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지 배치 활용하기 

 

사용자에 따라 인터페이스는 변경되어야 합니다. 한비로 CRM 이 제공하는 페이지 배치 메뉴는 

간단한 메뉴 및 탭 편집 기능을 활용하여 메뉴의 순서와 메뉴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ㅣ유저셋팅ㅣ 

CRM 사용 조직도 프로세스 

 

그룹 : CRM 을 사용하는 역할에 따라 경영자 / 고객담당자 / 일반 으로 구분합니다. 

팀 : CRM 을 사용하는 업무 분야에 따라 영업 / 수금 / 기타 로 나눕니다. 

 

유저셋팅 방법 



 

 

ㅣ메뉴사용ㅣ 

경영자만 보이는 메뉴 



 

 



 

 

ㅣ커스텀하기ㅣ 

각 부서별 사용 메뉴 

 

커스텀 필드 사용 

 



 

 

 



ㅣ메인 메뉴 관리ㅣ 

 

 

1. 페이지 배치 > 메인메뉴 를 클릭합니다. 

2. 좌측 대 메뉴에 따라 중 메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ㅣ메인 메뉴 수정ㅣ 

 

 



1. 각 메뉴별 사용할 메뉴를 삭제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2.'저장할 업무그룹'에서 설정한 메뉴를 적용 시킬 그룹을 선택합니다. 

3.우측 'X' 버튼과 '+'을 이용하여 메뉴를 수정합니다. 

4. '레이아웃 저장'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ㅣ메인 메뉴 순서 변경ㅣ 

 

 

1. 우측 그레이 바탕의 모듈에 표시된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순서를 변경할 메뉴를 드레그 하여 상/하로 움직입니다. 

3. '레이아웃 저장'을 클릭하면 저장됩니다. 

ㅣ그룹에 따른 열람 권한 설정ㅣ 



 

 

1.  좌측 상단 '불러오기'에서 대 그룹을 선택합니다. 

2.  우측 '저장할 업무 그룹'에서 설정한 메뉴를 적용 시킬 그룹을 선택합니다. 

3. 설정된 메뉴를 '레이아웃 저장'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ㅣ사이드 메뉴 관리ㅣ 

 

1. 페이지 배치 > 사이드메뉴 를 클릭합니다. 

2. 좌측 대 메뉴에 따라 중 메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ㅣ사이드 메뉴 수정ㅣ 

 



 

1. 각 메뉴별 사용할 메뉴를 삭제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저장할 업무그룹'에서 설정한 메뉴를 적용 시킬 그룹을 선택합니다. 

3. 우측 'X' 버튼과 '+'을 이용하여 메뉴를 수정합니다. 

4. '레이아웃 저장'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ㅣ사이드 메뉴 순서 변경ㅣ 

 

1. 우측 그레이 바탕의 모듈에 표시된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순서를 변경할 메뉴를 드레그 하여 상/하로 움직입니다. 

3. '레이아웃 저장'을 클릭하면 저장됩니다. 

 

ㅣ그룹에 따른 열람 권한 설정ㅣ 



 

 

 

1.  좌측 상단 '불러오기'에서 대 그룹을 선택합니다. 

2.  우측 '저장할 업무 그룹'에서 설정한 메뉴를 적용 시킬 그룹을 선택합니다. 

3. 설정된 메뉴를 '레이아웃 저장'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ㅣ템플릿 메뉴 수정ㅣ 

고객의 기본정보를 설정해보도록 합니다. 

고객의 기본정보는 담당자가 아닌 모든 인원이 볼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기업의 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이지배치 > 고객관리 > 고객관리 > 고객보기 > 기본정보 를 클릭합니다. 

1. 불러오기에서 관리자가 속한 그룹을 선택합니다. 

2. 저장할 업무 그룹을 선택합니다. 

3. 각 항목 별 저장할 업무 그룹에게 노출 정보를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완료가 될 경우  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커스텀 필드 생성하기 



 

먼저, 페이지배치 > 고객관리 > 고객관리 > 고객보기 > 기본정보 를 클릭합니다. 

1. 불러오기에서 관리자가 속한 그룹을 선택합니다. 

2. 저장할 업무 그룹을 선택합니다. 

3. 고객정보의   클릭하면 커스텀 필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4. 각 항복 별 저장할 업무 그릅에게 노출할 정보를 추가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완료가 될 경우  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 통계와 관련된 수치를 기입할 때 필드를 추가하여 

사용합니다. 

 : 텍스트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 필드를 추가하여 

사용합니다. 

* 개인도 회사와 마찬가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