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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패러다임의 비즈니스 문서 툴

흩어진 자료가 가치 있는 지식이 될 때까지,

원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문서를 작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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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그 자료 어딨더라?’
찾아 헤매시나요?

지식 노동자는 하루 평균 2.5시간을 정보 검색에 사용합니다.

하루 평균 60회, 한달 평균 1,200회 이상의 검색을 수행하죠.

중요한 업무가 아닌, 자료 찾기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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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 있는 수많은 탭, 이걸 왜 찾았더라?
제가 원하는 자료를 간편하게 수집할 수 없을까요?
직장인 업무 시간의 30%가 내부 및 외부 정보 검색에 사용됩니다. 수많은 탭 속에서 정작 놓치고 있는 중요한 자료들…
글쓰기 자체보다 자료를 찾아 헤매는데 더욱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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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Ctrl + C, Ctrl + V...
자료 조회와 문서 작성을 
한번에 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문서 작성 시 수많은 자료와 문서를 오가는 번거로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문서 업무의 비효율로 발생되는 손실은 매년 300억원

에 달합니다.  (직원 1000명 기준, Mckinsey, 2020)

01 / 개발 배경



잔뜩 쌓여만 가는 자료들,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직장인 60%는 자료를 찾고 활용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폴더 체계가 복잡한 경우, 힘들게 수집한 자료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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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대의 문서 업무는, 단순 글쓰기가 아닌 수 많은 정보의 종합입니다.
Typed와 함께 폭발적인 업무 생산성 향상을 경험해보세요.

당신의 Second-brain, 
Typed가 도와드릴게요!



사용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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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d는 수많은 Typer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관리하는 대기업부터,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스타트업,	배움의 터전이 되는 대학교까지	Typed는	Typer와 함께 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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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개국에서 1만여명이 사용중입니다



도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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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도입 효과

2020년 Mckinsey 레포트에 따르면, 현대의 직장인은 8시간의 업무시간 중 2.5시간을 내외부 자료를  찾아헤매

이는데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관리의 비효율로 직원 100명 기준 연간 30억 이상 낭비가 된다고 합니다 .  

Typed는 사내의 지식을 찾아 헤매이는 시간을 대폭 줄어주어 월 416만원, 월 8768만원을 아껴줍니다.

1) 월 급여 350만원 기준

1) 



기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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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스플릿 스크린(화면분할)으로 문서 작성과 동시에

 어떤 포맷의 파일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 조회와 문서 작성을 
한 화면에서

04 / 기능 소개

Split Viewer



웹 클리퍼 익스텐션을 활용해 한 번의 클릭으로 웹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웹 문서를 내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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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Clipper



관련성 있는 자료를 연결해주는 ‘Backlink(역참조)’기능

으로 연관 자료를 파도타기 하듯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간의 관계를 한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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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link



작성 중인 문서에 맞춤화 된 자료 추천 기능을 통해 생각의 폭을 
확장하고, 정보의 종합과 활용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기반 자료 추천

04 / 기능 소개 업데이트 예정

이메일, 드라이브, 클라우드 등을 아우르는 통합 검색 기능을 
통해 흩어져 있던 자료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 검색



활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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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d와 함께하는 당신의 일상

05 / 활용 예시

Typed를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고 싶다면 Typed의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보세요! 

QR코드로 채널 바로가기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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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교육 프로그램

정식 도입 이전 정식 도입 이후

Typed 도입 문의만 주셔도 가질 수 있는 무료 혜택 전 직원대상 Typed  기본 기능 교육 무료 제공

당연한것이지만	,	당연하지	않아	항상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만족스럽게	제공합니다!

- 담당 배정 및 핫라인 제공
- Customer Support 팀의 무제한 서포트
- 프리미엄 웨비나 참가권 제공

- 기존 Workflow 리뷰 및 개선점 제시

- 기존 Workflow와 협업 방식에 대해서 Team Typed에게 알려 주세요! 

Team Typed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귀사의 지식관리를 할 수 있을지 

방향을 제시해 드릴게요!

도출된 개선점 바탕, 기존 Workflow에 적용할 수 있는 Typed 활용법 교육 

무료제공 (교육은 온라인 or 오프라인 선택 가능, 오프라인 시 교육 당일 당사

 직원이 고객사에 상주 하여  상시 Q&A 제공)



수상 경력 및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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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 스타트업 Catch up! 사업화

             지원프로그램 선정

2020 한양대학교 에리카 이노폴리스 캠퍼스사업 선정 세종기능 지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3기 선정

2020년 경기START판/교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 컴퍼니비 X 인포뱅크 선정

과학기술정통부 NIPA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최종 선정

2020년 서울시 넥스트로컬 2기 선정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최종선정

신한스퀘어브릿지 인큐베이터 6기 최종선정

Product Hunt - Product of the Day 선정

세계 최대 규모 기술 컨퍼런스 <Collision 2021> 한국 대표 스타트업 선정

중기부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Mind The Bridge> 선정

Techstars London 최종 오퍼

20억원 후속투자 유치 (미래에셋벤처투자, 카카오벤처스, 신한캐피탈, 넥스트랜스)

[본투글로벌센터] 해외진출 성장형 신청기업 최종선정

기업부설전담부서 설립

[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KIC실리콘밸리] 2021 Express Challenge 프로그램 최종선정

[과기정통부] K-Global 마케팅 후속지원사업 선정

신한인큐베이션 프로그램 6기 데모데이 우승 (5천만원 상금)

본투글로벌 해외 진출 집중성장캠프 2단계 시장 검증 과정 지원 최종 20개사 선정 

(1억원 지원금) 

과기부 TIPS 선정

월간 소풍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선정(7월)

Seed 투자 유치 -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소풍벤처스
글로벌스타벤처플랫폼 Alchemist Class (12월) 지원사업 선정

Seed 투자 유치 (기업가치 상향) - 신한캐피탈 및 한국기술벤처재단

D.CAMP 9월 디데이 최종 선정 (경쟁률 20:1) 및 디데이 공동우승 

               (디캠프센터장상)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 우수기업 선정 (최종 2팀, 경쟁률 30:1)

성장금융 추천기업 선정 (최종 1팀, 경쟁률 6:1)

초기창업패키지 최종 선정 (예산 최대치 확보) 

-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경쟁률 40:1)

1회 82 스타트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선정 

(멘토: 센드버드 김동신 대표, Swit 이주환 대표, 알토스벤처스 

Han Kim 대표, 프라이머사제파트너스 이기하 대표 등)

Techstars Tel Aviv 최종 라운드 진출 (Sendbird 김동신 대표님 및 Swit 이주환 

대표님 추천)

KDB NextOne 2기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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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정보
hello@business-canvas.com

도입문의는 070-4012-0700  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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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d의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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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d의 MISSION

‘생산성의 최적화’

Typed의 미션은 어떠한 업무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여 생산성의 최적화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일환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에서 

가장 뒤쳐지고 있는 문서 협업과 지식 관리의   비효율성을 혁신

함으로써 디지털 업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09 / Typed의 Mission



Typed가 꿈꾸는 세상을 만나보세요.

www.typed.biz

QR코드로 웹사이트 바로가기

The Art of Organization, Typed(KR/EN)

QR코드로 채널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