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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Microsoft Power Apps ?



Microsoft Power Apps 
on Power Platform

업무 데이터 입력

업무 분석/예측

업무 보고 및 결제

고객 질의 응대

AI Tools
AI

Toolkit(IoT)

VS Code
Tools for AI

Azure ML
Workbench

AI ServiceA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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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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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Learn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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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Cosmos DB

SQL
Database

SQL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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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 AI

Spark

Deep Learning
Frameworks

Cognitive
Toolkit

Tensorflow

Caffe 2

Power BI
경영분석보고서(BI)

Power Automate
업무프로세스자동화(RPA)

Power Virtual Agents
대화형응대로봇(Chat Bot)Power Apps

업무어플리케이션(App)

Power Platform
업무 자동화 플랫폼



Microsoft Power Apps 
for Work Efficiency

통합플랫폼 Low-Code AI Platform Office 365



Microsoft Power Apps
외부 전문 기관 평가 및 TCO 분석



What is Microsoft Power Apps ? 



Power Apps 업무 앱(App)
개발 환경



Power Apps 업무 앱(App)
사용 환경

사용자 구현 환경 개발자 및 관리자 환경 확장 가능 플랫폼 환경



Power Apps 업무 앱(App)
특장점

전문 개발자 및 시스템 엔지니어
(Pro Developer)

사용자
(Citizen Developer)

IT 부서 또는 전문 개발자
(IT or Pro Developer)



Power Apps 업무 앱(App)
활용 예시

자원봉사자 상태 확인

적십자 ‘Status Check’

매장 위치 안내

백화점 ‘Location’

HR 잔여 연차 확인

마이크로소프트‘TimeAway’

유통 매장 감사

펩시 ‘Store Audit’



Microsoft Power Apps 
구축 예시

사용자 App

인사

단기 근로자
계약 관리
자동화 앱

총무

경비 청구
및 관리
자동화 앱

업무 앱(App) 프로세스 흐름도 관리자 App

사용자 App업무 앱(App) 프로세스 흐름도 관리자 App



Power Apps 국내 기업 고객 대표 레퍼런스
삼성바이오로직스



Power Apps 국내 기업 고객 대표 레퍼런스
삼성물산



Power Apps 국내 기업 고객 대표 레퍼런스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 케미칼/ 삼성BP화학/ SK TNS



Power Apps 국내 기업 고객 대표 레퍼런스
LG CNS/ 두산중공업/ ABC마트/ 스마일게이트



Microsoft Power Apps
업무 앱(App) 개발 시스템 적용 지원 서비스



Power Apps 업무 앱 개발 시스템
적용 지원 서비스



Power Apps 업무 앱 개발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Power Apps 업무 앱 개발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단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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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보
고

응
대



Power Apps 업무 앱 개발 시스템
사전 프로젝트



Power Apps 업무 앱 개발 시스템
사전 프로젝트 단계

전체 작업 수행 요소 시간 50% 단축



Power Apps 업무 앱 개발 시스템
교육 및 기술지원 패키지



무료 교육 정규 교육 개발 실습 교육

Power Apps 업무 앱 개발 시스템
교육 및 기술지원 패키지 교육 제공 내용

Microsoft Power Automate & Apps 정기 교육 일정 및 인원Microsoft Power Automate & Apps 교육 내용

교육 장소 : 메이븐 다이나믹러닝 교육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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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븐 클라우드 서비스 소개



메이븐 클라우드 서비스 소개



라이선스 컨설팅



적용 서비스



사용자 교육



유지보수 서비스



Microsoft Power Platform 구축 레퍼런스 소개



Microsoft Power Platform 구축 레퍼런스 소개



Microsoft Power Platform 구축 레퍼런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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