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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종 플로우 사용법
플로우를 사용하는 IT업종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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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우로 신규 개발 진행 꿀팁



관련 부서 전체 ‘협업 프로젝트’ 개설
개발 전체 일정과 관련된 부서 인원 모두 함께 참여하여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개설합니다. 개발 기능 별로 하위업무로 세부 일정, 진행 단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1. ‘신규 개발 건 개발 프로젝트’ 개설

- 프로젝트에는 관련 부서 인원 모두 초대합니다. 
ㄴ 기획, 개발, 퍼블, 디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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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개발/개선 건 별 상위업무 등록

- 부서별 업무는 ‘하위업무’로 등록합니다.
- 상위 부서의 업무가 종료되면 다음 부서 작업 시작합니다.
- 업무 5단계 워크플로우로 진행 상태 공유



‘부서별 업무 관리’ 프로젝트 개설
개발 전체 일정과 관련된 부서 인원 모두 함께 참여하여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개설합니다. 개발 기능 별로 하위업무로 세부 일정, 진행 단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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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별 세부 작업에 대한 업무 관리가 필요한 경우, 부서별 프로젝트에서 진행

- 각 기능 별 세부적인 작업 상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각 부서별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별도 관리합니다. 
- 전체 협업 프로젝트에서는 작업 진행 상황, 주요 이슈들에 대한 공유용으로 사용합니다. 

1

관련 업무의 고유 업무 번호 기재
ㄴ 관리되고 있는 업무 확인 및 관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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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우로 QA업무 진행 꿀팁



‘기기/환경 별 QA’ 프로젝트 개설
기기별, 환경별, 또는 프로젝트 별 QA 프로젝트를 개설합니다. 관련된 기능에 대한 QA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모두 진행합니다. 



‘기기/환경 별 QA’ 프로젝트 개설
기기별, 환경별, 또는 프로젝트 별 QA 프로젝트를 개설합니다. 관련된 기능에 대한 QA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모두 진행합니다. 

QA 진행 과정 히스토리 체크 가능

- QA 요청자와 담당자와의 명확한 진행 상황 공유가 가능합니다. 
- 개발자 & 비개발자의 소통도 한 곳에서 원활히 가능합니다.
- 추후 유사 QA 발생 시 이전 히스토리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팀

비개발팀



‘업무 양식’ 규칙 공유하기

업무 작성 양식/규칙 공지

- 프로젝트 내 공유되는 ‘업무 작성 규칙’을 정해서 공유해주세요.
- ‘업무 작성 규칙’은 프로젝트에 처음 참여하는 직원들의 혼란도 줄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별 업무 게시글 작성 양식/규칙을 정한 후 공유하면, 보다 명확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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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우로 WBS 진행 꿀팁



플로우 프로젝트/할일/업무를 사용하여 WBS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

할일

프로젝트 프로젝트1

할일1

업무1 업무2

할일2

업무3

‘WBS’ 활용하기



‘WBS’ 활용하기
기기별, 환경별, 또는 프로젝트 별 QA 프로젝트를 개설합니다. 관련된 기능에 대한 QA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모두 진행합니다. 

할일과 업무로 WBS 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할 일로 기간 별 또는 프로젝트 별 상위 기준 업무들을 정리합니다.
2) 각 할 일에 해당되는 업무를 상위 업무로 등록합니다.
3) 2번째 뎁스 내 세부 사항들은 하위 업무로 등록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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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고객사와도 플로우에서 소통하기



외주업체/고객사 직원들도 플로우에 초대하여 업무 진행 상황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 공유를 통해 향상되는 신뢰는 ‘덤’ 이겠죠?!

‘외주업체/고객사’도 플로우에 초대하기



플로우 활성화 방안
멘토링 제도, 플로우 기능 및 사용법 공유, 교육 등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빠르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01 플로우 사용법 프로젝트 02 사내 멘토링 제도 03 교육프로그램

• 플로우 기능 및 사용법을 서로 공유합니다.

• 팀 그리고 우리 회사에 맞는 플로우 기능 팁, 
활용 사례를 자유롭게 공유합니다. 

• 플로우팀에서 전달 받은 자료 또는
이슈사항들 플로우에 대한 모든 사항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팀별로 전담 IT 담당자를 배정하여, 
플로우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 플로우를 활발히 사용한 직원에게 보상을
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Ex. 활동이 많은 직원, 활용 사례를 많이
전파한 직원, ‘좋아요’를 가장 많이 누른 직원

• 플로우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정기 교육 뿐
아니라, 기업 교육을 별도로 신청하여 플로우
사용법을 숙지합니다.

• 현대엔지니어링 자체 교육자료를 생성하여
협업툴 사용 문화 및 필수 숙지 내용을 직원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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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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