabiaedu.com
②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메신저 사용하기

2-1. 기본 설정
(1) 내 프로필/상태 변경하기

1. 하이웍스 메신저에 로그인합니다.

① 하이웍스 계정 이메일 주소 전체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② 아이디 저장 및 자동 로그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③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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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후 좌측 상단의 [내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3. 내 프로필에서 프로필 사진, 상태, 오늘의 한마디를 설정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① 내 계정의 대표 이미지를 등록합니다. (*.jpg, *.jpeg, *.gif, *.png, *.bmp 등록 가능)
② 다른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상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재중 상태로 자동 표시되는 시간은 [메신저 > 환경 설정 > 일반 > 로그인]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③ 오늘의 한마디는 메신저 이름 우측에 표시됩니다.

(2) 목록 추가/삭제하기

하이웍스 메신저에 존재하는 사용자들 중 즐겨 찾는 사용자 등 분류해 이용하고 싶은 경우, 내 목록을 추가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하이웍스 메신저에 로그인 후 내 목록 우측에 있는 [+]를 클릭하여 목록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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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된 [새 목록]을 클릭해 원하는 목록 이름을 입력 후 키보드 Enter 를 누르면 새 목록 추가 및 이름
설정이 완료됩니다.

3. 새 목록을 삭제할 때는 목록 이름을 마우스 우클릭 후 [목록 삭제]를 클릭합니다. 목록은 즉시 삭제되며 복구가
불가합니다. 목록 삭제 시 목록에 추가된 사용자 계정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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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추가/삭제하기

하이웍스 메신저 이용 시 로그인한 계정의 오피스 조직에 소속된 모든 사용자는 자동 추가되어 별도 추가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목록에 사용자 추가/삭제하기
1. 하이웍스 메신저에 로그인 후 내 목록을 마우스 우클릭 하고 [사용자 추가]를 클릭합니다.

2. 내 목록에 추가하고 싶은 사용자를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① 오피스/그룹 또는 사외 동료 목록 중 사용자 목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선택한 목록에 소속된 사용자 이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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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하는 사용자를 선택한 후[확인]을 클릭합니다.
3. 추가된 사용자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계정 이름을 마우스 우클릭한 후 [사용자 삭제]를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삭제한 사용자는 해당 목록에서만 삭제되며 계정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사외 동료 추가/삭제하기
1. 사외에서 하이웍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내 목록 > 사외 동료 > + 아이콘]을 클릭하여 사외동료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사외동료는 Email 또는 ID 로 검색하고, 해당 사용자가 검색되면 [우측 체크박스>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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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 검색하기

1. 하이웍스 메신저에 로그인 후 상단에 있는 이름 검색란을 클릭해 검색하고자 하는 사용자명을 입력합니다.

2. 사용자가 입력된 내용을 지우거나 검색바 우측 [X 아이콘]을 클릭하면 검색 결과 값이 초기화됩니다.

(5) 이모티콘 다운로드

하이웍스 메신저는 채팅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모티콘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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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웍스 메신저에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 아이콘]을 클릭 후 하단 [이모티콘]을 클릭합니다.

2. 상단 [다운로드]를 클릭 후 하단의 원하는 이모티콘 우측 [↓아이콘]을 클릭해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상단 [편집]을 클릭하면 이미 다운로드한 이모티콘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모티콘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하단 [삭제하기]를 클릭합니다.

753

4. 이모티콘 간의 순서 변경을 원할 경우 [

5. 다운받은 이모티콘은 채팅방 하단의 [

아이콘]을 클릭하고 원하는 위치로 마우스를 끌어놓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메뉴 설정하기

1. 하이웍스 메신저에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 아이콘]을 클릭 후 가운데 [메뉴 설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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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하는 메뉴의 [☆]을 클릭해 즐겨 찾기 메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목록, 채팅방, 파일 박스는 기본 메뉴로 즐겨 찾기 삭제가 불가합니다.

2-2. 채팅

(1) 채팅 대상 설정 및 대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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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웍스 메신저에 로그인 후

대화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2. 대화 상대의 이름에 마우스 우클릭 후 [채팅하기]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대의 이름을 마우스 더블
클릭해도 채팅방이 즉시 활성화됩니다.

3. 대화방을 통해 원하는 상대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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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 번에 여러 사용자와 그룹 채팅방을 생성하고 싶을 경우, 사용자+Ctrl 으로 대화 상대들을
지정하고 [우클릭>채팅하기]를 클릭합니다.

(2) 대화 내용 저장하기

본 매뉴얼은 특정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하이웍스 메신저에서 나눈 모든 채팅방의 대화 내용을 자동 저장하고 싶다면 [메신저 > 메신저 사용하기 >
환경설정 > 로그인/일반 설정하기]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1. 하이웍스 메신저에 로그인 후 대화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2. 대화 상대의 이름에 마우스 우클릭 후 [채팅하기]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대의 이름을 마우스 더블
클릭해도 채팅방이 즉시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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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화방 우측 상단의 [

> 대화 저장]을 클릭합니다.

4.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사용자 PC 에 저장을 원하는 경로를 선택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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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장된 대화 내용은 텍스트 파일 (.txt)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글꼴 선택하기
759

1. 하이웍스 메신저에 로그인 후 대화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2. 대화 상대의 이름에 마우스 우클릭 후 [채팅하기]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대의 이름을 마우스 더블
클릭해도 채팅방이 즉시 활성화됩니다.

3. 대화방 하단에 있는 [

아이콘]을 클릭 후 원하는 글꼴, 스타일, 크기 등을 설정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폰트 스타일은 모든 채팅방에 일괄 적용되며, 폰트 변경 전 나눈 대화 내용도 변경된 폰트 스타일로 모두
변경됩니다.

(4) 대화자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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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뉴얼은 1 명의 대화 상대자와 나눈 채팅방에서 대화자를 추가해 즉시 새로운 그룹 채팅방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 하이웍스 메신저에 로그인 후 대화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2. 대화 상대의 이름에 마우스 우클릭 후 [채팅하기]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대의 이름을 마우스 더블
클릭해도 채팅방이 즉시 활성화됩니다.

3. 우측 상단에 있는 [

> 초대하기]를 클릭합니다.

4. 초대할 대화 상대자 우측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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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가 초대되면 새로운 채팅방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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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일/캡쳐화면 전송하기

1. 하이웍스 메신저에 로그인 후 대화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2. 대화 상대의 이름에 마우스 우클릭 후 [채팅하기]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대의 이름을 마우스 더블
클릭해도 채팅방이 즉시 활성화됩니다.

3. 대화방 하단 [클립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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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송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5. 채팅방에 전송한 파일은 7 일 동안 보관됩니다. 파일을 전송한 대화자는 첨부 파일 하단에 열기 또는 폴더
열기로 표시되며, 수신한 상대 대화자는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표시됩니다.
[전송한 대화자]

[전송받은 대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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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화방 하단의 [

아이콘]을 클릭하여 원하는 캡쳐 화면을 지정한 후 실시간 파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캡쳐할 화면을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캡쳐된 이미지를 확인 후 [전송]을 클릭합니다. 필요에 따라 [편집]을 클릭해 그리기, 텍스트 삽입 등 편집 작업도
가능하며, [저장]을 클릭하면 사용자 PC 에 해당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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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을 클릭 후 대화방에 캡쳐한 이미지가 업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메신저 상단 [파일박스]를 클릭하면 모든 채팅창에서 주고 받은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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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팅방 이름 설정하기

1. 하이웍스 메신저에 로그인 후 채팅방 목록에서 원하는 채팅방을 마우스 우클릭 후 [이름 변경]을 클릭합니다.

2. 채팅방 이름을 100 자 이내로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3. 채팅방 내에서도 우측 상단 [

> 이름 변경]을 클릭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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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즐겨찾기 설정하기

1. 하이웍스 메신저에 로그인 후 대화방 목록에서 즐겨찾기로 설정하고 싶은 대화방을 마우스 우클릭
후 [즐겨찾기 등록]을 클릭합니다.

2. 즐겨찾기로 추가한 대화방은 목록 상단에 일반 대화방과 구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채팅 내용 검색하기
1. 하이웍스 메신저에 로그인 후 검색하고자 하는 채팅방을 마우스 더블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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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팅방 우측 하단의 [

아이콘]을 클릭 후 대화 내용 또는 파일명을 입력하여 원하는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9) 채팅방 나가기

1. 하이웍스 메신저에 로그인 후 채팅방 목록에서 나가고 싶은 채팅방을 마우스 우클릭 후 [나가기]를 클릭합니다.

2. 채팅방 내에서도 우측 상단 [

> 나가기]를 클릭해 채팅방을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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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웹훅 설정하기

웹훅이란 서버 알림, 메일 수신 등 사용자가 정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를 웹훅 URL 로 전송하도록 하여
메신저 대화방에 메시지로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이웍스 메신저 그룹 대화방과 나와의
대화방으로 웹훅을 수신 설정하여 일정한 포맷의 메시지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1. 메시지를 전송받을 대화방을 선택하여 [메뉴 > 웹훅 수신 연동 설정]에서 [새 연동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룹 대화방의 새 연동 추가 및 설정 버튼은 그룹 소유자에게만 출력됩니다.)

2. 연동 추가 레이어에 생성된 Webhook URL 로 수신할 정보(HTTP POST request)를 전송 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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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동 추가] 창에서 대화방에서 출력할 웹훅 메시지의 출력 이름과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위와 같이 설정을 완료한 후, 설정된 웹훅 연동 메시지는 아래와 같이 전송됩니다.

2-2. 쪽지
(1) 쪽지 작성하기

1. 하이웍스 메신저에 로그인 후 상단의 [쪽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우측 상단의 [쪽지쓰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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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받는 사람, 제목, 내용 입력 후 필요한 파일 등을 첨부하고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① 쪽지 받는 사용자 또는 조직의 초성 또는 이름을 검색하면 자동 완성을 지원합니다.
자동 완성된 목록에서 사용자 또는 조직명을 클릭하거나 키보드 방향키로 이동 후 Enter 를 누르면 받는 사람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 초성 검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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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받는 사람 우측 [+ 아이콘]을 눌러 조직도에서 쪽지 받는 사용자 또는 조직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받는 사람 1 명 추가 시, 사용자명을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우클릭 후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 특정 조직 전체를 받는 사람으로 모두 추가 시, 상위 조직명을 마우스 우클릭 후 [+전체 추가 하기]를
클릭합니다.
- 여러 수신자를 동시 추가하고 싶은 경우, 키보드 Ctrl 를 누르고 각 사용자를 마우스 클릭하거나 키보드 Shift 를
누른 후 범위를 지정합니다.
사용자를 모두 선택했다면 마우스 우클릭 후 [전체 추가 하기]를 클릭해 여러 수신자를 동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③ 쪽지 제목을 입력합니다. 최소 2 자 이상 제목을 입력해야 쪽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④ 쪽지 내용을 입력합니다.
⑤ 파일첨부 우측 [+ 아이콘]을 클릭해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하거나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하면 파일이 첨부됩니다.
첨부된 파일의 삭제를 원하는 경우, 파일명 우측 [X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⑥ [보내기]를 클릭하면 작성한 쪽지가 즉시 발송됩니다.
⑦ [취소]를 클릭하면 작성한 쪽지 내용이 사라지며, 복구가 불가합니다.

4. 대화하고자 하는 특정 사용자를 검색해 마우스 우클릭 후 [쪽지 보내기]를 클릭해 쪽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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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쪽지 답장, 전달, 삭제, 인쇄하기

1. 하이웍스 메신저에 로그인 후 상단의 [쪽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쪽지함에서는 받은쪽지/보낸쪽지/전체쪽지로 분류해 쪽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쪽지함에서 원하는 쪽지의 제목을 클릭합니다.

3. 해당 쪽지를 클릭하면 답장, 전달, 삭제, 인쇄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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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답장]을 클릭하면 쪽지를 보낸 사람에게만 회신할 수 있으며, 제목 앞에 RE > 말머리가 자동 추가됩니다.
답장 시 첨부 파일은 제외됩니다.

② [전체 답장]을 클릭하면 쪽지에 포함된 전체 사람(보낸 사람, 본인을 제외한 다른 받는 사람)에게 회신할 수
있으며, 제목 앞에 RE > 말머리가 자동 추가됩니다. 전체 답장 시 첨부 파일은 제외됩니다.

③ [전달]을 클릭하면 쪽지 내용과 첨부 파일을 그대로 제 3 자에게 쪽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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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입력하거나 받는 사람 우측 [+ 아이콘]을 클릭해 조직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달 시, 제목 앞에 FW >
말머리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④ [확인]을 클릭하면 해당 쪽지 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⑤ [삭제]를 클릭하면 쪽지를 완전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 후 복구는 불가합니다.
⑥ [인쇄]를 클릭하면 쪽지 내용을 연결된 프린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⑦ 수신한 쪽지에 첨부파일이 있는 경우, 첨부파일 우측 [다운로드 아이콘] 또는 파일명을 클릭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첨부파일 우측 [다운로드 아이콘] 클릭하면 압축 파일(ZIP) 형태로 한 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⑧ 쪽지 제목 좌측 [별 아이콘]을 클릭하면 중요한 쪽지는 별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별 아이콘을 재
클릭하면 별 표시가 해제됩니다.

(3) 쪽지 백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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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웍스 메신저에 로그인 후 상단의 [쪽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쪽지함에서 [쪽지 백업]을 클릭합니다.

3. 전체 쪽지, 받은 쪽지, 보낸 쪽지 중 원하는 쪽지함을 선택합니다. 백업할 기간과 알림 받을 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백업 생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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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백업할 쪽지함을 전체쪽지/받은쪽지/보낸쪽지 중 선택합니다.
② 백업 기간을 전체 기간 또는 특정 기간 중 선택합니다. 특정 기간 선택 시 지난 달/ 6 개월/12 개월 중 선택
또는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직접입력]을 클릭하면 우측 [달력 아이콘]을 클릭해 날짜를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③ 백업 파일 다운로드 준비가 완료되면 입력한 주소로 알림 메일이 발송됩니다.
④ [백업 생성] 클릭 시 백업 파일 생성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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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내 메일이 오면 하이웍스 메신저의 [쪽지함 > 쪽지 백업 > 백업 확인 > 다운로드]를 클릭해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① [다운로드]를 클릭 후 백업 파일을 [열기] 또는 [저장]을 클릭합니다. [저장]을 클릭하면 백업 파일을 PC 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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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백업 파일을 다운로드 완료 후 [삭제]를 클릭하면 수집된 백업 파일은 즉시 삭제되며, 쪽지 백업 초기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③ [확인]을 클릭하면 해당 창이 종료됩니다.
5. 백업 파일은 압축 형태의 ZIP 파일 확장자로 저장됩니다. 압축 해제 후 index 파일을 열면 웹
브라우저에서 쪽지 목록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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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쪽지 활용하기

1. 하이웍스 메신저에 로그인 후 상단의 [쪽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쪽지함에서는 쪽지 삭제, 읽음 처리, 유형별 조회, 검색, 별 표시 등이 가능합니다.

① 기본 검색 조건은 '상세 검색'으로, 보낸사람/받는사람/제목/내용 중 검색 기준을 선택합니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 후 키보드 Enter 를 누르거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쪽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우측
[일반검색] 클릭 시 '통합 검색'으로 전환되며, 보낸사람/받는사람/제목/내용에 상관없이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쪽지 삭제를 원하는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상단 [삭제]를 클릭하면 완전 삭제가 가능합니다. 삭제 후
복구는 불가합니다.
③ 받은 쪽지를 읽지 않은 상태에서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읽음]을 클릭하면 읽음 상태로 변경됩니다.
④ 쪽지함 목록에서 기본 노출되는 쪽지 개수는 10 개이며, [10 개씩 보기] 클릭 시 15 개씩 보기/20 개씩 보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전체보기]를 클릭하면 중요표시 쪽지만/안 읽은 쪽지만/읽은 쪽지만/첨부파일 쪽지만/나에게 보낸 쪽지만 중
원하는 쪽지 유형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⑥ 모든 쪽지함의 기본 정렬 기준은 송/수신 시간의 내림차순 정렬입니다. 쪽지 상단 항목에 마우스를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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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화살표를 클릭하면 오름차순/내림차순 정렬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⑦ [별 아이콘]을 클릭하면 중요한 쪽지를 별도 표시할 수 있으며, 노란색 별 아이콘을 재 클릭 시 별 표시가
해제됩니다.
⑧ 쪽지 앞에 [클립 아이콘]이 있는 경우, 해당 쪽지는 첨부파일이 포함된 쪽지입니다. 해당 [클립 아이콘] 클릭
시 첨부 파일을 즉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보낸 쪽지함에서는 쪽지 수신인의 읽음 여부 및 받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쪽지 수신인이 여러 명인 경우, 받는 사람 우측 괄호에 숫자가 표시되며, 이는 수신인 명수를 표시합니다.
② 보낸 쪽지함의 기본 정렬 기준은 보낸 시간 내림 차순입니다. 우측 화살표 클릭 시 오름차순/내림차순으로
정렬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받은 시간은 쪽지를 수신인이 실제 읽은 시간을 표시합니다. 수신인이 여러 명인 경우, [자세히 보기]로
표시되며 해당 버튼 클릭 시 수신인 별로 읽음 여부 및 읽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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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환경 설정
(1) 로그인/일반 설정하기

1. 하이웍스 메신저에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 아이콘]을 클릭 후 하단 [환경설정]을 클릭합니다.

2. [일반] 메뉴에서 로그인, 대화 저장, 파일 받기에 대한 상세 설정을 마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① 윈도우 시작 시 자동 실행 여부, 메신저 실행 시 자동 로그인 여부, 특정 시간 후 부재중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재중 자동 설정 시간은 최소 10 분부터 최대 60 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60 분 이상 입력 시 설정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② 대화 내용을 백업받을 때 저장되는 폴더를 설정합니다. [자동 저장]을 클릭 시 하이웍스 메신저에서
주고받은 채팅 내용이 해당 폴더로 자동 저장됩니다.
③ 메신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저장되는 폴더 위치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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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림 설정하기

1. 하이웍스 메신저에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 아이콘]을 클릭 후 하단 [환경설정]을 클릭합니다.

2. [알림] 메뉴에서 푸시, 수신 방법 , 알림 방법에 대한 상세 설정을 마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① PC 메신저와 모바일앱에서 푸시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채팅 수신 시 바로 내용을 보여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미사용입니다.
쪽지 수신 시 작업표시줄에 깜박임을 사용할지 또는 쪽지 내용을 바로 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작업 표시줄 깜박임입니다.
오피스 알림 수신 시 작업표시줄 깜박임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알림 받는 시간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 팝업창이 보이는 기본 시간은 3 초이며, 1~60 초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PC 메신저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모바일로 알림 수신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PC 온라인
상태에서 모바일로 알림 받지 않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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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급 설정하기
1. 하이웍스 메신저에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 아이콘]을 클릭하고 하단 [환경설정]을 클릭합니다.

2. [고급] 메뉴에서 언어, 채팅 UI , 동료 목록, 웹 링크 열기에 대한 상세 설정을 마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중 원하는 메신저 서비스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채팅창 UI를 일반형과 말풍선형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풍선형 선택 시 1 표시 여부로 상대방의 메신저 읽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폰트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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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료 목록에서 사용자들의 프로필 사진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④ 즐겨찾기 아이콘을 통하여 웹 링크를 연결할 때 사용자 PC 에 설정된 기본 브라우저 또는 Internet Explorer
중 연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관리자 설정
하이웍스 메신저의 관리자 설정 메뉴는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계정으로 메신저 로그인할 경우에만 노출됩니다.
관리자 설정에서는 메신저 대화창의 캡처 기능 사용 여부와 사외동료 추가 허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하이웍스 메신저에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 아이콘]을 클릭하고 하단 [환경설정]을 클릭합니다.

2. [관리자설정] 메뉴에서 캡처, 사외 동료 추가 기능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설정은 조직 내 모든 사
용자에게 적용됩니다.

786

① 채팅창 하단에서 화면 캡처 기능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② 하이웍스를 이용하는 사외 동료를 메신저 동료로 추가 허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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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화상 회의란 다자간 비디오, 오디오 및 화면 전송이 가능한 협업 도구를 의미합니다. 하이웍스 화상회의는
메신저를 이용하여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실시간 화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여 비즈니스에서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화상회의는 서로 떨어진 환경에서도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상회의 기능
1. 빠르고 편리한 화상 커뮤니케이션
조직도를 기반으로 한 업무용 메신저를 기반으로 화상회의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발표자/주관자'의 손쉬운 설정
화상회의 참가자들의 각 역할에 따라 권한을 설정하여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는 협업
PC 메신저와 모바일 메신저의 뛰어난 호환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화상회의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게스트 초대를 통하여 기존 화상회의 구성 참가자와 동일한 권한으로 화상회의를 활용 가능합니다.

화상회의 신청 방법
하이웍스 화상회의는 하이웍스 무료 기업 메신저를 통해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구매를 통해
프리미엄 화상회의로 업그레이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PC 메신저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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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상회의 사용하기
1-1. 화상회의 시작하기
하이웍스 메신저 화상회의는 다자간 비디오, 오디오 및 화면 전송이 가능한 협업 도구입니다.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실시간 화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택트 시대
의 비즈니스에서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서로 떨어진 환경에서도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
이션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며, 브라우저는 '크롬, 파이어폭스, 웨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하이웍스 메신저에 로그인합니다.

① 하이웍스 계정 이메일 주소 전체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② 아이디 저장 및 자동 로그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③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화상회의를 시작하는 방법은 총 2 가지로 첫 번째는 대화방에서 '화상 회의' 아이콘을 클릭해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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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번째는 동료 리스트에서 화상회의를 생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선택 후 우클릭해 '화상 회의'를
클릭하거나 혹은 키보드 'Ctrl + J'를 눌러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화상회의 시작하기 창에서 '방 이름'과 '유지 시간'을 설정합니다.

① 사용 가능한 화상회의실은 '비어있음'으로 표시됩니다.
② 화상회의 방 이름을 설정해 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오피스 이름으로 개설됩니다.
③ 화상회의 유지 시간을 선택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60 분이 설정되어 있으며, 30 분/60 분/90 분/120 분/180 분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④ '회의시작'을 누르면 화상회의 방 만들기가 완료됩니다.
⑤ 사용 중인 화상회의실은 '회의중'으로 표시됩니다.
⑥ 화상회의 개설자와 해당 회의의 종료 시간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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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상회의 방이 만들어졌다면 '화상회의 입장'을 통해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화상회의 방이 생성되면 오디오 참석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마이크를 선택하시면 듣기와 말하기가 모두
가능하며, 듣기만을 선택하면 듣기만 가능합니다.

7. 화상 회의방이 생성되면 자유롭게 화상회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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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좌측 메뉴에서 채팅, 노트 공유, 사용자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우측 대시보드에서 오디오, 카메라, 화면 공유 설정이 가능합니다.

1-2. 화상회의 활용하기
1. 화상회의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① 좌측 내비게이션의 사용자 리스트 접어두기/펼치기가 가능합니다.
② 현재 화상 회의 방 이름이 노출됩니다.
③ 화면 크기, 설정, 로그아웃 등의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④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슬라이드는 화이트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⑤ 그리기 도구를 통해 화이트보드에 필기가 가능합니다.
⑥ 화이트보드의 크기와 배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⑦ 관리자의 경우 설문이나 프레진테이션 및 외부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⑧ 오디오 합류, 웹캠 공유, 화면 공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⑨ 프리젠테이션을 닫았을 경우 다시 펼칠 수 있는 버튼입니다.
2. 본인의 화면과 음성을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① 오디오 합류를 통해 마이크(듣기 및 말하기), 듣기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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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웹캠이 있을 경우에는 웹캠 공유가 가능합니다. 웹캠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카메라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
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화상회의 주관자와 발표자의 경우에는 화면 공유하기를 통해 '내 전체 화면, 애플리케이션 창, 브라우저 탭'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3. 슬라이드를 전환하여 화이트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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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래 버튼을 통해 슬라이드를 전환합니다.
② 도구 아이콘으로 '텍스트, 라인, 타원, 삼각형, 직사각형, 연필, 손' 중에서 자신이 필요한 도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텍스트' 도구 선택 시에는 '글자 크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라인, 타원, 삼각형, 직사각형, 연필' 도구 선택
시에는 '라인 두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도구 그리기의 컬러를 변경합니다.
⑤ 최근 필기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⑥ 모든 필기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⑦ 다중 사용자가 화이트보드에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4. 회의 내에서 바로 설문이나 프리젠테이션 및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① '설문 시작' 버튼을 통해 설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옵션으로 맞춤형 설문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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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리젠테이션 업로드로 프리젠테이션을 띄워놓고 화상회의가 가능합니다.

③ 외부 비디오는 유튜브 URL 을 통해 동영상을 공유하며 화상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5. 메시지, 노트, 사용자 확인 기능을 통해 화상 회의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메시지 채팅 리스트가 보이는 공간입니다. 공개 채팅과 개인 채팅이 가능합니다.
② 회의 시 모든 구성원과 노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③ 화상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관자의 경우에는 사용자 목록에서 사각형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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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활용하기
공개 채팅은 모든 사용자와의 채팅방이며, 채팅 내용은 txt 파일로 저장 및 복사가 가능하여 회의록으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서 개인 채팅을 희망하는 사람을 클릭하여 메시지를 보내면 해당 탭에 채팅
목록이 추가됩니다.

노트 활용하기
모든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는 노트를 작성할 수 있으며, '가져오기/내보내기'를 통해 HTML 혹은 일반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사용자 활용하기
관리자의 경우에는 사용자 리스트 우측 상단에 설정 아이콘이 노출됩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여 '모든 상태
아이콘 지우기, 모든 사용자 음소거, 발표자를 제외한 모든 사용자 음소거, 이름 저장, 관람자 잠그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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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사용자에게 개인 채팅을 보내거나 발표자 만들기, 주관자로 승격, 사용자 지우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의 경우는 다른 사용자에게 개인 채팅을 보내는 기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자신의 상태를 '부재중, 올리기, 미결정, 혼란함, 슬픔, 행복함, 박수, 엄지척, 비공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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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음성/웹캠/화면 공유하기

하이웍스 메신저 화상회의는 음성, 웹캠, 화면 공유가 가능하며, 화상회의 최초 실행 시에는 바로 '오디오 합류'
팝업 창이 노출됩니다.

음성/웹캠/화면 공유하기
우측 하단에 차례대로 '오디오 합류, 웹캠 공유, 화면 공유' 아이콘이 있습니다. '화면 공유'의 경우에는 주관자와
발표자의 경우에만 표시되는 옵션입니다.

① 오디오 합류를 통해 마이크(듣기 및 말하기), 듣기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웹캠이 있을 경우에는 웹캠 공유가 가능합니다. 웹캠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카메라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
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화상회의 주관자와 발표자의 경우에는 화면 공유하기를 통해 '내 전체 화면, 애플리케이션 창, 브라우저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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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1-4. 화상회의 중 화이트보드 활용하기

하이웍스 메신저 화상회의에서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화면을 넘겨 화이트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 중 화이트보드 활용하기
1. 슬라이드 중앙 하단에서 슬라이드를 전환하여 화이트보드를 활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화이트보드는 슬라이드 2 부터 슬라이드 5 까지 있습니다.

2. 슬라이드에서는 우측 도구를 활용하여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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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래 버튼을 통해 슬라이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② 도구 아이콘으로 '텍스트, 라인, 타원, 삼각형, 직사각형, 연필, 손' 중에서 자신이 필요한 도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텍스트' 도구 선택 시에는 '글자 크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라인, 타원, 삼각형, 직사각형, 연필' 도구 선택
시에는 '라인 두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도구 그리기의 컬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최근 필기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⑥ 모든 필기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⑦ 다중 사용자가 화이트보드에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1-5. 채팅 및 노트 활용하기

하이웍스 메신저 화상회의에서는 채팅과 노트를 활용하여 여러 사용자들과 내용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메시지 채팅 리스트가 보이는 공간입니다. 공개 채팅과 개인 채팅이 가능합니다.
② 회의 시 모든 구성원과 노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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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화상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관자의 경우에는 사용자 목록에서
사각형으로 표시됩니다.
메시지 활용하기

공개 채팅은 모든 사용자와의 채팅방이며, 채팅 내용은 txt 파일로 저장 및 복사가 가능하여 회의록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서 개인 채팅을 희망하는 사람을 클릭하여 메시지를 보내면 해당 탭에 채팅 목록이
추가됩니다.
노트 활용하기

모든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는 노트를 작성할 수 있으며, '가져오기/내보내기'를 통해 HTML 혹은 일반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사용자 활용하기

802

관리자의 경우에는 사용자 리스트 우측 상단에 설정 아이콘이 노출됩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여 '모든 상태
아이콘 지우기, 모든 사용자 음소거, 발표자를 제외한 모든 사용자 음소거, 이름 저장, 관람자 잠그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개인 채팅을 보내거나 발표자 만들기, 주관자로 승격, 사용자 지우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에게 개인채팅을 보내는 기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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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용자는 자신의 상태를 '부재중, 올리기, 미결정, 혼란함, 슬픔, 행복함, 박수, 엄지척, 비공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6. 설문/프레젠테이션/비디오 공유하기

하이웍스 메신저 화상회의에서는 설문, 프리젠테이션 및 비디오 공유가 가능합니다.

① 설문조사 시작을 위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PDF 파일과 같은 문서를 업로드하여 프리젠테이션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③ 외부 비디오 URL 을 공유하여 참여자와 영상을 공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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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프리젠테이션/비디오 공유하기
1. '설문 시작' 버튼을 통해 설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옵션으로 설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2. 프리젠테이션 업로드로 프리젠테이션을 띄워놓고 화상회의가 가능합니다.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하여 바로
업로드 가능하며, 현재 지원 가능한 파일은 'pdf, pptx, xlsx, docx, txt, jpg, png' 등으로 다양한 파일
확장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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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프리젠테이션 다운로드 가능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체크 표시를 누르고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공유가 가능합니다.
③ 삭제 버튼을 누르면 프리젠테이션 제거가 가능합니다.
3. 외부 비디오 공유는 유튜브 URL 을 통해 동영상을 공유하며 화상회의가 가능합니다. URL 을 추가한
후 [새로운 비디오 공유]를 클릭하면 비디오 공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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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게스트 초대하기

하이웍스 메신저 화상회의는 외부 게스트를 초대하여 함께할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 게스트 초대하기
1. 화상회의를 시작하면 메인 화면의 공개 채팅 탭에서 화상회의 초대 링크가 노출됩니다.

2. 화상회의 공개채팅 탭에서 게스트 초대 링크와 입장코드를 확인합니다.

3. 게스트 초대 링크로 접속 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상회의 이용 시 사용할 게스트의 닉네임과
공유받은 입장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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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상회의 채팅방 링크를 통해 입장하면 기존 화상회의 구성 참가자와 동일한 권한으로 화상회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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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란 거래 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세금 관련 문서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을 전자화한 시스템입니다.
이는 종이 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 협력 비용을 절감시키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 년 1 월 1 일부터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기능
1. 국세청 연동 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과 연동되어 국세청 전송 중, 전송 완료, 전송 실패까지 문서 처리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보다 편리한 세금계산서 작성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해 공급가액과 세액을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이메일/SMS 발송 지원
공급받는 업체의 담당자 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정보를 간편하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4. 거래처 휴폐업 조회 기능
세금계산서 발행 시, 휴폐업 여부를 미리 검증할 수 있어 휴폐업 사실 미통보로 인한 수정 발행과 같은 불필요한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5. 멀티브라우저 지원 및 전송 시스템 고도화
Non-ActiveX 도입으로 멀티브라우저를 지원하며, 국세청 전송 모듈 교체 및 시스템 이중화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생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6. Rest API 지원 및 간편 서명으로 국세청 즉시 전송
고객 내부 시스템(ERP 등)에서 하이웍스에서 제공하는 API 를 연동해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API 에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간편 서명 기능을 통해 자동 인증 및 국세청 전송이 즉시 진행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신청 방법
하이웍스 메일 또는 그룹웨어 이용 시 발급 가능 건수를 최초 1 회 100 건 무료제공합니다.
무료로 제공한 100 건을 모두 소진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상품을 월 정액제 혹은 종량제로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웍스 전자세금계산서 상품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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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가격(VAT 별도)

발급 건수

전자세금계산서 Lite

무료

100건

20,000원/월

300건/월

전자세금계산서
300

월
정액제

전자세금계산서
1000

오피스별 최초 1회 부여, 소진 시까지 사용.
미 사용 건수 이월.

매월 발급 건수 제공.
단, 미 사용 건수 이월되지 않음.
50,000원/월

1,000건/월

전자세금계산서 기본 1,000건/월, 45,000원/월
1000+

비고

+500건/월, 22,500원/월

상담 후 제공 (영업 문의 02-6948-3769)

10,000원 ~ 500,000원까지 충전 후 건당 포인트 차감
하이웍스
종량제

100p
포인트

1건

2만원~3만 원 충전 2% 추가 적립
5~50만 원 충전 3% 추가 적립
충전 가격 : 포인트 = 1원 : 1p

정액제 상품 신청하기
종량제(포인트) 상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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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위한 사전 준비
1-1. 정액제 상품 신청하기

정액제 상품 신규 신청하기
1. 하이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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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후 하이웍스 홈페이지 상단 [상품/가격안내]를 클릭합니다.

3. 상품/가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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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정액제 상품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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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피스 주소를 입력합니다.
② [유효 확인]을 클릭해 사용할 수 있는 주소인지 확인합니다.
③ 오피스 이용약관을 확인 후 동의에 체크합니다.
④ [다음단계로 이동]을 클릭해 결제 단계로 이동합니다.

6. 서비스 비용을 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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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결제 수단을 선택합니다.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가상 계좌) 중 원하는 결제방식을 클릭합니다.
② 서비스 내역과 결제 금액을 확인 후 구매 동의에 체크합니다.
③ [결제]를 클릭해 신청한 결제 수단으로 결제를 진행합니다.

7.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본 정보가 입력되지 않으면 오피스 개설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① 오피스/회사 이름을 입력합니다.
② 오피스에서 사용할 최초 관리자 계정의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③ 오피스에서 사용할 최초 관리자 계정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④ 오피스에서 사용할 최초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⑤ 비밀번호 확인을 위해 비밀번호를 한번 더 입력합니다.
⑥ [확인]을 클릭해 모든 과정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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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위한 오피스가 개설되었습니다.

기존 오피스에 신청하기
1.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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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좌측 상단 문서 건수에 마우스를 올린 후 정액제의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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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할 타입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정액제 상품을 선택한 후 타입변경 주문서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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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경할 타입에서 원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정액제 상품을 선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1000+ 상품의 경우 영업자와 전화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02-6948-3769)
②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신청]을 클릭합니다.

5. 타입 변경 주문서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며, 금액 및 입금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발급 가능 건수 확인하기
오피스에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하면 상단에서 발급 가능한 문서 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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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급 가능한 전체 문서 건수가 표시됩니다. 무료 건수와 정액제 건수 및 포인트로 발급 가능한 건수가
합산되어 표시됩니다.
② 무료로 최초 1 회만 제공되는 건수입니다. 모든 오피스에 최초 1 회 100 건이 제공되며 이후 충전되지
않습니다.
③ 정액제 상품 이용 시 매월 1 일에 자동으로 충전되는 건수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건수는 다음 충전일에
소멸합니다.
④ 포인트로 발급 가능한 건수가 표시됩니다. 1 건 발급 시 100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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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포인트 상품 신청하기

포인트 상품 신규 신청하기
1. 상품/가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2. 원하는 전자세금계산서 포인트 상품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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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오피스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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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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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피스 주소를 입력합니다.
② [유효 확인]을 클릭해 사용할 수 있는 주소인지 확인합니다.
③ 오피스 이용약관을 확인 후 동의에 체크합니다.
④ [다음단계로 이동]을 클릭해 결제 단계로 이동합니다.

5. 서비스 비용을 결제합니다.

826

① 결제 수단을 선택합니다.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가상 계좌) 중 원하는 결제방식을 클릭합니다.
② 서비스 내역과 결제 금액을 확인 후 구매 동의에 체크합니다.
③ [결제]를 클릭해 신청한 결제 수단으로 결제를 진행합니다.

6.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본 정보가 입력되지 않으면 오피스 개설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① 오피스/회사 이름을 입력합니다.
② 오피스에서 사용할 최초 관리자 계정의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③ 오피스에서 사용할 최초 관리자 계정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④ 오피스에서 사용할 최초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⑤ 비밀번호 확인을 위해 비밀번호를 한번 더 입력합니다.
⑥ [확인]을 클릭해 모든 과정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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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위한 오피스가 개설되었습니다.

기존 오피스에 포인트 충전하기
1.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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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좌측 상단 문서 건수에 마우스를 올린 후 포인트의 [+]를 클릭합니다.

4. 서비스 타입에서 충전할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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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충전할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20,000 포인트~30,000 포인트 신청 시 2%, 50,000 포인트~500,000 포인트 신청 시 3%의 보너스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② 오피스 이용약관을 확인 후 동의에 체크합니다.
③ [다음단계로 이동]을 클릭해 결제 단계로 이동합니다.

5. 서비스 비용을 결제합니다.

① 결제 수단을 선택합니다.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가상 계좌) 중 원하는 결제방식을 클릭합니다.
② 서비스 내역과 결제 금액을 확인 후 구매 동의에 체크합니다.
③ [결제]를 클릭해 신청한 결제 수단으로 결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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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가능 건수 확인하기
오피스에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하면 상단에서 발급 가능한 문서 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발급 가능한 전체 문서 건수가 표시됩니다. 무료 건수와 정액제 건수 및 포인트로 발급 가능한 건수가
합산되어 표시됩니다.
② 무료로 최초 1 회만 제공되는 건수입니다. 모든 오피스에 최초 1 회 100 건이 제공되며 이후 충전되지
않습니다.
③ 정액제 상품 이용 시 매월 1 일에 자동으로 충전되는 건수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건수는 다음 충전일에
소멸합니다.
④ 포인트로 발급 가능한 건수가 표시됩니다. 1 건 발급 시 100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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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자 정보 등록하기

1.. 전용 오피스 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오피스 페이지 좌측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3 [사업자 정보 관리]를 클릭해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위한 사업자 정보를 등록합니다.

① [사업자 정보 관리]를 클릭합니다.
② 공급자 정보로 자동 기입될 업체 정보를 등록합니다.
③ [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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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인인증서 확인하기

공인인증서 안내
공인인증서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자거래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버 인감증명서
입니다. 하이웍스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국세청 전송 등의 업무를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공인인증서 종류
공인인증서는 사용 범위에 따라 모든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공인인증서와 사용범위가 제한된 용도 제한용
공인인증서로 구분됩니다. 또한 사용 자격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개인용 공인인증서와 법인용
공인인증서로 구분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법인 범용인증서 혹은 전자세금용 인증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증서가 없으면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이웍스에서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
하이웍스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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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인증서 확인하기
이미 보유한 인증서가 있으면 아래 방법으로 발급 가능한 인증서인지 확인해 보세요.

1. 인증서 선택창에서 사용하려는 공인인증서를 클릭합니다.

2. [인증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3. 인증서 세부 정보 보기 창에서 인증기관과 인증기관 및 인증정책(OID)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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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인증기관에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인증기관&인증정책: 선택한 인증서가 하이웍스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목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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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세금계산서 사용하기
2-1. 작성하기
(1) 세금계산서 작성하기

1. 전용 오피스 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① 전용 오피스 계정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처음 로그인 시에는 오피스를 개설할 때 입력한 최초 관리자 계정의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② 전용 오피스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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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피스 홈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3. [세금계산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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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급 담당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최초 작성 시 1 회만 입력합니다.)

① 발급 담당자명, 이메일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②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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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금계산서를 작성합니다.

① 과세 형태: 과세 형태에 따라 [과세] 또는 [영세]를 선택합니다.
기본 설정은 [과세]입니다.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는 [영세]를 선택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② 공급받는 자 구분: 공급받는 자의 유형에 따라 [기업] 또는 [개인]을 선택합니다.
③ 수동 입력: 공급가액과 세액을 직접 입력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수동 입력에 체크 시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 계산되지 않습니다.
④ 책 번호/일련번호: 책 번호/일련번호 입력란입니다. 관리상 필요시 작성하면 됩니다.
⑤ 공급자 정보: 공급자 정보이며 세금계산서/계산서/거래명세서 작성 시 자동 입력됩니다.
자동 기입되는 공급자 정보는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 정보 관리]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⑥ 공급받는 자 정보: 공급받는 자 정보 입력란입니다.
입력란을 클릭 후 직접 입력하거나 [조회]를 클릭해 등록된 거래처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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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작성일자/품목: 작성일자와 품목별 금액 입력란입니다.
- 우측의 [+]을 클릭해 최대 99 개의 품목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과 품목별 거래일은 ‘같은 월’이어야 하며 거래일보다 작성일이 늦으면 국세청 전송 실패의 사유가
됩니다.
- 작성일 기준 대금 지급 여부에 따라 영수 혹은 청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⑧ 문서 첨부: 공급자의 통장 사본과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전자세금계산서 > 인감/첨부 문서]에서 통장 사본과 사업자 등록증 이미지를 등록하면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⑨ 발급 담당자 정보: 발급 담당자 정보입니다. 작성 시 내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발급 담당자 정보는 공급받는 자에게 메일이 발송되었을 때 수신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⑩ 수신 담당자 정보: 수신 담당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공급받는 자 정보 입력 시 [조회]를 클릭해 등록된 거래처 정보를 불러오면 수신 담당자 정보도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최대 2 명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수신 담당자 1 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⑪ 수신자의 전자 세금계산서 서비스로 메일 자동 발송: 수신자의 ASP 서비스의 전용 수신함으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할 때 체크합니다. 공급받는 자가 사용하는 ASP 종류와 전용 수신함 주소를 미리 알고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⑫ 문자전송: 발급, 발급 및 국세청 전송, 발급 전 승인 요청 등 문서의 메일 전송 여부를 수신 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릴 수 있습니다. 수신 담당자 정보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됩니다.
⑬ 거래관련 사항 메모: 거래 관련 메모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메모는 공급받는 자에게 메일이
발송되었을 때 수신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저장, 발급/국세청 전송 등 원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840

① 저장: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저장합니다.
저장된 문서는 [세금계산서 > 작성완료 문서 > 세금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발급 전 승인 요청: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하기 전 공급받는 자에게 승인/반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전 승인 요청 시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저장되며 수신 담당자 이메일로 확인 요청 메일이 발송됩니다.
수신 담당자의 승인/반려 여부는 [전자세금계산서 > 작성완료 문서 > 세금계산서]의 진행 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는 사전 확인을 위한 절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③ 발급/국세청 전송: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국세청 전송하며 공급받는 자에게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정식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 서명이 진행되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국세청 전송이 완료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 국세청 전송문서 > 전송 완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④ 취소: 문서 작성을 취소하는 버튼입니다. 작성된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2) 계산서 작성하기

면세품목을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방법과 동일하지만 세액 입력란이 없습니다.

1. 전용 오피스 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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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피스 홈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3. [계산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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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산서를 작성합니다.

① 공급 받는자 구분: 공급 받는자의 유형에 따라 [기업] 또는 [개인]을 선택합니다.
② 수동 입력: 수동 입력에 체크 시 공급가액이 수량과 단가에 의해 자동 계산되지 않습니다.
③ 책 번호/일련번호: 책 번호/일련번호 입력란입니다. 관리상 필요시 작성하면 됩니다.
④ 공급자 정보: 공급자 정보이며 세금계산서/계산서/거래명세서 작성 시 자동 입력됩니다.
자동 기입되는 공급자 정보는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 정보 관리]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⑤ 공급받는 자 정보: 공급받는 자 정보 입력란입니다.
입력란을 클릭 후 직접 입력하거나 [조회]를 클릭해 등록된 거래처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⑥ 작성일자/품목: 작성일자와 품목별 금액 입력란입니다.
우측의 [+]버튼으로 최대 99 개의 품목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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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과 품목별 거래일은 ‘같은 월’이어야 하며 거래일보다 작성일이 늦으면 국세청 전송 실패의 사유가 됩니다.
작성일 기준 대금 지급 여부에 따라 영수 혹은 청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⑦ 문서 첨부: 공급자의 통장 사본과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전자세금계산서 > 인감/첨부 문서]에서 통장 사본과 사업자 등록증 이미지를 등록하면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⑧ 발급 담당자 정보: 발급 담당자 정보입니다. 작성 시 내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발급 담당자 정보는 공급받는 자에게 메일이 발송되었을 때 수신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⑨ 수신 담당자 정보: 수신 담당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공급받는 자 정보 입력 시 [조회]를 클릭해 등록된 거래처 정보를 불러오면 수신 담당자 정보도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최대 2 명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수신 담당자 1 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⑩ 수신자의 전자 세금계산서 서비스로 메일 자동 발송: 수신자의 ASP 서비스의 전용 수신함으로 계산서를
발송할 때 체크합니다. 공급받는 자가 사용하는 ASP 종류와 전용 수신함 주소를 미리 알고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⑪ 문자전송: 발급, 발급 및 국세청 전송, 발급 전 승인 요청 등 문서의 메일 전송 여부를 수신 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릴 수 있습니다. 수신 담당자 정보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됩니다.
⑫ 거래관련 사항 메모: 거래 관련 메모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메모는 공급받는 자에게 메일이
발송되었을 때 수신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작성한 계산서를 저장, 발급/국세청 전송 등 원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① 저장: 작성한 계산서를 저장합니다.
저장된 문서는 [전자세금계산서 > 작성완료 문서 > 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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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급 전 승인 요청: 작성한 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하기 전 공급받는 자에게 승인/반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전 승인 요청 시 전자계산서는 자동으로 저장되며 수신 담당자 이메일로 확인 요청 메일이 발송됩니다.
수신 담당자의 승인/반려 여부는 [전자세금계산서 > 작성완료 문서 > 계산서]의 진행 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는 사전 확인을 위한 절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③ 발급/국세청 전송: 작성한 계산서를 발급 및 국세청 전송하며 공급받는 자에게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정식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 서명이 진행되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국세청 전송이 완료된 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 국세청 전송문서 > 전송 완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④ 취소: 문서 작성을 취소하는 버튼입니다. 작성된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3) 거래명세서 작성하기

1. 전용 오피스 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오피스 홈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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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 세금계산서 > 거래 명세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4. 거래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거래명세서 작성 방법은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과 동일합니다.
[메일/그룹웨어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위한 사전 준비 > 세금계산서 작성]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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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성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거나 저장합니다.

① 저장: 작성한 거래명세서를 저장합니다.
저장된 문서는 [세금계산서 > 작성완료 문서 > 거래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발급: 공인인증 과정을 거쳐 거래명세서가 발급되고 공급받는 자에게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③ 취소: 문서 작성을 취소하는 버튼입니다. 작성된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④ 발급 및 저장 시 세금계산서 동시 작성: 작성한 거래명세서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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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정하기
(1) (세금)계산서 수정하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하기

1. 전용 오피스 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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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수정]을 클릭합니다.

4. 목록에서 수정할 문서를 클릭합니다.

5. 문서 보기 페이지 상단에 [수정(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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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정 사유를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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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정 (세금)계산서를 작성 후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저장, 발급/국세청 전송 등 원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① 저장 :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저장합니다.
저장된 문서는 [전자세금계산서 > 작성완료 문서 > (세금)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발급 전 승인 요청 : 작성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하기 전 공급받는 자에게 승인/반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전 승인 요청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저장되며 수신 담당자 이메일로 확인 요청 메일이
발송됩니다. 수신 담당자의 승인/반려 여부는 [전자세금계산서 > 작성완료 문서 > (세금)계산서]의 진행 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는 사전 확인을 위한 절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③ 발급/국세청 전송 : 작성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국세청 전송하며 공급받는 자에게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정식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 서명이 진행되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국세청 전송이 완료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 국세청 전송문서 > 전송 완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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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사유 및 방법 (부가세법 시행령 제 59 조)
1. 기재 사항의 착오 변동
'필요적 기재 사항의 착오’로 인한 수정 세금계산서는 2 장 발행하며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가 아니면 2 장 모두 작성 일자는 교부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입력합니다.
2. 공급가액 변동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의 발생’으로 인한 수정 세금계산서는 1 장만 발행하며 작성 일자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입력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를 입력한 후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3. 환입
'당초 공급한 재화의 환입’으로 인한 수정 세금계산서는 1 장만 발행하며 작성 일자에 환입이 발행한 일자를
입력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를 입력한 후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4.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 세금계산서는 1 장만 발행하며 작성 일자에 계약의 해제일을 입력하고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5.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 후 25 일 이내에 내국 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의 수정 세금계산서는 2 장
발행하며 작성 일자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를 입력하고 비고란에 내국 신용장 개설일을 입력합니다.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6.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인한 수정 세금계산서는 1 장 발행하여 작성일을 당초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로
하여, 부(-)로 1 장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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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확인하기
(1) 작성 완료 문서 확인하기

1. 전용 오피스 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오피스 홈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 작성완료 문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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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성완료 문서]에서는 작성이 완료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명세서 목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
전송하거나 발급 전 승인요청 등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① 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명세서: 각 탭 클릭 시 작성이 완료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명세서 목록이
표시됩니다.
② 체크 박스: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작성이 완료된 문서를 선택하면 상단에 [발급/국세청 전송], [발급전승인요청],
[삭제] 메뉴가 생성되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보기: 진행현황 모두]를 클릭해 진행현황 모두/승인요청전/승인요청/승인/반려 별로 진행 현황에 따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메일 발송 현황 모두]를 클릭해 메일발송현황 모두/미발송/발송성공/발송실패 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이웍스 엑셀다운로드] 클릭해 각 양식에 맞는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④ 목록 수: 10 개, 20 개, 50 개, 100 개 중 한 화면에 표시되는 문서 목록의 개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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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 문서를 클릭하면 문서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국세청 전송, 발급 전 승인요청, 복사간편작성,
수정 등 작업이 가능합니다.

① 발급/국세청전송: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국세청 전송하며 공급받는 자에게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정식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 서명이 진행되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국세청 전송이 완료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 국세청 전송문서 > 전송 완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발급 전 승인 요청: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하기 전 공급받는 자에게 승인/반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전 승인 요청 시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저장되며, 수신 담당자 이메일로 확인 요청 메일이
발송됩니다. 수신 담당자의 승인/반려 여부는 [전자세금계산서 > 작성완료 문서 > 세금계산서]의 진행 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는 사전 확인을 위한 절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③ 복사간편작성: 원본은 유지하면서 작성된 내용을 복사하여 (세금)계산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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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정: 저장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합니다. [수정]을 클릭해 내용 수정 후 저장 시 저장된 내용으로 반영됩니다.
⑤ 인쇄: 작성이 완료된 문서를 인쇄합니다. 축약인쇄와 모든품목 인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축약인쇄: 입력한 품목이 여러 건일 경우 ‘[첫 번째 품목] 외 [ ]건’으로 한줄로 표시하여 인쇄합니다.
- 모든품목 인쇄: 입력한 품목을 모두 표시하여 인쇄합니다.
⑥ 삭제: 저장된 문서를 삭제합니다.

6. 작성된 세금계산서 아래 담당자 정보와 발송자/수신자의 메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발급 담당자: 발급 담당자의 이름, 이메일주소, 휴대전화, 연락처 정보가 표시됩니다.
② 수신 담당자: 수신 담당자의 이름, 이메일주소, 휴대전화, 연락처 정보가 표시됩니다.
③ 문자전송: 문자 전송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자 전송에 체크한 상태에서 발급, 발급/국세청 전송, 발급 전 승인 요청 진행 시 수신 담당자에게 문자가
전송됩니다.
④ 발송자 메모: 수신 담당자에게 전달할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발송자 메모에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수신담당자가 문서를 확인할 때 메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수신자 메모: 수신 담당자가 작성한 메모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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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청 전송문서 확인하기

1. 전용 오피스 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오피스 홈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 국세청 전송문서]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전송문서] 메뉴에서는 국세청에 전송이 완료된 문서, 전송 중인 문서, 전송이 실패한 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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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송 실패, 전송 완료, 전송 중: 각 탭 클릭 시 전송 실패문서, 전송 완료문서, 전송 중 문서 목록이
표시됩니다.
② 체크 박스: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국세청 전송 문서에 대한 추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송 실패: 전송 실패된 문서를 체크하여 삭제합니다.
- 전송 완료, 전송 중: 공급받는자에게 이메일을 재발송합니다.
③ 작성일: 문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표시됩니다.
④ 국세청 전송일: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을 진행한 날짜가 표시됩니다.
⑤ 문서 종류: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문서의 유형이 표시됩니다.
⑥ 메일 발송 현황: 공급받는자에게 발송된 이메일의 전송상태가 표시됩니다.
- 발송성공: 상대방 메일 서버에 정상적으로 수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발송실패: 메일 발송이 실패되었을 경우 빨간색 글씨로 표시되,며 자세한 실패 사유는 [발송실패]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 문서 확인 현황: 공급받는자가 수신된 메일을 클릭하여 확인했는지 여부가 표시됩니다.
- 확인: 상대방이 문서를 확인했음을 의미합니다. 수신한 메일의 [전자세금계산서 문서 확인]을 클릭해 문서를
직접 확인했을 때 확인으로 표시됩니다.
- 미확인: 메일은 발송되었으나 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 문서 확인]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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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송완료] 탭에서 문서를 직접 클릭해 문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해 수정 세금계산서 작성, 이메일 재발송,
XML 다운로드 등 작업이 가능합니다.

①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방법은 [메일/그룹웨어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사용하기 > 수정하기 > (세금)계산서 수정하기]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② 이메일재발송: 수신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다시 입력하여 이메일을 재발송 합니다.
③ XML 다운로드: 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XML)을 PC 로 다운로드합니다.
④ 복사간편작성: 작성된 내용을 복사하여 (세금)계산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⑤ 인쇄: 전송이 완료된 문서를 인쇄합니다. 축약 인쇄와 모든품목 인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축약 인쇄: 품목이 여러건일 경우 ‘[첫 번째 품목] 외 [ ]건’으로 한 줄로 표시하여 인쇄합니다.
- 모든품목 인쇄: 품목을 모두 표시하여 인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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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발급 담당자: 발급 담당자의 이름, 이메일주소, 휴대전화, 연락처 정보가 표시됩니다.
⑦ 수신 담당자: 수신 담당자의 이름, 이메일주소, 휴대전화, 연락처 정보가 표시됩니다.
⑧ 발송자 메모: 수신 담당자에게 전달할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발송자 메모에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수신담당자가 문서를 확인할 때 메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⑨ 수신자 메모: 수신 담당자가 작성한 메모가 표시됩니다.

5. [전송실패] 탭에서는 국세청 전송이 실패된 문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리스트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실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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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 수신함 확인하기

1. 전용 오피스 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오피스 홈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3. [전자 세금계산서 > 문서 수신함]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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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서 수신함]에서는 다른 업체에서 발행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사의 ASP 서비스에서 하이웍스빌 전용 수신함의 메일주소인 etax@hiworks.co.kr 로 수신된 문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타사에서 수신된 문서는 표준화된 XML 문서만 가능하며 XML 문서가 아닐 경우 문서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수신 된 문서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등록된 사업자 번호를 비교하여 일치되는 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를 불러와
보관할 수 있습니다.

(4) 합계표 확인하기

1. 전용 오피스 페이지에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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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세금계산서 > 합계표]를 클릭합니다.

3. [합계표]에서는 매출(세금) 계산서의 통계를 확인할수 있으며, 국세청 전송 처리가 완료된 문서가 기본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전송 실패 또는 전송 중 문서는 상세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 형태별, 거래처별로 통계를 제공하며 검색 기능을 통해 문서 종류, 국세청 처리 상태, 기간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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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이웍스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발행한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 입력 후 키보드 enter 를
누르면 사업자 등록번호와 공급받는 자 이름으로 문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상세검색]을 클릭하면 사업자 번호, 공급(받는) 자, 문서 종류, 국세청 처리 상태, 기간별 검색을 제공합니다.
② 계산서 형태별 검색 결과 합계표: 문서 종류별로 통계를 제공합니다. 종합 통계,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정계산서별 통계를 제공합니다.
③ 거래처별 검색 결과 합계표: 국세청 전송이 완료된 문서를 거래처별로 분리하여 통계를 표시합니다. [발행
리스트 > 보기]를 클릭하면 거래처별 발행 목록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 엑셀다운로드]를
클릭하면 해당 통계표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4. 설정하기
(1) 거래처 등록/관리하기

1. 전용 오피스 페이지에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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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 세금계산서 > 거래처 등록/관리]를 클릭합니다.

3. 자주 거래하는 기업/개인 거래처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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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 거래처/개인 거래처: 거래처 유형에 따라 [기업 거래처] 또는 [개인 거래처]를 선택합니다.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 [기업 거래처], 개인과 외국인은 [개인 거래처]를 클릭해 거래처를 등록합니다.
② 엑셀 다운로드: 등록한 거래처 목록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③ 거래처등록: 거래처를 개별로 등록할 때 사용합니다.
④ 거래처대량등록: 엑셀파일을 이용하여 거래처를 대량으로 일괄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제공된 샘플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 후 업로드하여 거래처 정보를 일괄 등록합니다.
⑤ 목록 수: 10 개, 20 개, 50 개, 100 개 중 한 화면에 표시되는 거래처 목록의 개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⑥ 거래처 목록 화면: 등록된 거래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삭제]을 클릭해 거래처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거래처 등록하기

868

① 거래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명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② 수신 담당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수신 담당자 정보를 입력 후 [추가]를 클릭하면
해당 정보는 공유 주소록에 저장됩니다.
③ 추가된 수신 담당자 정보를 확인 후 체크 박스를 클릭하여 기본 수신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④ [등록]을 클릭해 거래처 등록을 완료합니다.

2) 개인 거래처 등록하기

① 거래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 이메일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거래처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탭을 클릭하면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개인 거래처에 입력한 정보를 공유 주소록에도 추가하려면 [공유 주소록에 추가]를 클릭하세요.
② [등록]을 클릭해 거래처 등록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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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서 대량 등록하기

문서 대량 등록하기
엑셀 파일 업로드를 이용해 발급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문서를 대량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전용 오피스 페이지에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2. [문서 대량 등록]을 클릭한 후 작성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해 문서를 대량 등록합니다.

① [전자세금계산서 > 문서 대량 등록]을 클릭합니다.
② [.csv 매출 대량 등록 샘플]파일을 PC 에 내려받고 샘플을 수정해 업로드할 파일을 작성합니다.
- [.xls 매출 대량 등록 샘플]파일은 항목별 자세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샘플 파일 작성 방법은 아래 대량 등록 파일 작성하기를 참고해 주세요.
③ 업로드할 문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계산서]를 선택하면 파일에 입력된 세액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④ [파일선택]을 클릭해 작성을 완료한 파일을 찾아 선택합니다.
⑤ [등록]을 클릭해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성공적으로 파일이 업로드되면 [%숫자%건의 문서가 등록되었습니다.] 메시지가 팝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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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실패 시 작성한 파일이 샘플 문서 양식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3. [전자세금계산서 > 작성완료 문서]에서 업로드된 문서를 확인합니다.

대량 등록 파일 작성하기
문서 대량 등록 시 사용할 엑셀 파일을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작성 형식이 어긋나면 업로드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주세요.
1. [전자세금계산서 > 문서 대량 등록 > 엑셀 문서 내려받기]에서 내려받은 샘플 파일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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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엑셀 파일이 실행되면 모든 셀을 선택 후 [셀 서식 (E)]을 클릭합니다.

① [A] 열 왼쪽 네모 칸을 클릭해 모든 셀을 선택합니다.
② 모든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메뉴가 나타나면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3.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을 텍스트로 변경합니다. [셀 서식 > 표시 형식 > 범주]에서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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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셀 서식 > 표시 형식 > 범주 >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②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샘플 파일에 작성된 예시를 참고해 데이터를 작성합니다.
외부 파일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반드시 각 열에 맞춰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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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성한 파일을 CSV 형식으로 선택한 후 [저장(S)]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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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인증서 신청/관리하기

1. 전용 오피스 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오피스 홈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 공인인증서]를 클릭합니다.

4. [공인인증서]에서는 인증서 기관인 한국정보인증을 통해 인증서를 신청/발급/재발급/갱신/폐기/보관 방법
변경을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각 메뉴를 클릭하면 한국정보인증 사이트로 이동되며 등록한 공인인증서를 신청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하려면 [하이웍스빌 전용 신청] 혹은 [범용 공인인증서 신청]을 클릭해 한국정보인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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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용과 가비아전용 인증서 중 원하는 인증서 우측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신청 정보와 서류 제출 방법을 입력하고 결제정보 확인해 하단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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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접수 완료 화면에서 신청 정보 및 제출 서류 안내를 확인하고 [결제하기]를 클릭해 결제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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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I 연동 정보 확인하기

1. 전용 오피스 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878

2. 오피스 홈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 API 연동정보]를 클릭합니다.

4. 세금계산서 연동 정보를 확인합니다.
API 연동을 통해 타사 솔루션에서 작성한 문서는 [전자세금계산서 > 작성완료 문서]에 저장되며, 해당 문서는
반드시 별도로 '발급/국세청 전송] 단계를 거치셔야 최종적으로 국세청 전송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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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 정보 관리하기

1. 전용 오피스 페이지에 로그인 한 다음 오피스 홈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 정보 관리]를 클릭해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위한 사업자 정보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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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 정보 관리]를 클릭합니다.
② 공급자 정보로 자동 기입될 업체 정보를 등록합니다.
③ [등록]을 클릭합니다.

(6) 문자 알림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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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 홈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 문자 알림 설정]을 클릭합니다.

3. 문자 알림 관련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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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자 알림 기본 값: 문자 알림의 사용함에 체크하면 세금계산서/계산서/거래명세서 작성 시 문자발송 옵션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② 문자 종류: 문자 유형에 따라 [일반 문자] 또는 [일반 문자+ 문서 확인용 URL]을 선택합니다.
[일반 문자+문서 확인용 URL]은 상대방에게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URL 이 함께 발송됩니다.
③ 문자 내용: 담당자에게 발송될 문자 내용을 입력하는 공간입니다.
하단의 작성법에 있는 구분자를 이용하여 변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발송 옵션: 문자 내용이 90bytes 를 초과할 경우 발송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문/분할 전송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장문으로 발송 시 문자 건수 3 건이 차감됩니다.
일반 문자+문서 확인용 URL 을 선택할 경우 장문(LMS)으로만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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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감/첨부 문서 관리하기

1. 전용 오피스 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오피스 홈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 인감/첨부문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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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인감/사업자 등록증/통장 사본 이미지를 등록합니다.

① [파일선택]을 클릭한 후 PC 에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② [등록]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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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자 관리하기

전자 세금계산서는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외에는 별도로 사용자 추가를 해야만 해당 메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 사용자 관리]는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추가 및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1. 전용 오피스 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오피스 홈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 사용자 관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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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피스 내 사용자를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할 사용자로 추가합니다.

① [보기: 사용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② 추가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③ [> 아이콘]을 클릭해 추가할 사용자를 우측 리스트로 이동합니다.
만일 사용자를 잘못 선택한 경우, [< 아이콘]을 클릭해 좌측 리스트로 재이동합니다.
④ [추가]를 클릭해 사용자 등록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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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간편 서명 설정하기

1. [전자세금계산서 >간편서명(API 전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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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 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① 공인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가비아 인증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간편 서명은 API 문서 생성 호출 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asy sign 의 Type 이 ‘Y’인 경우만 자동 서명 인증이 진행됩니다.
> easy sign 의 Type 이 ‘Y’로 전달해도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간편 서명 인증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공인인증서 정보 변경 등으로 인해 등록된 공인인증서의 유효성에 문제가 있어도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③ 간편 서명 인증이 실패하면 문서만 생성되며, 전자세금계산서>작성완료 메뉴에서 생성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생성된 문서에 대한 전자 서명 인증은 오피스에 접속하여 직접 진행해야 세금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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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구)API 에 간편 서명 적용하기

신규 전자세금계산서 API 는 개발자센터>세금계산서 API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구)API 를 이용해 간편 서명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1. 간편 서명에 필요한 2 개의 파라미터를 추가합니다.
1) easy_sign
> 간편 서명 진행 여부에 대한 표시
> ‘Y’: 문서 저장 후 간편 서명 진행
> ‘N’: 문서 저장 후 간편 서명 진행하지 않음
> Type: String
> Value: ‘Y’ or ‘N’
2) office_token
> 간편 서명 진행 시 인증 과정에 사용하는 token
> 오피스 관리>API 관리에서 전자세금계산서 Scope 설정이 있는 오피스 토큰을 발급받아 사용
> Type: String
> Length: 32
2. 언어별 Example 을 활용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1) 언어별 공통 – XML 형식
예) 오피스 토큰 값이 Abcsd2e24fghik89dkFG3Hdkfdk12345 일 때
<hiworksbilldata>
<service_info_array>. . .< service_info_array>
<service_info_array>. . .< service_info_array>
<service_account_array>. . .< service_account_array>
...
<serial>222-222</serial>
<easy_sign>Y</easy_sign>
<office_token> Abcsd2e24fghik89dkFG3Hdkfdk12345</office_token>
...
</hiworksbilldata>
2) ASP
> SetBasicInfo 파라미터 추가하기
Sub SetBasicInfo(
name, /* 수신자 담당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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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수신자 이메일 주소*/
hp, /* 수신자 휴대폰 번호 */
memo, /* 메모 */
book_no, /* 책번호 */
serial /* 일련번호 */
easy_sign /* 간편 서명 허용 여부 */
office_token /* 간편 서명 인증을 위한 token */
);
> 문서 생성 시 Value 추가해서 호출하기
예) 오피스 토큰 값이 Abcsd2e24fghik89dkFG3Hdkfdk12345 일 때
<%
SetConfig “gabia.com”, “bill”, “741ddfeae81eb5d4677c2c5d”, “A0000”
SetBasicInfo ‘홍길동’, ‘api@hiworks.co.kr’, ‘010-000-0000’, ‘메모’, ‘123-123’, ‘123123’,’Y’,’Abcsd2e24fghik89dkFG3Hdkfdk12345’
%>
3) PHP
> 문서 생성 시, set_basic_info 의 파라미터 및 Value 추가해서 호출하기
예) 오피스 토큰 값이 Abcsd2e24fghik89dkFG3Hdkfdk12345 일 때
<?php
:
$HB->set_basic_info('serial', '222-222');

// serial : 일련번호

$HB->set_basic_info('easy_sign', 'Y');

// 간편 서명 허용 여부

$HB->set_basic_info('office_token', Abcsd2e24fghik89dkFG3Hdkfdk12345); // 간편 서명 인증을 위한 token
?>

4) JSP
> 문서 생성 시, set_basic_info 의 파라미터 및 Value 추가해서 호출하기
예) 오피스 토큰 값이 Abcsd2e24fghik89dkFG3Hdkfdk12345 일 때
<%
Hiworks_Bill HB = new Hiworks_Bill( "gabia.com", "bill", "ABCD-DDDD", "XXXXX" );
//기본정보 입력
:
HB.set_basic_info("memo", "메모");
HB.set_basic_info("easy_sign", "Y");

// memo : 메모
// easy_sign : 간편 서명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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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set_basic_info("office_token", "Abcsd2e24fghik89dkFG3Hdkfdk12345");

// office_token : 간편 서명

인증을 위한 token
%>
5) DLL 설치 방식
기존 DLL 파일에 아래 샘플 부분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DLL 파일 업데이트 버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원본 파일을 원하시는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개별 전달 드립니다.
예) 오피스 토큰 값이 Abcsd2e24fghik89dkFG3Hdkfdk12345 라고 할 때
<hiworksbilldata>
<service_info_array>. . .< service_info_array>
<service_info_array>. . .< service_info_array>
<service_account_array>. . .< service_account_array>
...
<serial>222-222</serial>
<easy_sign>Y</easy_sign>
<office_token> Abcsd2e24fghik89dkFG3Hdkfdk12345</office_token>
...
</hiworksbilldata>

3. 간편 서명 연동 에러 코드 값
코드

설명

10000

문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발급된 문서는 국세청으로 즉시 전송합니다.

10001

easy_sign 은 Y 나 N 값만 허용합니다. 올바른 easy_sign 값 등록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0002

간편 서명 연동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피스에 접속하셔서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을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해당 오류가 발생한다면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10100

인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office_token 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에 접속하셔서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을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0101

document id 에 해당하는 문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10102

세금계산서 정책에 의해 발급에 실패했습니다. 오피스에 접속하셔서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을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0103

발급 과정에서 내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피스에 접속하셔서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을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0104

간편 서명을 위한 오피스 토큰이 없습니다. 오피스에 접속하셔서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을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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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징
메시징이란 하이웍스 오피스 신청 시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모바일이 아닌 PC 에서 문자를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입니다.
한 시장 조사 기관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자 메시지의 98%는 모두 수신하는 즉시 읽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문자 메시지는 고객 반응과 매출 상승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업체들이
선호하는 마케팅 방식입니다.
단, 고객 정보를 이용하는 마케팅 방식이므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의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징 기능
1. 사용자 관리가 가능한 메시징
관리자는 문자 건수를 공용 문자로 설정해 모든 사용자가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용자에게 개인 문자로 할당해 해당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상황에 맞는 발송 기능
예약 발송, 문자 분할 발송, 광고성 정보 문자 전송 시 수신 거부 번호 제공 등 상황에 맞는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3. 마케터의 시간을 단축하는 기능
PC 에서 엑셀로 작업한 수신 대상자와 문자 내용을 업로드해 대량 발송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 보관함에 자주 사용하는 발송 문구를 미리 저장해 쉽고 빠르게 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메시징 신청 방법
하이웍스 메일 또는 그룹웨어 이용 시 최소 100 건부터 최대 1,000+건까지 신청 상품에 따라 메시징 무료
건수가 제공됩니다. 무료 문자 건수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필요한 건수만큼 유료 충전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일 신청하기 그룹웨어 신청하기

894

1. 메시징 사용을 위한 사전준비
1-1. 발신 번호 등록 및 설정하기

하이웍스 메시징 사용을 위해선 먼저 발신 번호 등록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합니다.

895

2.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메시징]을 클릭합니다.

3.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896

4. [환경설정 > 발신번호 설정 >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5. 등록할 번호 구분에 따라 등록 과정을 진행합니다.

1) 개인용 휴대전화번호 등록하기

897

① 구분 중 [개인용]을 클릭한 후 [휴대전화번호]를 클릭합니다.
② 인증할 발신번호를 입력 후 [인증번호 요청]을 클릭합니다.
③ 수신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번호 확인]을 클릭합니다.
④ [등록]을 클릭합니다.
2) 오피스 공용 특수전화번호 등록하기

① 구분 중 [오피스 공용]을 클릭한 후 [특수전화번호]를 클릭합니다.
② 관리자 성함과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등록할 발신 번호를 입력한 후 해당 번호로 발급된 통신 서비스 이용 증명원 스캔본을 파일 첨부합니다.
④ 여러 특수전화번호를 한 번에 등록할 경우, [추가]를 클릭합니다.
⑤ [등록]을 클릭합니다. ‘증빙서류 심사 완료 후 발신 번호로 등록됩니다.’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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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서류인증조회]를 클릭합니다.
⑦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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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피스 공용 대량등록하기
대리인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메뉴에서 발신번호 대량등록이 가능합니다.

① 구분 중 [오피스 공용]을 클릭한 후 [대량등록]을 클릭합니다.
② [csv 다운로드]를 클릭해 파일을 다운로드 후 PC 에 저장합니다. CSV 파일을 샘플 형식에 맞게 작성합니다.
③ 작성을 완료했다면 [찾아보기]를 클릭해 작성한 CSV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④ [인증번호 요청]를 클릭합니다. 대리인 등록 신청서에 기재한 담당자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발송됩니다.
⑤ 수신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⑥ [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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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된 발신번호의 메모를 등록하거나 해당 번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7. 등록된 발신 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 [출력설정]을 클릭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901

① 현재 사용 중인 발신 번호 리스트입니다. 해당 리스트 중 사용하지 않을 번호는 선택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② 사용 중인 발신 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번호로 변경하려면 [
사용하지 않는 발신 번호는 사용할 번호로 변경하려면 [

]아이콘을 눌러 이동 시킵니다.

]아이콘을 눌러 이동 시킵니다.

③ 현재 사용하지 않는 발신 번호 리스트입니다. 해당 리스트 중 사용할 번호는 선택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메시징 사용하기
2-1. 문자 쓰기

(1) 문자 작성하기/보내기

하이웍스 메시징 사용을 위해선 발신 번호를 먼저 등록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신 번호 등록을 완료 후 아래 매뉴얼에 따라 문자 작성 및 발송이 가능합니다.

1.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메시징]을 클릭합니다.

3. [문자쓰기]를 클릭하고 내용을 작성합니다.

902

① 등록된 발신 번호를 선택합니다. 발신 번호 등록 설정은 [메시징 > 메시징 사용하기 > 환경설정 > 발신 번호
설정하기]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② 여러 개의 수신 번호를 입력할 경우 ,(쉼표)로 구분하며 우측 [

아이콘]을 통해 주소록에서 등록된 번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③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문자의 제목을 별도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④ [사진]을 클릭하면 문자 내용과 함께 전송할 이미지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903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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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수문자]를 클릭하여 원하는 기호를 본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906

907

⑥ [보관함]을 클릭하면 이 전에 저장해놓은 문자 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문자 저장하기는 [메시징 > 메시징
사용하기 > 문자 쓰기 > 문자 미리보기/저장하기]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⑦ 광고성 문자 전송 시 [수신거부번호]를 클릭하면, 문자 내용 하단에 자동으로 수신거부 번호가 입력됩니다.
수신 거부 번호 등록 및 설정은 [메시징 > 메시징 사용하기 > 환경설정 > 기본 설정하기] 매뉴얼에서 [수신 거부
번호 등록/관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08

4. 문자 내용을 모두 작성한 후 상단 [보내기]를 클릭하면 메시징 충전 건수가 자동 차감되며 문자 발송이
완료됩니다. 발송된 문자의 상태 값은 최대 72 시간 이내로 [메시징 > 발송 결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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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자 미리보기/저장하기

문자 발송 전 발송할 문자를 미리 보거나, 보관함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메시징]을 클릭합니다.

3. [문자쓰기]를 클릭하고 내용을 작성을 마친 후 발송 전 미리 보고 싶은 경우, 상단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미리보기]를 통해 문자 수신 시 보이는 화면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910

4. 문자를 보내기 전 상단 [저장하기]를 클릭하면 [메시징 > 환경설정 > 문자 보관함]에 임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문자는 추후 문자 작성 시 중앙에 위치한 [보관함]을 클릭하여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911

(3) 문자 보내기 옵션 설정하기

1. [문자쓰기 > 옵션]을 클릭합니다.
1) 발송 예약하기
(1) [발송 예약] 좌측의 체크박스를 선택 후 원하는 시간을 미리 지정하여 예약 발송을 설정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912

(2) 발송 예약 시간을 설정하면 [보내기] 우측에서 문자가 예약 발송될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문자 작성 및 예약 발송 시간 설정 완료 후 [보내기]를 클릭하면 [메시징 > 발송 결과]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발송 전에는 예약 문자 수정 또는 발송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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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내기 옵션 설정하기
발송 전 [옵션 > 보내기 옵션]에서 [보낸 문자 보관]을 미리 체크 후 하단 [확인]을 클릭하면 문자가
발송 후 자동으로 [메시징 > 문자 보관함]에 해당 내용이 저장됩니다.
[단문으로 분할 발송]은 긴 내용을 단문 문자로 나누어 발송할 때 사용하며, 입력한 순서대로 발송되기 때문에
수신자가 읽기에 편리합니다.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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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자 충전

1. 문자 건수의 우측 [+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신청 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단계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916

① 충전하고자 하는 SMS 건 수를 최소 1,000 건~300,000 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광고성 문자 발송 시 제공해야 하는 ARS 수신 거부 건수도 1,000 건~300,000 건 중 선택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3. 원하는 결제 수단 선택 후, 서비스 구매 동의란에 체크합니다. [결제]를 클릭하면 선택한 수단의 결제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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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제가 완료되면 서비스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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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량 문자 발송하기

1. [메시징 > 대량 발송]을 클릭하고 내용을 작성합니다.
1) 예시파일 등록하기
(1) 수신대상 우측 [예시파일]을 클릭하여 샘플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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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원하는 데이터로 수정합니다.

(3) 데이터 수정이 완료되면 사용자 PC 에 저장 후 [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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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수정 후 저장한 파일을 클릭한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5) 파일이 정상적으로 등록되면 하단 수신 예정 대상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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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배열하기
(1) 등록된 파일의 내용은 [내용 배열] 기능을 이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내용 입력란에 파일에서 불러오고
싶은 항목을 클릭하여 입력하면, 직접 내용을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력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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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자 내용을 모두 작성한 후 상단 [보내기]를 클릭하면 메시징 충전 건수가 자동 차감되며 문자 발송이
완료됩니다.
발송된 문자의 상태 값은 최대 72 시간 이내로 [메시징 > 발송 결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4. 발송 상태 확인하기

1. [메시징 > 발송 결과]를 클릭하면 문자의 발송 상태/문자 유형/수신 번호/내용/발송 일시 확인 및 총 문자
발송 건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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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기: 모든 상태 V]를 클릭해 상태별로 분류해 발송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송 상태는 [모든
상태/완료/예약/발송 중] 중 선택해 확인 가능합니다.
② 상단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전체 문자 발송 결과를 일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발송 내역 좌측 체크박스를 클릭 후 문자 이력 삭제, 예약 발송한 문자의 예약 취소, 문자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① 발송 결과 리스트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역 좌측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상단 [삭제]를 클릭합니다.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하면 해당 이력 삭제가 완료됩니다. 삭제된 이력은 복원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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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송 전 상태의 예약 문자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문자 좌측 체크 박스에 체크 후 상단 [예약
취소]를 클릭합니다.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하면 예약 발송 취소 및 문자 삭제가 진행됩니다.
예약 취소한 문자는 복원이 불가하므로 문자 재작성 후 발송해야 합니다.

③ 발송 결과를 다운로드하고 싶을 경우, 원하는 문자의 좌측 체크 박스에 체크 후 상단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열거나 사용자 PC 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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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 발송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경우, 해당 문자의 제목을 클릭해 원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원하는 문자의 제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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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송 완료된 문자의 다시 보내기, 다운로드, 건별 수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다시보내기]를 클릭하면 동일한 내용으로 문자 재발송이 가능합니다. [다시 보내기] 진행 시 수신 번호는
재입력해야 합니다.

②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해당 문자를 엑셀(XLSX)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③ [건별 수신 상태]를 클릭하면 수신 번호 및 발송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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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신 거부 내역 확인하기

1. [메시징 > 수신 거부 내역]을 클릭하면 발송 문자에 대해 무료 수신 거부를 요청한 대상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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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신 거부 내역 목록에서 삭제하고 싶은 전화번호 좌측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삭제]를 클릭합니다. 알림
메시지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하면 해당 내역은 삭제되며, 복구가 불가합니다.

② 상단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엑셀(XLSX)파일 형식으로 수신 거부 내역에서 확인되는 대상자 목록을 일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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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용 현황 확인하기

1. [메시징 > 사용 현황]을 클릭하면 오피스 전체 계정에서의 발송 내역 및 사용 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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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기: 전체 V]를 클릭하면 [전체, 공용문자, 할당문자] 중 선택해 문자 구분별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목록의 사용 내역을 엑셀(XLSX) 파일 형태로 일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③ 일반 SMS 문자 건수와 ARS 무료 수신 거부 문자의 사용, 할당 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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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환경설정
(1) 기본 설정하기

1. [메시징 > 환경설정 > 기본 설정]을 클릭합니다.
1) 개인 설정하기

① 광고성 문자 내용을 발송할 때에는 수신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무료 수신 거부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 수신 거부 번호]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료 수신 거부 번호가 있는 경우 좌측
라디오 버튼 선택 후 보유 중인 수신 거부 번호를 직접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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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감 정보 자동 숨김 기능은 휴대전화 번호나 발송 내용과 같은 민감 정보를 숨김으로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해당 서비스 사용 여부 변경 시에는 원하는 상태 값 선택 후 오피스 비밀번호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 후 하단 [저장]을 클릭합니다.

2) 공용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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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피스 모든 사용자의 문자 차감은 관리자가 지정한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1 순위를 '공용'으로 지정할 경우 오피스 사용자가 문자를 발송할 때 개인 할당 문자 건수가 있더라도 '공용
문자' 건수에서 우선 차감

② 공용 문자가 설정한 잔여 건수에 도달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수신 번호로 잔여 알림이
전송되니 알림 수신 후 문자 충전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할당 문자는 알람 설정 불가)

(2) 문자 보관함 관리하기

1. [메시징 > 환경설정 > 문자 보관함]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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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기: 전체 V]를 클릭하면 보관된 문자를 [전체, 단문, 장문] 중 선택해 문자 유형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내용작성]을 클릭하면 보관함에 저장할 문자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자 보관함에 저장한 문자
활용 방법은 [메시징 > 메시징 사용하기 > 문자 쓰기 > 문자 내용 작성하기]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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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관된

문자의

[수정]을 클릭하면

다시 ②번의 내용작성

메뉴로

돌아갑니다. 수정

후에는

[저장]을

클릭합니다.
④ 보관된 문자의 [적용]을 클릭하면 문자 발송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발신 번호 선택 및 수신 번호를 입력하고
문자를 발송합니다. 추가적인 문자 쓰기 내용은 [메시징 >

메시징 사용하기 > 문자 쓰기 > 문자 내용

작성하기]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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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등록된 문자 내용을 삭제하고 싶은 경우, 제목 좌측 박스를 체크하고 [삭제 > 확인]을 클릭합니다. 삭제한
문자는 복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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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관리하기

1. [메시징 > 환경설정 > 사용자 관리]를 클릭합니다.

① 아이디 또는 이름을 입력하여 사용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사용자 전체 또는 관리자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전체할당]을 클릭하면 전체 사용자에게 일반 SMS 건수 또는 ARS 수신거부 건수를 선택하여 일괄 할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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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자를 할당 또는 회수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좌측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선택할당/회수]를 클릭합니다. 일반
SMS 건수 또는 ARS 수신거부 건수를 선택하고, 할당 또는 회수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문자 건수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문자 건수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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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리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좌측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관리자등록]을 클릭합니다. 알림 메시지를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하면 해당 사용자는 관리자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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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관리자 > 등록이력]을 클릭하면 오피스 세팅 후 메시징 관리자로 등록/삭제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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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문자와 ARS 건수에 있는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면 각각 오름차순/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볼 수 있습니다.

(4) 문자 가져오기

1. [메시징 > 환경설정 > 문자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SMS 호스팅 서비스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SMS 호스팅 ID 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 단계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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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져올 문자 건수를 입력한 후 아래 주의사항 동의란에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다음 단계로 이동]을 클릭 시 문자 가져오기가 즉시 실행되며, 취소가 불가합니다.

4. 신청이 완료되면 전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인쇄]를 클릭해 출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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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웍스 모바일
하이웍스 모바일은 메일, 게시판, 전자결재, 주소록 등 PC 버전 하이웍스 오피스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앱(App)입니다.
하이웍스 모바일 앱을 통해 외근 중에도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PC 와 모바일 앱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언제
어디서나 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이웍스 모바일 앱 기능
1. 메일
모바일 기본 메일 앱에 하이웍스 메일을 연동하지 않아도, 하이웍스 모바일 앱을 통해 하이웍스 메일을 바로
확인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2. 게시판
PC 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모바일 앱 게시판을 통해 새로운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3. 주소록
회사 동료의 연락처를 일일이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않아도 모바일 주소록에 등록된 동료에게 손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4. 전자결재
부재중인 결재자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전자결재를 통해 신속한 결재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인사관리
출근이 어려운 상황에도 모바일 인사관리를 통해 휴가를 신청하고, 휴가 현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6. 일정관리
내 캘린더 및 공유 캘린더에 등록된 일정을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일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신청 방법
하이웍스 모바일 앱은 누구든지 무료 다운로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폰 모바일 앱 다운로드하기
아이폰 모바일 앱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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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앱 설치하기
하이웍스 모바일 앱은 메일, 전자결재, 게시판, 인사관리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전용 하이웍스 전용 오피스입니다.
하이웍스 모바일 앱은 무료 다운로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설치하기(아이폰)

1. 아이폰의 App Store 를 실행합니다.

2. [검색]을 클릭해 ‘하이웍스’를 검색합니다.

3. [받기]를 클릭해 하이웍스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4. 하이웍스 앱 설치를 완료했다면 앱을 실행해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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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용 오피스 사용자는 아이디를 이메일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예) gabia@gabiaedu.com
②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모바일 앱 설치하기(안드로이드폰)
1. 안드로이드폰의 Play Store 를 실행합니다.

2. [검색]을 클릭해 ‘하이웍스’를 검색합니다.

3. [설치]를 클릭해 하이웍스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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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항목 사용 내용을 확인 후 [동의]를 클릭합니다.

5. 하이웍스 앱 설치를 완료했다면 앱을 실행해 로그인합니다.

① 전용 오피스 사용자는 아이디를 이메일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예) gabia@gabiaedu.com
②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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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이웍스 모바일 사용하기
2-1. 알림

하이웍스 모바일 앱은 앱 환경 설정에 따라 알림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알림 사용으로 설정된 상태라도, 알림은 하이웍스 모바일 앱에 로그인된 상태에서만 수신할 수 있습니다.
1. 하이웍스 모바일 앱에 로그인 후 [앱 환경 설정 > 기본 설정 > 알림 설정]에서 알림 사용에 체크된 경우,
모바일 앱 알림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앱으로 수신된 알림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좌측 상단 [메뉴 > 종 모양 아이콘]을 누릅니다.

① 좌측 상단 [메뉴 아이콘]을 누릅니다.
② [종 모양 아이콘]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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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림 메뉴에서는 하이웍스 전체 서비스에 대해 수신한 알림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알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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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메일
(1) 메일 읽기

받은 편지함에 수신된 메일 확인하기
하이웍스 모바일 앱에서도 수신된 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하이웍스 모바일 앱에 로그인 한 후 . [메뉴 > 메일 > 받은 편지함]을 누릅니다.

① 좌측 상단 [메뉴 아이콘]을 누릅니다.
② [메일 아이콘]을 누릅니다.
③ [받은 편지함]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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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지함 목록에서 수신한 메일의 원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메일 검색/중요 표시하기

①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전체/보내는 사람/받는 사람/제목의 키워드를 입력해 원하는 메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별 아이콘]을 눌러 해당 메일의 중요 표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 아이콘]이 표시된 메일은 [메일 > 중요
편지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메일 이동/삭제하기

① 원하는 메일의 좌측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② [폴더 아이콘]을 눌러 원하는 편지함으로 메일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휴지통 아이콘]을 눌러 확인 중인 메일을 휴지통으로 즉시 이동하거나 영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앱 환경 설정 > 기본 설정 > 메일 삭제 방식]에 설정된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읽음 표시 여부/수신 거부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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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하는 메일의 좌측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② 상단 [… 아이콘]을 누릅니다.
③ [읽음 표시]를 눌러 메일 목록에서 읽은 상태와 동일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읽음 표시는 메일 목록의 상태 값만 변경될 뿐 메일 발송자에게는 읽지
않음 상태로 전달됩니다.
④ [안 읽음 표시]를 눌러 메일 목록에서 읽지 않는 상태와 동일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메일을 이미 확인한 경우 안 읽음 표시는 메일 목록의 상태 값만 변경될 뿐 메일 발송자에게는 읽음
상태로 전달됩니다.
⑤ [수신 거부]를 눌러 해당 메일 주소를 수신 거부 설정에 즉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주소에서
발송하는 메일을 차단되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받은 편지함 > 수신한 메일]을 클릭해 수신한 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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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신한 메일과 관련된 원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답장하기
상단 [화살표 아이콘]을 눌러 수신한 메일에 대해 답장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답장]을 눌러 메일 발송자에게만 메일을 작성해 발송합니다.
② [전체 답장]을 눌러 메일 발송자와 참조자 모두에게 메일을 작성해 발송합니다.
③ [전달]을 눌러 해당 메일을 제 3 자에게 첨부파일을 포함한 메일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메일 삭제하기
[휴지통 아이콘]을 눌러 확인 중인 메일을 휴지통으로 즉시 이동하거나 영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앱 환경 설정 > 기본 설정 > 메일 삭제 방식]에 설정된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기타 작업하기
상단 [… 아이콘]을 눌러 이동, 안 읽음 표시, 수신 거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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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동]을 눌러 해당 메일을 다른 편지함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② [안 읽음 표시]를 눌러 메일 목록에서 읽지 않는 상태와 동일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메일을 이미 확인한 경우 안 읽음 표시는 메일 목록의 상태 값만 변경될 뿐 메일 발송자에게는 읽음
상태로 전달됩니다.
③ [수신 거부]를 눌러 해당 메일 주소를 수신 거부 설정에 즉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주소에서
발송하는 메일을 차단되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승인 대기 편지함에 수신된 메일 확인하기
승인 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승인자는 하이웍스 앱을 통해서도 승인 요청된 메일의 승인/반려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하이웍스 모바일 앱에 승인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메뉴 > 메일 > 승인대기 편지함]을 누릅니다.

① 좌측 상단 [메뉴 아이콘]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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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메일 아이콘]을 누릅니다.
③ [승인 편지 > 승인대기 편지함]을 누릅니다.

2. 승인대기 편지함에 수신된 메일을 누릅니다.
승인대기 편지함 목록에서도 원하는 메일의 좌측 체크박스를 선택 후 상단에서 바로 [승인] 또는 [반려]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3. 메일 내용을 확인했다면 우측 상단 [승인] 또는 [반려]를 누른 후 [확인]을 누릅니다.
[승인]을 누른 경우, 해당 메일은 즉시 발송자에게 발송됩니다. 해당 메일은 승인자의 [승인 편지 > 승인
편지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반려]를 누른 경우, 해당 메일은 즉시 발송이 취소됩니다. 해당 메일은 승인자의 [승인 편지 > 반려 편지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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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일 쓰기

하이웍스 모바일 앱에서도 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1. 하이웍스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메뉴 > 메일 > 받은 편지함]을 누릅니다.
메일 쓰기는 받은 편지함 외 다른 편지함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메일 작성이 가능합니다.

① 좌측 상단 [메뉴 아이콘]을 누릅니다.
② [메일 아이콘]을 누릅니다.
③ [받은 편지함]을 누릅니다.

2. 메일 작성을 위해 편지함 목록 우측 상단 [연필 아이콘]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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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일을 작성합니다.

① 보내는 사람 메일 주소를 확인합니다. 부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우측 [V 아이콘]을 눌러 보내는 사람 메일
주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받는 사람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메일 주소 사이는 ,(콤마)으로 구분해 여러 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우측 [+ 아이콘]을 눌러 내게 쓰기/개인 주소록/공유 주소록/직원 주소록/태그 주소록 중 선택해 받는 사람 메일
주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측 [V 아이콘]을 누르면 [∧ 아이콘]으로 변경되며 하단에 참조, 숨은 참조 입력란이 생성됩니다.
③ 참조자의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메일 주소 사이는 ,(콤마)으로 구분해 여러 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우측 [+ 아이콘]을 눌러 개인 주소록/공유 주소록/직원 주소록/태그 주소록 중 선택해 받는 사람 메일 주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④ 숨은 참조자의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메일 주소 사이는 ,(콤마)으로 구분해 여러 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우측 [+ 아이콘]을 눌러 개인 주소록/공유 주소록/직원 주소록/태그 주소록 중 선택해 받는 사람 메일 주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⑤ 메일 제목을 입력합니다.
⑥ 메일 내용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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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일에 첨부할 이미지 또는 파일이 있는 경우 상단 [클립 아이콘]을 누릅니다.

① [클립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② [사진 찍기]를 눌러 휴대전화 카메라로 즉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③ [사진 가져오기]를 눌러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④ [다운로드 파일]을 눌러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된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⑤ 메일 본문 내 사진을 첨부하고 싶은 경우, 본문 내 삽입할 위치를 누른 후 ⑤를 눌러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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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작성 중인 메일에 사진 또는 파일을 첨부한 경우, 메일 제목 아래 첨부한 파일명, 파일 개수, 파일 크기가
표시됩니다.
⑦ 메일 본문 내 사진을 첨부한 경우, 본문 내 사진이 표시됩니다.

5. 작성 중인 메일을 임시 저장하고 싶은 경우, 좌측 상단 [<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알림 메시지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하면 작성 중인 메일은 [임시 보관함]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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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일 작성을 완료했다면 우측 상단 [종이비행기 아이콘]을 눌러 메일 보내기를 진행합니다.

① [종이비행기 아이콘]을 누릅니다. 암호 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종이비행기 아이콘]을 누르면 메일 발송이
즉시 완료됩니다.
② [종이비행기 아이콘 > 편지 보내기]를 누르면 일반 메일로 메일이 발송됩니다.
③ 암호 메일을 보내는 경우, [종이비행기 아이콘 > 보안 편지 보내기]를 누른 후 알림 메시지를 확인해 [보내기]를
누르면 암호 메일이 발송됩니다.

6. 발송 완료된 메일은 [메일 >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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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게시판

게시판 접속하기

1. 하이웍스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메뉴 > 게시판 > 이용할 게시판명]을 누릅니다.

① 좌측 상단 [메뉴 아이콘]을 누릅니다.
② [게시판 아이콘]을 누릅니다.
③ 원하는 게시판을 누릅니다.

게시물 읽기

1. 선택한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게시물 제목을 누르면 게시물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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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시물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작성하기

1. 선택한 게시판의 우측 상단 [연필 아이콘]을 누릅니다.

966

2. 게시물을 작성합니다.

① 게시물을 업로드할 게시판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선택한 게시판에 관리자에 의해 말머리가 설정된 경우, 원하는 말머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게시물 제목을 입력합니다.
④ 게시물 내용을 입력합니다.
⑤ 업로드할 게시물의 공지 설정 여부를 체크합니다.
[공지] 설정 시 해당 게시물 제목 앞에 [공지] 말머리가 표시되며, 게시판 목록 상단에 노출됩니다.

⑥ 업로드할 게시물의 최근게시물 공지 설정 여부를 체크합니다.
[최근게시물 공지] 설정 시 [최근 게시물] 게시판에서 해당 게시물 제목 앞에 [공지] 말머리가 표시되며,
게시판 목록 상단에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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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확인]을 누릅니다.

3. 업로드된 게시물을 게시판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등록한 게시물의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게시물 본문에서 상단 [수정] 또는 [삭제]를 눌러 진행합니다.

5. 게시물 본문 아래에서 댓글로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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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댓글 내용을 입력합니다.
② [등록]을 클릭하면 댓글란에 댓글 등록이 완료됩니다.
③ 등록된 댓글 우측 상단 [굿잡!]을 눌러 공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굿잡으로 공감된 댓글은 하트 모양 아이콘이 나오며, 굿잡은 사용자 당 1 번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굿잡 취소를 원하는 경우, 굿잡을 표시한 댓글의 [굿잡 취소]를 눌러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등록한 댓글의 삭제를 원하는 경우 [삭제]를 누릅니다.

6. 게시물에 대한 답글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1) 답글을 작성할 게시물 본문의 상단 [답글]을 누릅니다.

2) 답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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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답글 작성 시 본 게시물 제목 앞에는 RE)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② 게시물 내용을 입력합니다.
③ 업로드할 게시물의 공지 설정 여부를 체크합니다.
[공지] 설정 시 해당 게시물 제목 앞에 [공지] 말머리가 표시되며, 게시판 목록 상단에 노출됩니다.
④ 업로드할 게시물의 최근게시물 공지 설정 여부를 체크합니다.
[최근게시물 공지] 설정 시 [최근 게시물] 게시판에서 해당 게시물 제목 앞에 [공지] 말머리가 표시되며,
게시판 목록 상단에 노출됩니다.
⑤ [확인]을 누릅니다.
3) 답글은 게시물 목록에서 기존 게시물 하단에 노출됩니다.

게시물 검색하기

1. 해당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검색을 원하는 경우, 상단 [돋보기 아이콘]를 클릭합니다.

2. 전체/제목/내용/작성자 중 원하는 키워드로 게시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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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소록
(1) 개인/공유 주소록 이용하기

개인 주소록은 사용자 개인이 사용하는 주소록이며, 공유 주소록은 오피스 전체 사용자가 공유하는
주소록입니다.

1. 하이웍스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메뉴 > 주소록 > 개인 또는 공유 주소록]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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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좌측 상단 [메뉴 아이콘]을 누릅니다.
② [주소록 아이콘]을 누릅니다.
③ [개인 주소록] 또는 [공유 주소록]을 누릅니다.

2. 주소록과 관련된 원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1) 주소 검색하기
(1)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누릅니다.

(2) 주소를 검색합니다.

①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검색 기준은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 또는 회사명이며, 입력한 키워드가 포함된 주소는 모두 검색됩니다.
예) '하' 입력 시 -> 이름 또는 회사명에 '하'가 포함된 모든 주소 검색 결과 노출
② 검색된 결과 중 원하는 주소를 누릅니다.
(3) 주소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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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쓰기 아이콘]을 눌러 해당 메일 주소로 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② [문자 아이콘]을 눌러 해당 전화번호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③ [전화기 아이콘]을 눌러 해당 전화번호로 유선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수정]을 눌러 등록된 주소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주소 동기화하기
상단 [동기화 아이콘]을 누르면 PC 에 등록된 주소록과 모바일 주소록의 실시간 동기화가 진행됩니다.

3) 주소 추가하기
(1) 상단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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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소를 추가합니다.

① 이름을 입력합니다.
②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③ 휴대전화 번호 등 유선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④ 태그를 입력합니다. 생성되어 있지 않은 태그명을 입력할 경우, 입력한 태그명으로 새로운 태그가 생성됩니다.
⑤ 회사명을 입력합니다.
⑥ 메모를 입력합니다.
⑦ [저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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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소 삭제하기

① 삭제할 주소 좌측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여러 주소를 한 번에 삭제하고 싶은 경우, 삭제할 주소들의
좌측 체크박스를 다중 선택합니다.
② 상단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해 삭제합니다.

5) 주소로 연락하기

① 연락할 주소 좌측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여러 주소로 한 번에 연락하고 싶은 경우, 연락할 주소들의
좌측 체크박스를 다중 선택합니다.
② [… 아이콘]을 누릅니다.
③ [메일 보내기]를 누르면 선택한 주소에 등록된 메일 주소로 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④ [SMS 보내기]를 누르면 선택한 주소에 등록된 전화 번호로 SMS(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해당 SMS 는 이용 중인 모바일 기기의 SMS 기능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이웍스 문자 충전 건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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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 주소록 이용하기
직원 주소록은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가 인사 관리에 등록한 모든 계정의 주소가 자동으로 등록되며, 이는
모바일 주소록에서만 별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직원 주소록에 주소 추가는 주소록 메뉴에서 추가할 수 없으며, 인사 관리에서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해야만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사용자 추가 방법은 [메일/그룹웨어 > 인사 관리 > 인사 관리 > 사용자 관리하기]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1. 하이웍스 모바일에 로그인한 후 [메뉴 > 주소록 > 직원 주소록]을 누릅니다.

① 좌측 상단 [메뉴 아이콘]을 누릅니다.
② [주소록 아이콘]을 누릅니다.
③ [직원 주소록]을 누릅니다.

2. 원하는 직원의 주소를 검색해 확인 및 연락할 수 있습니다.
1)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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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소를 검색합니다.

①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검색 기준은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 또는 직위명이며, 입력한 키워드가 포함된 주소는 모두 검색됩니다.
예) '대' 입력 시 -> 이름 또는 직위명에 '대'가 포함된 모든 주소 검색 결과 노출
② 검색 결과 중 원하는 주소를 누릅니다.
3) 주소를 확인합니다.

① [전화기 아이콘]을 눌러 해당 주소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유선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SMS 아이콘]을 눌러 해당 주소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해당 SMS 는 이용 중인 모바일 기기의 SMS 기능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이웍스 문자 충전 건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③ [메일 아이콘]을 눌러 해당 주소에 등록된 메일 주소로 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 중인 모바일 기기에 하이웍스 메신저가 설치된 경우, [메신저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 사용자와의
대화방으로 이동해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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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소록 목록에서도 원하는 주소로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① 연락할 주소 좌측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여러 주소로 한 번에 연락하고 싶은 경우, 연락할 주소들의
좌측 체크박스를 다중 선택합니다.
② [… 아이콘]을 누릅니다.
③ [메일 보내기]를 누르면 선택한 주소에 등록된 메일 주소로 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④ [SMS 보내기]를 누르면 선택한 주소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SMS(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해당 SMS 는 이용 중인 모바일 기기의 SMS 기능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이웍스 문자 충전 건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4. 상단 [동기화 아이콘]을 누르면 PC 에 등록된 직원 목록과 모바일 직원 주소록의 실시간 동기화가 진행됩니다.

978

(3) 중요/태그 주소록 이용하기
중요 주소록 이용하기
중요 주소록은 PC 버전 주소록에서 별 표시한 주소만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주소록이며, 이는 모바일
주소록에서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주소의 별 표시/제거는 PC 버전 주소록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1. 하이웍스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메뉴 > 주소록 > 중요 주소록]을 누릅니다.

① 좌측 상단 [메뉴 아이콘]을 누릅니다.
② [주소록 아이콘]을 누릅니다.
③ [중요 주소록]을 누릅니다.

2. 중요 주소록에 등록된 주소를 검색할 수 있으며, PC 주소록과 실시간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①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중요 주소록에 등록된 주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기준은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 또는 회사명이며, 입력한 키워드가 포함된 주소는 모두 검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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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가' 입력 시 -> 이름 또는 회사명에 '가'가 포함된 모든 주소 검색 결과 노출
② [동기화 아이콘]을 눌러 PC 버전 주소록과 실시간 동기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원하는 주소를 눌러 연락할 수 있습니다.

① 원하는 주소를 누릅니다.

② [연필 아이콘]을 눌러 해당 메일 주소로 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③ [문자 아이콘]을 눌러 해당 전화번호로 SMS(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④ [전화기 아이콘]을 눌러 해당 전화번호로 유선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태그 주소록 이용하기
태그 주소록은 주소록에 태그를 설정한 주소만 태그별로 확인할 수 있는 주소록입니다.

1. 하이웍스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메뉴 > 주소록 > 태그 주소록]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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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좌측 상단 [메뉴 아이콘]을 누릅니다.
② [주소록 아이콘]을 누릅니다.
③ [태그 주소록]을 누릅니다.

2. 개인 주소록과 공유 주소록에 설정된 태그별 주소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원하는 태그 주소록에서 주소 검색, 동기화, 주소 추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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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해당 태그 주소록에 등록된 주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기준은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 또는 회사명이며, 입력한 키워드가 포함된 주소는 모두 검색됩니다.
예) '가' 입력 시 -> 이름 또는 회사명에 '가'가 포함된 모든 주소 검색 결과 노출
② [동기화 아이콘]을 눌러 PC 버전 주소록과 실시간 동기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을 눌러 주소를 추가할 수 있으며, 추가한 주소는 태그 주소록의 개인 또는 공유 유형에 따라 해당
주소록에 등록됩니다.

4. 태그 주소록에서 주소를 삭제할 수 있으며 해당 주소로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원하는 주소 좌측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여러 주소를 한 번에 진행하고 싶은 경우, 원하는 주소들의
좌측 체크박스를 다중 선택합니다.
② 상단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면 주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태그 주소록에서 삭제 시 해당 주소는 삭제되어 [휴지통]으로 이동하며, 태그 주소록 자체가 삭제되지 않습니다.
태그 삭제는 PC 버전 주소록에서 [환경 설정 > 기본정보 설정 > 태그 관리]에서 가능합니다.
③ 상단 [… 아이콘]을 누른 후 [메일 보내기]를 누르면 선택한 주소에 등록된 메일 주소로 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④ 상단 [… 아이콘]을 누른 후 [SMS 보내기]를 누르면 선택한 주소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SMS(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해당 SMS 는 이용 중인 모바일 기기의 SMS 기능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이웍스 문자 충전 건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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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자결재
(1) 문서 작성하기

1. 하이웍스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메뉴 > 전자결재 아이콘 > 전체]를 누릅니다.

① 좌측 상단 [메뉴 아이콘]을 누릅니다.
② [전자결재 아이콘]을 누릅니다.
③ [전체]를 누릅니다. ([전체]가 아닌 다른 진행중인 문서 메뉴를 눌러도 동일하게 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2. 문서를 작성합니다.
1) 우측 상단 [연필 아이콘]을 누릅니다.

2) 문서 내용을 입력 및 선택 후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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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문서에 설정된 결재 포맷에 따라 아래 결재/합의/재무합의/참조 등 항목이
변경됩니다.
② 작성자를 확인합니다.
③ 보존 연한을 선택합니다. (관리자가 설정한 문서 기본 설정에 따라 변경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④ 보안 등급을 선택합니다. (관리자가 설정한 문서 기본 설정에 따라 변경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⑤ (해당 항목이 보이는 경우) 결재자를 선택합니다.
⑥ (해당 항목이 보이는 경우) 합의자를 선택합니다.
⑦ (해당 항목이 보이는 경우) 재무 합의자를 선택합니다.
⑧ (해당 항목이 보이는 경우) 참조자를 선택합니다.
⑨ 문서 제목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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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클립 아이콘]을 누르면 관련 문서 및 첨부 파일 등록이 가능합니다.
⑪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다운로드 파일을 첨부하면 제목 아래에 표시됩니다.
⑫ 하이웍스 전자결재에서 결재 완료이며, 열람 권한이 있는 관련 문서를 첨부하면 제목 아래에 표시됩니다.
⑬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사진 가져오기를 진행하면 제목 아래에 표시됩니다.
⑭ 문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⑮ [저장]을 누르면 해당 문서는 작성 완료되지 않고, [전자결재 > 문서함 > 임시 저장]에 저장됩니다.

3. 본인이 작성 완료하고, 결재 진행 중인 문서는 [전자결재 > 진행 중인 문서 > 진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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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중인 문서의 기본 설정 값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문서 수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① [… 아이콘]을 누릅니다.
② [결재선 변경]을 눌러 작성한 문서의 결재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기안 취소]를 눌러 작성한 문서의 기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안 취소 시, 관리자의 기본 설정에 따라 문서가 완전 삭제되거나 [전자결재 > 문서함 > 반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파일 첨부]를 눌러 첨부할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⑤ [관련 문서]를 눌러 하이웍스 전자결재에서 결재 완료이며, 열람 권한이 있는 관련 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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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 중인 문서보기

1. 하이웍스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메뉴 > 전자결재 아이콘 > 진행중인 문서]에서 진행중인 문서의 상태에
따라 사용자가 작업해야 할 상황(전체/대기/확인/예정/진행) 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① 좌측 상단 [메뉴 아이콘]을 누릅니다.
② [전자결재 아이콘]을 누릅니다.

2. [진행 중인 문서]에서 [전체], [대기], [확인], [예정], [진행] 중 확인할 메뉴를 눌러 원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전체
전체 문서함은 진행 중인 모든 문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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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록에서 문서 제목 하단에 상세 정보를 통해 기안자명/기안일/구분/문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은 기안/결재/처리/합의/재무합의/수신/회람/참조/협의 중 본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체 문서 목록에서 결재할 문서 좌측의 체크박스를 다중 선택 후 일괄 결재 또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전체 문서 목록에서 일괄 결재할 경우에는 일괄 승인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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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괄 결재 또는 확인할 문서 좌측의 체크박스를 다중 선택합니다.
② 상단 [결재] 또는 [확인]을 누릅니다.
③ 알림 메시지 확인 후 [확인]을 누릅니다.
2) 대기
대기 문서함은 결재나 합의 순서가 되었거나 협의 요청된 문서들이 쌓이는 곳입니다.
알림 배지는 결재(처리 포함)와 (재무)합의 대기를 합한 것입니다.

대기 목록에서 문서 제목 하단에 상세 정보를 통해 기안자명/기안일/구분/문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은 결재/처리/합의/재무합의/협의 중 본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기 문서 목록에서 결재할 문서 좌측의 체크박스를 다중 선택 후 일괄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문서 목록에서 일괄 결재할 경우에는 일괄 승인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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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괄 결재할 문서 좌측의 체크박스를 다중 선택합니다.
② 상단 [결재]를 누릅니다.
③ 알림 메시지 확인 후 [확인]을 누릅니다.
문서 제목을 눌러 상세 문서 페이지에서 확인 후 결재할 수도 있습니다.
우측 상단 [결재]를 눌러 승인/합의요청/반려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승인/협의 요청/반려 중 선택합니다.
② 의견을 남겨야 하는 경우 의견을 입력합니다.
③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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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
확인 문서는 다시 확인이 필요한 문서들만 노출해줍니다.
내가 작성하거나 결재한 문서 중에서 반려된 문서, 결재 완료 후 참조 확인 대기 상태인 문서, 나를 대신하여
대결 완료된 문서, 수신 대기 문서, 회람 대기 문서가 쌓입니다.
알림 배지는 리스트 개수와 같으며, 확인이 필요한 문서의 개수를 표시합니다.

확인 문서 목록에서 확인할 문서 좌측의 체크박스를 다중 선택 후 일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목록이나 상세 문서 페이지에서 [확인]을 눌러야 [진행중인 문서 > 확인]에서 없어지며, 이후 문서함에서
다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반려된 문서 또는 대결로 완료된 문서의 경우, 문서를 눌러 내용을 보면 별도로 확인 처리 없이 문서함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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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
예정 문서는 내가 받은 문서 중에서 내 결재 순서가 안된 문서(참조 포함)들을 말합니다.

5) 진행
진행 문서는 내가 올리거나 받은 문서 중에서 내 결재 순서를 지난 문서(참조 포함)들을 말합니다.

6) 문서 검색 하기
[진행중인 문서]의 각 메뉴에서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원하는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할 단어를 입력 후 키보드의 [검색]을 누르거나 전체/기안자/기안 부서/제목/문서 종류 중 상세 문서 조건을
선택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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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함 보기

1. 하이웍스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메뉴 > 전자결재 아이콘 > 문서함]에서 결재 완료된 문서의
행위(전체/기안/결재/수신/회람/참조/반려/관심/임시저장)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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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좌측 상단 [메뉴 아이콘]을 누릅니다.
② [전자결재 아이콘]을 누릅니다.

2. [문서함]에서 [전체], [기안], [결재], [수신], [회람/참조], [반려], [관심], [임시저장] 중 확인할 메뉴를 눌러 원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전체
전체 문서함에서는 결재(결재/합의/재무합의/신청/처리) 문서, 기안 문서, 수신 문서, 회람 문서, 참조 문서, 보안
등급에 의해 열람 권한이 있는 문서 중 결재가 완료된 문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함 전체 목록에서 문서 제목 우측 [별 아이콘]을 눌러 관심 문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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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안
기안 문서함에서는 내가 기안한 문서 중 완료된 문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문서함 목록에서 원하는 문서의 제목을 눌러 문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문서 상세 페이지에서 참조 변경 및 별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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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아이콘]을 누릅니다.
② [관심문서 등록]을 눌러 [문서함 > 관심 문서]에서 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참조 변경]을 눌러 결재 완료된 문서를 공유할 참조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④ [파일 첨부]를 눌러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사진 또는 다운로드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⑤ [관련 문서]를 눌러 결재 완료이며, 열람 권한이 있는 관련 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결재
결재 문서함에서는 내가 결재한 문서 중 완료된 문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재 문서함에서도 기안 문서함과 동일하게 문서 상세 페이지에서 첨부 변경 및 별첨 추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수신
수신 문서함에서는 내가 수신한 문서 중 완료된 문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결재의 [문서함 > 수신]에서는 회람하기 또는 답장하기가 불가하므로 해당 기능은 PC 버전
전자결재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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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람/참조
회람/참조 문서함에서는 내가 회람/참조한 문서 중 완료된 문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람/참조 문서함의 문서 상세 페이지에서는 참조 및 회람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반려
반려 문서함에서는 내가 기안했거나 결재한 문서 중 반려된 문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 문서함의 문서 상세 페이지에서 별첨 추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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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심
관심 문서함에서는 내가 문서함에서 관심 문서로 지정한 문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문서함 목록에서 문서 제목 우측 [별 아이콘]을 눌러 별 표시를 해제하면 관심 문서 지정이 취소되며,
[문서함 > 관심]에서 없어집니다.

8) 임시 저장
임시 저장 문서함에서는 내가 작성 페이지에서 임시 보관한 문서들을 조회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임시 저장 문서함 목록에서 문서 제목을 눌러 문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해 문서 작성을 추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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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서함]의 각 메뉴에서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원하는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할 단어를 입력 후 키보드의 [검색]을 누르거나 전체/기안자/기안 부서/제목/문서 종류 중 상세 문서 조건을
선택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2-6. 인사관리
(1) 직원 목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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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웍스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메뉴 > 인사관리 아이콘 > 직원 목록]을 누릅니다.

① 좌측 상단 [메뉴 아이콘]을 누릅니다.
② [인사관리 아이콘]을 누릅니다.
③ [직원 목록]을 누릅니다.

2. [직원 목록]에서는 로그인한 계정이 소속된 오피스에 등록된 직원(사용자) 목록 및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조직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① 특정 직원 이름을 누르면 회사명, 직급, 입사일, 이메일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키워드를 입력해 특정 조직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키워드가 포함된
조직원의 이름 또는 직급명으로 검색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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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정보 관리하기

1. 하이웍스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메뉴 > 인사관리 아이콘 > 내 정보]를 누릅니다.

① 좌측 상단 [메뉴 아이콘]을 누릅니다.
② [인사관리 아이콘]을 누릅니다.
③ [내 정보]를 누릅니다.

2. 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 수정을 원하는 경우 [수정]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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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 수정을 완료 후 [저장]을 누릅니다.

①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 이용 중인 모바일에 저장된 사진(이미지)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이미지 삭제를 원하는 경우,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 [삭제]를 누릅니다.
② 사내 전화번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 [X]를 누르면 입력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휴대전화 번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고 싶은 경우, 하단 [비공개] 좌측의 라디오
버튼을 체크합니다.
우측 [X]를 누르면 입력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④ 로그인한 계정의 오피스 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는 해당 정보의 수정 권한이 없습니다.
⑤ 개인 이메일 주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고 싶은 경우, 하단 [비공개] 좌측의 라디오
버튼을 체크합니다.
우측 [X]를 누르면 입력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⑥ 사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고 싶은 경우, 하단 [비공개] 좌측의 라디오 버튼을
체크합니다.
우측 [X]를 누르면 입력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⑦ 입사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는 해당 정보의 수정 권한이 없습니다.
⑧ 생년월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고 싶은 경우, 하단 [비공개] 좌측의 라디오 버튼을
체크합니다.
우측 [X]를 누르면 입력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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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자택 주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우편번호 검색]을 눌러 주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고 싶은 경우, 하단 [비공개] 좌측의 라디오 버튼을 체크합니다. 우측 [X]를 누르면 입력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⑩ 기타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고 싶은 경우, 하단 [비공개] 좌측의 라디오 버튼을
체크합니다.
우측 [X]를 누르면 입력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휴가 신청하기

1. 하이웍스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메뉴 > 인사관리 아이콘 > 휴가 신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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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좌측 상단 [메뉴 아이콘]을 누릅니다.
② [인사관리 아이콘]을 누릅니다.
③ [휴가 신청]을 누릅니다.
2. 로그인한 계정의 본인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 정보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휴가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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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가 사용자의 올해 휴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휴가 신청자 이름과 회사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 결재선에는 휴가 신청자의 소속 부서 결재선을 선택합니다.
[클릭 후 입력]을 눌러 결재자의 이름 또는 직급을 입력 후 선택합니다.
④ 처리 결재선에는 휴가를 처리하는 부서의 결재선을 선택합니다. (예: 인사팀 부서원)
[클릭 후 입력]을 눌러 처리자의 이름 또는 직급을 입력 후 선택합니다.
⑤ 해당 휴가 신청서를 참조받을 대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릭 후 입력]을 눌러 참조자의 이름 또는 직급을 입력 후 선택합니다.
⑥ 휴가 종류를 선택합니다.
⑦ [날짜 선택하기]를 눌러 원하는 날짜를 선택 후 우측 [종일]을 눌러 종일/오전/오후 중 상세 휴가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날짜를 동시 휴가 신청할 경우, [날짜 선택하기]를 눌러 1 일씩 설정해야 합니다.
⑧ 휴가 신청 사유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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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 휴가 현황 보기

1. 하이웍스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메뉴 > 인사관리 아이콘 > 내 휴가 현황]을 누릅니다.

① 좌측 상단 [메뉴 아이콘]을 누릅니다.
② [인사관리 아이콘]을 누릅니다.
③ [내 휴가 현황]을 누릅니다.

2. 내가 신청한 휴가 내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휴가 내역을 누르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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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중인 휴가의 경우, 휴가 신청 상세 정보에서 우측 상단 [ … 아이콘 > 신청 취소]를 눌러 휴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우측 상단 [… 아이콘]을 누릅니다.
② [신청 취소]를 누릅니다. 취소한 휴가는 복구가 불가하므로 잘못 취소한 휴가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7. 일정관리

1. 하이웍스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메뉴 > 일정관리 아이콘]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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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좌측 상단 [메뉴 아이콘]을 누릅니다.
② [일정관리]를 누릅니다.
2. [일정관리]에서는 로그인한 계정이 소속된 모든 캘린더에 등록된 일정을 '전체 캘린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캘린더 및 공유 캘린더 별로 등록된 일정만 확인하고 싶은 경우 해당 캘린더명을 누릅니다.

3. 캘린더에서 일정 관련 원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날짜 이동 및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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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재 확인 중인 캘린더의 년/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스크롤을 내리면 과거 날짜, 화면 스크롤을
올리면 미래 날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② 캘린더에서 과거 또는 미래 날짜를 확인 중일 경우, 해당 [달력 아이콘]을 눌러 오늘 날짜로 즉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캘린더에 등록된 일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조건은 등록된 일정 제목과 내용으로 검색 가능합니다.
한 글자 이상 키워드 입력 후 키보드의 [검색]을 누르면 입력한 키워드가 포함된 제목 또는 내용의 일정이
검색됩니다.

2) 일정 추가하기
(1) 우측 상단 [+ 아이콘]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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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 관련 정보를 입력 후 [저장]을 누릅니다.

① 일정 제목을 입력합니다.
② 일정을 등록할 캘린더 종류를 선택합니다. 캘린더 만들기는 PC 버전 일정관리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등록할 일정을 종일 일정으로 등록하고 싶은 경우, ON 으로 변경합니다.
④ 등록할 일정의 시작 날짜/시간을 설정합니다. 시간은 30 분 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⑤ 등록할 일정의 종료 날짜/시간을 설정합니다. 시간은 30 분 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⑥ 등록할 일정의 반복 여부 및 주기를 설정합니다. 주기는 반복 없음/매일/매주/주중 매일/매월/매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복 설정 사용 시 반복 종료일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설정에 따라 반복 일정이 등록됩니다. 선택
완료 후 [저장]을 누릅니다.

⑦ 알림은 메일 알림과 오피스 알림(메신저/앱)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동시 설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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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을 설정한 시간에 로그인한 계정의 메일 또는 오피스(메신저 또는 하이웍스 앱)로 알림이 발송됩니다. (공유
일정의 알림도 나에게만 적용)
알림 시간은 알림 없음/정시/5 분 전/15 분 전/30 분 전/1 시간 전/하루 전/당일 오전 0 시/당일 정오/하루 전 정오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완료 후 [저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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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알림 내용을 입력합니다.
⑨ [저장]을 누릅니다.

3) 일정 확인, 수정 및 삭제하기
(1) 캘린더에 등록된 일정을 누릅니다.

(2) 등록된 일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일 날짜로 다른 일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을 좌우로 이동하면 확인 중인 날짜 전후로 캘린더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① 개별 일정을 누르면 일정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② [+ 아이콘]을 누르면 동일 날짜로 다른 일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일정 상세 페이지에서는 등록된 일정의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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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측 상단 [… 아이콘]을 누릅니다.
② [수정]을 누르면 등록된 일정 관련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③ [삭제]를 누르면 등록된 일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알림 메시지 확인 후 [확인]을 누르면 해당 일정은
삭제되며, 삭제된 일정은 복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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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설정

1. 하이웍스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메뉴 > 톱니바퀴 아이콘]을 누릅니다.

① 좌측 상단 [메뉴 아이콘]을 누릅니다.
② [톱니바퀴 아이콘]을 누릅니다.

2. 계정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내 정보 관리하기
모바일 앱에 로그인된 계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정을 누르면 [모바일 앱 > 인사 관리 > 내 정보]로
이동하며, 내 정보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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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수정 방법은 [모바일 앱 > 인사관리 > 내 정보 관리하기]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2) 오피스 확인하기
로그인한 계정이 소속된 전용 오피스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15

3) 서명 설정하기
(1) [계정 정보 > 서명 설정]을 누릅니다.

(2) 서명을 설정합니다.

① 서명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해당 라디오 버튼이 체크되어 있는 경우 서명을 사용합니다.
② 서명 사용 시 서명 내용을 입력합니다.
③ [저장]을 누릅니다.
4) 로그아웃하기
로그인한 계정을 모바일 앱에서 로그아웃하고 싶은 경우, [계정 정보 > 로그아웃]을 누릅니다.
알림 메시지 확인 후 [확인]을 누르면 로그아웃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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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메일 삭제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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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일 삭제 방식] 우측의 현재 설정된 [메일 삭제 방식명]을 누릅니다.
② [휴지통으로 이동] 방식 선택 시 모바일 앱에서 삭제한 메일은 [메일 > 휴지통]으로 이동합니다.
③ [영구 삭제] 방식 선택 시 모바일 앱에서 삭제한 메일은 즉시 완전 삭제됩니다. 완전 삭제된 메일은 복구가
불가합니다.
2) 알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설정 > 알림 설정]을 누릅니다.

(2) 알림을 사용할 항목 설정을 원하는 경우, 알림 항목 우측의 [모든 서비스] 또는 [특정 서비스명]을 누릅니다.

(3) 메일, 게시판, 전자결재, 쪽지, 공용메일 중 모바일 Push 알림을 설정할 서비스 항목을 선택합니다.
1 개 이상 서비스 항목 선택 시 알림 사용 사용 여부는 [사용]으로 설정되며, 1 개 미만 서비스 항목 선택 시 알림
사용 여부는 [미사용]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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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이웍스 개인 정보 처리 방침과 모바일 앱의 설치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누르면 하이웍스 약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현재 모바일 앱에 설치된 앱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하이웍스 모바일 서비스 이용을 최신
버전 사용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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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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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 토큰 생성하기
오피스에 대해 전자결재, 메신저 알림, 문자 등 API 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1. 하이웍스 오피스에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① 하이웍스 계정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② 하이웍스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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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오피스관리]를 클릭합니다.

3. [오피스 관리 > 환경설정 > API 관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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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I 관리 > 서비스 연동 > 오피스 토큰 생성]을 클릭합니다.

5. 오피스 토큰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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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피스 토큰 이름은 사용자가 오피스를 구분하기 위한 오피스 토큰 명칭입니다.
② API 연동을 위한 Scope 를 설정합니다. 허용된 Scope 에서만 API 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결재 (문서 조회 / 회계 정보)
- 메신저 알림
- 문자
- 인사관리
- 카카오 알림톡
- 전자세금계산서
③ API 허용을 위한 IP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IP 를 입력 후 우측 [+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IP 가 등록됩니다.
오피스 토큰은 그룹웨어(오피스) 전체를 관리하는 API 인증키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설정된 IP 에서만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는 허용 IP 연동을 준비 중으로 연동 작업 전까지 전자세금계산서 API 호출 시 IP 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④ [생성]을 클릭합니다.

6. 생성된 오피스 토큰은 개요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토큰은 재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재발급 시에는 이미 연동된 API 는 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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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I KEY 발급하기
계정 연동과 조직 연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API KEY 를 발급해야 합니다.

1. 하이웍스 오피스에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오피스 관리 > 환경설정 > API 관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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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정 연동(SSO)을 신청합니다.
(1) [API 관리 > 계정 연동(SSO) >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계정 연동 정보를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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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급된 계정 연동 Key 로 API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정 연동 Key 는 재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재발급 시에는 이미 연동된 API 는 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팝업 혹은 아이프레임으로 적용된 페이지에서 노출되는 하이웍스 메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③ 계정 연동 API 는 오피스 내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설정된 IP 에서만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계정 연동을 호출하는 서버 IP 입력 후 우측 [추가]를 클릭합니다.
④ [저장]을 클릭합니다.

4. 조직 연동을 신청합니다.
(1) [API 관리 > 조직 연동 >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조직 연동 정보를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1027

① 발급된 조직 연동 Key 로 API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 연동 Key 는 재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재발급 시에는 이미 연동된 API 는 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조직의 정보에서 연동 범위(조직/직급/직무, 구성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계정 연동 API 는 오피스 내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설정된 IP 에서만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조직 연동을 호출하는 서버 IP 를 입력 후 우측 [추가]를 클릭합니다.
④ [저장]을 클릭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등록하기
Access Token(OAuth)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해야 합니다.

1. 하이웍스 개발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 API 콘솔 > 애플리케이션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위한 정보를 입력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1028

① 애플리케이션 이름은 사용자가 구분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름입니다.
② 회사명 혹은 이름(개인)을 입력합니다.
③ 사전 검수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회신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④ API Scope 를 선택합니다.
⑤ API 를 사용할 서비스 URL 을 입력합니다.
⑥ 사용자 인증이 완료된 후, 등록한 Redirect URI 로 Authorization code 를 발급합니다.
⑦ API 를 사용하는 이유를 간략히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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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이용 약관을 확인 후 동의에 체크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은 사전 검수가 승인된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검수는 영업일 기준 3~5 일 정도
소요됩니다.
과도한 API 호출을 발생하거나, 불법적인 사용을 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승인이 완료되면 클라이언트 ID 와 클라이언트 Secret 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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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Auth 2.0 구현하기
OAuth 2.0 는 Thrid party(고객사 솔루션)에서 사용자의 권한으로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고객사의 솔루션에서는 따로 로그인 프로세스를 구축하지 않아도 하이웍스 로그인으로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OAuth2.0 은 ‘인증(Authentication)’과 ‘허가(Authorization)’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증’은 사용자가 해당 솔루션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허가’입니다.
예를 들어, 빌딩에 출입을 할 때 방문자가 발급받는 방문증은 ‘인증’입니다.
방문증을 가지고, 카페테리아와 회의실만 갈 수 있도록 권한을 받는 것이 ‘허가’입니다.
파트너사 솔루션에서 로그인을 할 때,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인증을 완료하면, 서버에서 Authorization
code 를 발급하고,
클라이언트에서는 서버로 Access to http:// ken 을 교환 요청합니다.
서버에서는 권한(API Scope)을 확인하여 로그인을 허용해줍니다.

1. 사용자 인증 페이지 (Authorization code 발급하기)
Access token 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Authorization code 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Authorization code 는 로그인 인증 페이지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도록 브라우저로 호출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접근을 허용 및 로그인 성공 시에는 애플리케이션 등록 시 입력한 Redirect URI 로 Access token 이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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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est 상세

2. Access Token 요청하기
Authorization code 발급 후, Access Token 요청을 위해 parameter 정의 후, Access token 을 요청합니다.
* Request 상세

* Response
{
"code":"SUC",
"msg":"",
"data":{
"access_token":"토큰", ## 발급 시각 기준 1 시간 이후 만기 됩니다.
"refresh_token":"리프레시 토큰", ## 발급 시각 기준 1 달 이후 만기 됩니다.
"office_no":"오피스 번호",
"user_no":"유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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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플리케이션에서 하이웍스로 알림 보내기
하이웍스 메신저 알림 API 는 효과적입니다. 한 번의 푸시를 통해 , 메신저 그리고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별도의 알림(큐, 전송) 서버 구축 필요 없이 편리하게
알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API 가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별도 구축한 서버에서 '하이웍스 API 서버' 측으로 officeToken, 메시지, 링크 등을 포함하여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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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알림 호출하기
헤더에 Office Token 인증을 포함하여 호출합니다.
Office Token 발급 방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user_list: 사용자 아이디 목록
• message: 전달할 알림 내용
• link: 푸시 알림 클릭 시 리다이렉션 URL
• mlink: 모바일에서 푸시 알림 클릭 시 연동할 URL 을 입력합니다.
• solution_name: 알림 제목
• solution_image: 알림에 표시되는 이미지

호출 화면
호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메신저·모바일·웹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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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애플리케이션에서 하이웍스 전자결재 기안하기
사용하시는 앱에 결재 프로세스가 필요한 경우, 하이웍스에서 제공하는 API 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앱에 결재
프로세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앱에 있는 본문 내용 등의 정보를 하이웍스 전자결재로 전송할 수 있으며, 문서 상태 조회 API 를 이용해 결재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연동에 필요한 API 는 2 가지입니다.
- 전자결재 기안하기 페이지 연동
- 문서 상태 조회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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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아이디 확인
외부에서 기안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양식함 관리에서 연동할 양식을 정한 후, 양식 상세 페이지에서 양식 아이디를 확인하세요.
양식 아이디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슈퍼 관리자 또는 전자 결재 관리자 계정으로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합니다.

2. [전자결재 > 관리자 설정 > 양식함 관리]를 클릭 후 연동할 양식의 양식명을 클릭합니다.
연동할 양식이 없는 경우, 새로 생성하거나 하이웍스 제휴 양식을 이용해 주세요.

3. 상세 페이지 상단의 양식 아이디를 확인합니다.
'지출 결의서'의 경우 현재 연동이 불가합니다. (추후 제공)
'하이웍스 제공 양식'에는 외부 솔루션과 연동할 수 있는 많은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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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양식 수정]을 클릭한 수정 페이지에서 양식 ID 우측의 '작성 페이지 및 팝업에서 사용 불가' 체크 설정
시, 해당 양식은 하이웍스 전자결재 내에서 기안할 수 없는 외부 연동 전용으로 변경됩니다.

기안하기 페이지 호출
1. 애플리케이션 내 결재 프로세스가 필요한 영역에 [결재하기] 등의 버튼을 생성합니다.

2. 해당 버튼의 역할은 브라우저에서 페이지를 이동하거나 새로운 창을 열어 기안하기 페이지 URL 을 호출하는
기능입니다.
(URL 의 주소는 https://office.hiworks.com/{고객 도메인}/approval/popup/write 입니다.)
화면을 호출할 때 양식 아이디(form_id)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해당 작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인증에 필요한 로그인 화면을 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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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그인 성공 시, 파라미터로 전달한 값이 포함된 기안 문서가 열립니다.

5. 결재선을 설정한 후 [기안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안이 완료됩니다.

6. 파라미터에 Callback_url 을 전달한 경우, callback 서버에서 아래와 같은 상태값을 수신합니다.
해당 값은 문서 상태 조회 API 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office_id={오피스고유번호}&approval_key={문서 KEY}&approval_id={문서 아이디}&approval_code={문서
번호}&state={기안 상태}&request_hash={해쉬값}
※기안상태 => complete: 승인, Progress: 진행 중, Rejected: 반려, Cancelled: 기안취소
단순 기안하기 기능만 요구하는 경우 현재 스텝에서 연동 작업을 종료해도 됩니다.

문서 상태 조회
1. 문서 상태값 조회가 필요한 부분에 [결재 상태값 조회] 버튼을 생성합니다.

2. 문서 아이디를 파라미터로 문서 결재 상태를 조회하는 API 를 호출합니다.
문서 상태 조회 API 는 헤더에 Office Token 이 필요합니다.

3. 호출이 정상적일 경우, 문서 상태값이 정상적으로 Return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문서 상태를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 표시하거나 필요한 프로세스 처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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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자(SMS) 보내기
하이웍스 문자 API 를 이용해서 문자 발송하기와 잔여 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발송하기 전, [오피스 토큰] 생성과 발신 번호 사전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1.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메시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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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시징 > 환경설정 > 발신 번호 설정 > 등록하기]를 클릭해 발신 번호를 등록합니다.

1) 개인용
- 휴대전화 번호(휴대전화 인증): 010/011/016/017/018/019 로 시작하는 번호
- 유선전화 번호(ARS 인증): 17 개 지역번호 및 0*0 계열로 시작하는 번호
2) 오피스 공용
특수전화번호(서류 인증): 전국 대표 번호(15**, 16** 등)와 특수전화번호(112,119 등)로 공용 번호를 등록할 경우,
통신 서비스 이용 증명원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발신 번호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API 를 이용해 문자(SMS)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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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발송하기
단문: 90byte (한글 45 자) / 장문: 2,000byte (한글 1,000 자) / 포토 문자: 2,000byte + 이미지 200KB 최대 3 개까지
문자를 발송한 솔루션에서 user id, api key 등 필수 입력 값을 넣고 발송합니다.
• user ID: 오피스 ID
• office token: 오피스 관리 페이지에서 발급 받은 office token (오피스 토큰)
• sms Type: 단문, 장문, 포토 문자에서 선택
• sender: 발신자 - 사전에 등록된 발신번호에서만 발송 가능
• receiver: 수신을 받을 대상의 핸드폰 번호 입력
• message: 문자 본문 작성 (단문의 경우, 90byte 이상입력 시, 단문으로 잘려 발송됩니다.)
• send_date: 발송 시간 (발송시간 미 입력 시, 즉시 발송됩니다. 현재 시간 이후의 시간을 설정할 경우, 예약
발송이 됩니다.)
• File: 포토 문자를 발송 할 경우, 첨부 파일 200KB, 최대 3 개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발송 결과 확인하기
문자 발송 시, 발송자가 지정한 refkey 로 실제 발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fkey 는 문자 발송 후, 하이웍스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값입니다.
예) 200 success 요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400 fail 요청이 실패되었습니다.
500 server error 서버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잔여 건수 확인
발송 후, 총 잔여 건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shared_sms : 공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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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gn_sms : 할당 문자
• shared_ars : 공용 ARS 문자
• assign_ars : 할당 ARS 문자
발송 건수 확인
발송이 완료된 문자에 대한 건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sms use count : 단문 문자 사용 건수
• lms use count : 장문 문자 사용 건수
• mms use count : 포토 문자 사용 건수
• period : 조회 기간

8. 지출 결의 데이터 가져오기
하이웍스의 많은 고객이 전자결재 '지출결의서' 양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등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발생 시, 회계팀에 지출의 출납을 사전 승인하기 위한 절차를 위해서입니다.
지출 결의가 완료되면 [전자결재 > 회계 정보 관리 > 데이터 조회 > 지출결의, 송금요청]에 해당 비용 자료가
누적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해당 회계 데이터를 API 를 이용하여 가져 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해당 프로세스 필요한
전반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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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연동
지출결의 정보를 ERP 등에 연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코드(거래처, 계정 과목, 코스트 센터)
동기화입니다.
비용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하이웍스 코드와 ERP 등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다르면 결국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ERP 등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자체적으로 거래처, 계정과목, 코스트 센터 등의 코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이웍스는 외부 코드 정보를 하이웍스와 동기화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합니다(애플리케이션의 코드 정보를
하이웍스 코드 정보에 전달하는 방식).
코스트 센터, 거래처, 계정과목 항목에 대한 추가/조회/수정/삭제 API 를 제공하며,
헤더에 Office Token 인증을 포함하여 호출합니다. Office Token 발급 방식은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1043

1. 코스트 센터 CRUD Parameter
1) department_code: 코스트 센터 코드
2) department_code: 코스트 센터 이름
3) ext_key: 외부 키

2. 거래처 CRUD Parameter
1) customer_code: 거래처 코드
2) customer_name: 거래처 이름
3) business_number: 사업자 등록번호
4) bank_name: 은행명
5) account_number: 계좌번호
6) account_holder: 예금주
7) ext_key: 외부 키

3. 계정 과목 CRUD Parameter
1) account_code: 계정과목 코드
2) account_name: 계정과목명
3) ext_key: 외부 키

코드가 연동되는 경우, 웹 화면에서 코드 관리가 제한됩니다.

지출 결의/송금 정보 연동
코드 동기화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지출 결의 정보를 가져올 차례입니다.
헤더에 Office Token 인증을 포함하여 호출합니다. Office Token 발급 방식은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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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청 Parameter
1) fixed_date: 기준 월 (YYYYMM)
2) type: 개인, 법인 또는 전체를 선택 -- 전체(빈 값으로 전달), 개인(P), 법인 (C)
3) approval_status: 문서 결재 상태 -- 결재 중(P),결재 완료(C)

2. 요청 시 아래와 같은 Response 를 받게 됩니다. 용도에 필요한 값을 파싱 처리하여 획득합니다.
1) document_code: 문서 코드(ex: 지결-20190327-0001)
2) document_no: 문서 번호(ex: 123456)
3) slip_number: 전표 번호
4) document_regdate: 기안일시
5) register_name: 작성자 이름
6) register_id: 작성자 아이디
7) register_company_num: 작성자 사번
8) spender_user_name: 지출자 이름
9) spender_user_id: 지출자 아이디
10) spender_company_num: 지출자 사번
11) type: 구분 -- 개인 또는 법인
12) card_name: 법인카드 회사명
13) card_number: 법인카드번호
14) bank_name: 지출자 은행명
15) account_num: 지출자 계좌번호
16) fixed_date: 회계일자(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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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updatedate: 문서 수정일
18) number: 입력번호
19) department_code: 코스트센터 코드
20) department_name: 코스트센터 이름
21) account_code: 계정과목 코드
22) account_name: 계정과목 이름
23) price: 공급가액
24) tax: 세액
25) expense_date: 금액
26) proof: 증빙
27) cash_receipts_num: 현금영수증
28) customer_code: 거래처 코드
29) customer_name: 거래처 이름
30) customer_company_num: 사업자 등록번호
31) accounting_no: 송금 정보 고유번호
32) brief: 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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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정 연동(SSO) 구현하기
하이웍스 계정 연동은 고객사의 외부 사이트(인트라넷, 홈페이지, 솔루션 등)에서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바로
하이웍스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사에서 따로 로그인 프로세스를 두지 않아도, 하이웍스 로그인을 이용하여 하이웍스의 여러 서비스를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사의 솔루션에서 고객사의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였습니다.

2. 고객사의 솔루션에서 하이웍스 전자결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3. 전자결재의 페이지가 열리기 전에, 하이웍스 계정 연동을 위해 API Key 를 발급받아 해당 오피스를
인증합니다.

4. API Key 로 고객사 로그인 정보와 하이웍스 로그인 정보를 연동하기 위한 Temp key(임시 키)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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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초 연동 시에는 하이웍스 로그인 창이 노출되며, 고객사의 사용자 로그인 정보와 하이웍스 사용자 로그인
정보를 매칭 시킵니다.

6. 이후 Temp key 와 고객사의 사용자 로그인 정보로 하이웍스 로그인 정보와 연동이 됩니다.

7. 계정 연동 후에는 각 하이웍스 솔루션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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