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rface Hub 2S 제품 소개Ⅰ

Surface Hub 2S 구매 혜택Ⅱ

메이븐 클라우드 서비스 소개Ⅲ









미팅

구성 및 관리

이동성 생산성

포트 및 사양 보안

Steelcase Roam™ Mobile Stand 와 APC™ Charge
Mobile Battery 로 쉽고 간편한 이동 가능

도플러 센서를 통해 공간에 진입한 사람을 감지해
전화, Whiteboard, 연결 등 시작화면(Welcome
Screen) 활성화

눈부심 방지 디스플레이인 픽셀센스

90도 수평 시야각의 4K 카메라

빔포밍 기술과 스마트 보이스 증폭 기술,
통합 8-마이크의 전대역 어레이로 선명한 음질

Surface Pen으로 항목을 쉽게 선택하고 이동

잉크 그랩 기능을 포함해 Microsoft Whiteboard
이미지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잉크로 전환

Microsoft Whiteboard Ink Beautification
기능으로 텍스트를 읽기 쉬운 글꼴로 변환

주변 장치 연결을 위한 4 USB-C™ 포트

USB-A, USB-C™, gigabit ethernet,
HDMI input & mini display port output

무선 터치 백 지원을 위해 내장된 Wi-fi,
Bluetooth, Miracast

Surface Enterprise Management Mode (SEMM) 
의 추가(기존 Surface Hub 와 동일한 방식의 관
리) 

부팅 제한 옵션, Wi-Fi, Bluetooth 와 같은 시스템
에서 라디오 비활성화 및 UEFI 메뉴에 대한
접근을 잠금

사용자 지정 OS는 Windows 10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안 및 잠금 기능

• UEFI Secure Boot
• User Mode Code Integrity (UMCI) with Device Guard 
• Application restriction policies using AppLocker
• BitLocker Drive Encryption
• Trusted Platform Module (TPM)
• Windows Defender
• User Account Control (UAC) for access to the Settings app 



₩17,876,200 부터 ₩32,754,000 부터



+ or
Warranty 3 Years

₩5,789,000
(전체 ₩38,543,000)

Warranty 2 Years

₩2,689,000 
(전체 ₩35,443,000)

기본 패키지

Surface Hub 2S 50”
+Stand / APC Battery / Pen

₩17,876,200

기본 패키지

Surface Hub 2S 85”
+Stand

₩32,754,000

+ or
Warranty 3 Years

₩6,200,000
(전체 ₩24,076,200)

Warranty 2 Years

₩4,650,000 
(전체 ₩22,526,200)

*Warranty는 기본 1년 지원되며, 디바이스 교환, 부품 교체 및 수리, 기본 액세서리 무상 교환 서비스를 보증합니다.



별도 구매

50” 스탠드 ₩2,079,000

85” 스탠드 ₩3,146,000

별도 구매

50” ₩363,000

85” ₩800,800

85” Floor ₩2,359,500

85” 구매시
2개 기본제공

50” 구매시
1개 기본제공

추가 구매시 ₩197,200

본체 구매시
1개 기본제공

추가 구매시 ₩264,700

별도 구매

₩3,600,000





교육일차 모 듈 커리큘럼

1일차

모듈1

Power BI Overview
- Power BI 소개
- Power BI 구성 요소
- Power BI 시작

모듈2

Power BI 서비스
- Power BI 로그인
- Power BI 포털 둘러보기
- 데이터 집합, 보고서, 대시보드
- 데이터 가져오기
- 보고서 작성
- 대시보드 작성

모듈3

Power BI Desktop
- Power BI Desktop의 이해 및 설치
- 시각화 보고서 작성
- Power BI Service에 게시
- 보고서 기타 기능
- 대시보드 기타 기능

2일차

모듈4

Power BI 협업
- 대시보드 공유
- 보고서 웹에 게시
- 앱 작업 영역과 앱
- 감사와 행 수준 보안

모듈5

Power BI 모바일
- Power BI 모바일 소개
- 앱 설치 및 로그인
- 대시보드 및 보고서 탐색
- 휴대폰 레이아웃 설정

모듈6

데이터 모델링과 쿼리 편집
- 데이터 가져오기
- 쿼리 편집
- 데이터 모델링
- Advanced DAX

모듈7

데이터 새로 고침
- 데이터 새로 고침 개요
- 게이트웨이 설치
- 데이터 새로 고침 예약
- 새로 고침 기록 확인

교육일차 모 듈 커리큘럼

1일차

모듈1
Power Apps 개요
- 개요
- 샘플 앱
- 라이선스 구조

모듈2
Power Apps UI/UX 개발
- 기본 도형
- 입력 및 선택 컨트롤
- 레이어

모듈3
Common Data Service (CDS)의 이해
- Common Data Service (CDS) 개념 이해
- CDS에 사전에 정의된 데이터 엔터티에 대해 알아보기
- CDS 엔터티 및 모델링

모듈4
Power Apps로 데이터 다루기
- 테이블
- 갤러리

모듈5
Power Apps로 양식 다루기
- 양식(Forms)
- 커스텀 양식

모듈6
Power Apps로 Censor 다루기
- GPS
- Barcode Reader

모듈7
AI Builder
- 개체 탐지
- 양식 자동 처리
- 명함 인식

모듈8
Power Platform 통합
- Power Automate로 데이터 입력
- Power BI 연동

2일차

모듈9
Power Automate 개요
- 개요
- 샘플을 통한 이해

모듈10
근태 신청 및 승인/반려 구현
- 공가 신청 기능 구현
- 승인 및 반려 기능 구현

모듈11
데이터
- 휴공가 신청 내역에 대한 데이터 기록
- 잔여 연차 부여 후 계산

모듈12
Power Apps로 만드는 휴공가 앱
- 휴공가 신청 양식 만들기
- 휴공가 신청 기록 가져오기

모듈13
챗봇으로 만드는 휴공가 신청 및 승인
- Power Virtual Agents 이해
- 챗봇 구현
- Microsoft Teams에 배포

모듈14
UI Flow
- Web 자동화
- Desktop App 자동화
- 데이터를 다른 곳에 입력

교육일차 모 듈 커리큘럼

1일차

모듈1

Office 365 일하는 방식의 변화 및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
한 업무 환경 소개
- Office 365 소개 및 특징
- Office 365 접속
- Office 365 프로필 설정
- Office 2016 설치 및 Outlook 2016 계정 설정
- 전화 및 태블릿 앱 설치

모듈2

Outlook Web App & Outlook 2016 개인 업무 생산성 소
개
- Outlook Web App 소개 및 특징
- 메일, 일정, 연락처 관리
- Outlook 2016에 업무 활용 기능
- Outlook Web App + Outlook 2016 +   스마트폰
활용 시나리오

모듈3

Teams-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효율적인 협업 방법
- 기본 설정 (프로필, 팀, 채널 설정하기)
- 대화 및 모임 시작하기
- 개인 및 그룹 채팅,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 소개
- 회의 시작하기
- 미팅 아젠다 공유 및 대화 시작
- 미팅 라이브 프레젠테이션
- 회의록 작성 및 녹화
- 회의록, 파일, 녹화영상 열람하기

2일차

모듈4

OneDrive, OneNote Online, To-Do 외 개인 문서 및 노트
관리, 개인 업무 관리 소개
- OneNote Online + OneNote 2016 업무 활용 기능
- Forms를 활용한 설문조사
- Outlook Group, Planner, To-Do, Yammer 소개
- Outlook Group, Planner, To-Do, Yammer 기능 비교

모듈5

SharePoint Online - 팀 문서 협업 사이트를 활용해 안전
하게 협업하는 방법
- SharePoint Online 소개 및 특징
- 사이트, 라이브러리, 목록 생성 및 구성
- 검색, 워크플로 작업, 문서 공동 작업, Planner 활용
- 팀 문서 활용 시나리오

모듈6

PowerApps와 Power Automate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 앱 살펴보기
- 연결, 사용자 지정 커넥터, 흐름
- OneDrive에서 흐름 만들기
- SharePoint에서 흐름 만들기

모듈7 Office 365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
- Office365 업데이트 소식



*교육은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교육센터 다이나믹러닝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메이븐 클라우드 서비스 소개



메이븐 클라우드 서비스 소개



라이선스 컨설팅



적용 서비스



사용자 교육



유지보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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