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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365 & Teams 매니지드 서비스 소개



Microsoft 365 & Teams 매니지드 서비스 고객 이점

Microsoft 365 & Teams 매니지드 서비스 고객 이점



Microsoft 365 & Teams 매니지드 서비스_컨설팅 부분

컨설팅 부분 : 사전 분석 컨설팅 제공

Microsoft 365
& Teams



고객 사내 업무 시스템 분석

Microsoft 365
(O365) 



업무 목적에 따른 적용 솔루션 제안



고객 맞춤 라이선스 제안

고객 시스템 구조, 관리 도구, 업무 환경 및 사용 방향성 파악 맞춤라이선스구독제안

Microsoft 365 & Teams 라이선스 맞춤 매칭 제안



교육 - 무료 및 표준 교육Microsoft 365 & Teams 매니지드 서비스–교육 부분

교육 부분 : 라이선스 구독 서비스 및 수량에 따라 지원 항목 구성



기본 교육 제공



정규 교육 제공

* 라이선스 구독 서비스 및 수량에 따라 지원 항목 구성* 라이선스 구독 서비스 및 수량에 따라 지원 항목 구성 * 라이선스 구독 서비스 및 수량에 따라 지원 항목 구성



출강 교육 제공



기술 지원 – 적용 및 유지보수Microsoft 365 & Teams 매니지드 서비스–유지보수 부분

유지보수 부분 : 240만원 상당의 유지보수 무상 제공(월 2시간/연 24시간)

* 메일 마이그레이션은 별도 유상 항목



라이선스 적용 및 시스템 설정

• 도메인 및 메일 시스템 설정

• 그룹 및 사용자 등록, 권한관리

• 협업 업무 공간 생성 및 설정

• 감사 및 보안 구성 설정

시스템설정지원

2단계1단계
현 라이선스(Window, 
Office 365) 보유 버전 확인

구독
전환
적용

사용자 분석 및 Microsoft 
365 CSP 라이선스 계약

CSP 라이선스 구독 전환 프로세스

라이선스 적용 및 시스템 설정



유지보수 보고서 지원

 저장 용량

 전체 파일 업로드 수 전체 메일 건수

 스팸 감지 (보안 7 등급 : 스팸차단 및 보안 수준 보통)

전체 그룹웨어 파일 수 전체 채팅 창 활성 수

OS별 Office365 설치 대수



마이그레이션 지원

현재 On-Premise와 Office365의 하이브리드 서비스 사용



Microsoft 365 & Teams 매니지드 및 기술지원 서비스 소개

Microsoft 365 매니지먼트 패키
지



Microsoft 365 기능 및 라이선스 소개



Microsoft 365 소개



Why Microsoft 365 ?

…



Microsoft 365 for Management

Employees work on 2xmore teams
now than they did five years ago

NOW



Office 365 Business Premium vs Microsoft 365

구분 지원 항목 지원 내용 Office365 Microsoft365

Windows 10 장치 관리

단일 콘솔을 통한 사용자/장치 관리 ●

셀프 서비스 PC 배포 ●

Windows 10 PC에 Office 자동 배포 ●

EMS
(Enterprise Mobility 

+ Security)
보 안

다양한 장치에서 회사 데이터 보호 ●

모바일 장치에서 문서 액세스 보호 ●

Windows 10장치에서 맬웨어,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보호 ●

Office 365

Office 응용 프로그램
모바일 기기에서 Office 사용 ● ●

정식버전 및 웹 버전 Office 사용 ● ●

파일 및 문서보기와 편집 1TB의 파일 저장소 및 공유 ● ●

공동작업 서비스

전자메일 (50GB)/일정 및 연락처 ● ●

온라인 모임 (인스턴트 메시징, 
오디오 및 HD 비디오 채팅 / 회의) ● ●

Microsoft Teams 작업영역 ● ●

비즈니스 응용프로그램 Outlook, Bookings ● ●



최신 OS 및 장치 관리 _ Windows 10



장치 및 데이터 보안 _ Enterprise Mobility + Security



협업 도구 및 Office 제공 _ Office 365 & Teams



Microsoft 365 라이선스 소개

구분 지원 항목 지원 기능
Microsoft 

365 business
Microsoft 
365 E3 

Microsoft 
365 E5

Windows 10

Windows 10 upgrade Windows 10 Business or Enterprise B E E

Device Deployment Windows AutoPilot ● ● ●

Security : biometric, credential, malware Windows Hello, Credential Guard, Device Guard,
AppLocker, Enterprise Data Protection ● ●

Antivirus Windows Defender Antivirus ● ●

Threat protection Windows Defender Advanced Threat Protection ●

Enterprise Mobility + 
Security (EMS)

Mobile device management Microsoft In Tune ●* ● ●

Identity management Azure Active Directory P1* P1 P2

Threat detection Advanced Threat Analytics ● ●

Information protection Azure Information Protection P1 P2

App security Microsoft Cloud App Security ●

*Selected features : App protection for Office mobile apps, MDM for windows 10 PC’s, Selective wipe of company data, AAD Auto-Enroll

Office 365

Office suite Word, Excel, PowerPoint, OneNote ● ● ●

Business applications
Outlook Customer Manager, Bookings, MilelQ Also : Listings,
Connections, Invoicing(Preview) 

● ●

Email, Documents & Storage Outlook, SharePoint, OneDrive for Business ● ● ●

Social network, Projects & Teamwork Yammer, Planner, Teams ● ● ●

Audio , video & IM Skype for Business ● ● ●

Information protection Data Loss Prevention, Legal Hold, eDiscovery ● ●

Conferencing PSTN Conferencing ●

Phone system Cloud PBX & PSTN Calling ●

Analytics/Business Intelligence Power BI Pro ●

Legal eDiscovery Advanced eDiscovery ●

Data access control Customer Lockbox ●

Information protection & security
Advanced Security Management, Advanced Data Governance 
&Compliance, Advanced Treat Protection & Intelligence

●

최대 사용자 수 300인 이하 300인 이상 300인 이상

사용자 당/월 22,500원 36,000원 64,100원



Microsoft 365 도입 고객 사례 소개



A사 B사

Azure Information Protection

Advanced Threat Protection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

적용 솔루션

C사

Microsoft 365 도입 고객 사례

Azure AD

Intune

Windows Hello for Business 

적용 솔루션

Teams

SharePoint

Yammer

적용 솔루션

…



Microsoft 365 도입 고객 사례 1. 데이터통합보안환경구축_ A사



Azure Information Protection

Advanced Threat Protection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

Microsoft 365 도입 고객 사례 1. 데이터통합보안환경구축_ A사

…



Microsoft 365 도입 고객 사례 2. 디바이스계정통합관리환경구축_ B사



Azure AD

Intune

Windows Hello for Business

Microsoft 365 도입 고객 사례 2. 디바이스계정통합관리환경구축_ B사



Microsoft 365 도입 고객 사례 3. 협업환경구축_ C사

???



Microsoft 365 도입 고객 사례 3. 협업환경구축_ C사

Teams

SharePoint

Yammer

적용 솔루션



메이븐 클라우드 서비스 소개



메이븐 클라우드 서비스 소개



라이선스 컨설팅



적용 서비스



사용자 교육



유지보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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