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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Power Platform 기반

HANDY M365 그룹웨어™_ 소개

HANDY M365 그룹웨어는 Microsoft 365의 Office 및 협업 기능과 Power Platform으로 개발된 한국형 전자 

결재 및 조직도를 Teams에서 통합 제공하며, 빅데이터, 업무 자동화, AI 및 머신러닝의 활용 확장성을 지원합니다.

Microsoft Power Platform 기반

HANDY M365 그룹웨어™_ 플랫폼 소개

HANDY M365 그룹웨어는 100% Microsoft Power Platform으로 개발되어 Microsoft 365 및 Teams와 완벽히 

호환되며, Microsoft Dataverse 및 AI&ML 플랫폼으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자동화를 통합 제공합니다.

한국형 전자결재 및 조직도

4차 산업 필수 기능 통합 지원

전자결재 조직도

빅데이터 분석 업무 자동화

AI 예측 

빅데이터 분석 업무 자동화

AI 예측 

RPA

머신러닝

커뮤니케이션 이메일

커뮤니티 문서작성

문서관리 작업관리

예약관리

Microsoft Power Platform

Microsoft AI & MLMicrosoft Dataverse

빅데이터 분석 업무 자동화

RPA
AI 예측 머신러닝

내 · 외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자동화 

Microsoft 365

및 Teams와 

완벽한 호환

AI & ML

예측 분석

자동화

100%

Power Platform 개발 

유일 그룹웨어

Microsoft 
Power Platform 기반Teams 연동

Microsoft 
Power Platform 기반Teams연동

전자결재 조직도 커뮤니케이션 이메일 커뮤니티 문서작성 문서관리 작업관리 예약관리사내포털

사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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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Microsoft Power Platform 기반

HANDY M365 그룹웨어™_ 한국형 전자결재

Microsoft Power Platform 기반

HANDY M365 그룹웨어™_ 한국형 전자결재 상세

HANDY M365 그룹웨어의 전자결재는 그룹웨어 시장 점유율 1위 핸디소프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된 한국형 

전자결재로써 Microsoft 365 계정 연동 조직도 기반 결재 프로세스와 부서 및 업무에 필요한 결재양식을 제공합니다.

HANDY M365 그룹웨어의 전자결재는 Microsoft 365 기업 사용자 계정 연동 조직도 기반으로 결재 문서 작성, 

결재선 관리, 결재 현황 관리 등 진행 상황을 알기 쉬운 UI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 및 업무별 필요 결재양식을 제공합니다.

대결 설정 온/오프 적용 기능

대결자 검색, 기간 및 사유 입력

결재 암호 필수 입력 기능

대결 설정

전체, 일반, 부서별 결재 문서 양식 

자주 쓰는 결재 문서 양식 즐겨찾기

임시 저장 결재 문서 확인 

결재 양식 즐겨찾기

결재선 자동 적용 및 수정  기능

문서 작성 에디터 글작성 및 편집

결재 문서 관련 파일 첨부 기능

결재 문서 작성

완료함을 통한 통합문서 조회

기안함, 발신함, 수신함

협조함, 부서참조, 감사/준법감시

통합 문서함

결재선 조직도 연동 및 검색 기능

결재선 지정 및 메일 실시간 알림

결재, 병렬결재, 병렬합의, 참조

결재선 관리

결재 필요, 진행중 결재문서 확인

결재 필요 문서 일괄 결재 기능

완료 문서 승인 및 참조 구분 검색 

결재 현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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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Microsoft Power Platform 기반

HANDY M365 그룹웨어™_ 한국형 조직도

Microsoft Power Platform 기반

HANDY M365 그룹웨어™_ 한국형 조직도 상세

HANDY M365 그룹웨어의 조직도는 그룹웨어 시장 점유율 1위 핸디소프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된 한국형 

조직도로써 Microsoft 365 사용자 계정 연동 기반으로 효율적인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HANDY M365 그룹웨어의 조직도는 Microsoft 365의 기업 사용자 계정 연동 기반으로 트리형태 조직도 및

조직원 상태, 그룹 메일, 그룹 채팅, 음성 채팅, 일정 공유 등 효율적인 업무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조직 및 임직원 검색

부서 및 팀원 목록

대화 및  메일 연계

트리형태 조직도

조직도 목록에서 사용자 선택

단일 또는 여러 사용자 선택

Teams 채팅 및 전화와 연결

1:1, 1:多 대화

부서 및 팀원 목록 검색

조직원 로그인 상태 확인

대화가능, 부재중, 오프라인 등

조직원 상태

조직도 목록에서 사용자 선택

단일 또는 여러 사용자 선택

Outlook 실행 및 메일 수신자  적용

1:1, 1:多 메일

조직 및 임직원 검색

부서 및 팀원 세부 정보 확인

소속, 직급, 휴대전화, 내선번호

임직원 세부 정보

조직도 목록에서 사용자 선택

단일 또는 여러 사용자 선택

Teams 및 Outlook 일정과 연결

1:1, 1:多 일정



Azure Machine Learning Studio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

로우 코드(Low-Code)기계 학습 모델을 빌드, 학습, 배포 

복잡한 코딩 없이 데이터 패턴이나 구조 분석

로우코드 머신러닝 모델 생성

Azure Databricks를 통해 AI(인공 지능) 솔루션을 빌드

Apache Spark™ 환경 설정, 자동 크기 조정

재무, 영업, 물류 등의 기업 운영 핵심 요소 AI 예측

AI 예측 데이터 시각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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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Microsoft Power Platform 기반

HANDY M365 그룹웨어™_ 4차 산업시대 필수 기능

HANDY M365 그룹웨어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Azure Big Data Analysis Platform) 및 업무자동화 플랫폼 

(Power Platform)과 통합되어 빅데이터, 업무자동화(RPA), AI 예측, 머신러닝의 업무 확장성을 지원합니다. 

업무 자동화

RPA

머신러닝AI 예측 

Azure Big Data Analysis Platform과 연계

데이터 취합(ETL) 및 가공, 저장,분석 통한 데이터 모델링

빅데이터 시각화 분석 기반 합리적 경영 의사결정 지원

로우 코드(Low-Code) 기반 업무 자동화 플랫폼 Power Platform과 연계

데이터 입력, 분석 및 예측, 보고 및 결제, 질의 응대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 

RPA Bot 관리 포탈을 통한  모니터링 기능으로 효율적 운영 및 관리 

RPA Bot 운영 및 관리 포탈빅데이터 시각화 분석

빅데이터 분석

Microsoft 
Power Platform 기반Teams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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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Power Platform 기반 

HANDY M365 그룹웨어™_ Microsoft 365 관리자 페이지

HANDY M365 그룹웨어의 Microsoft 365 관리자 페이지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Microsoft 365 주요 서비스의 

사용 현황, 문서 관리 및 의사 소통 현황 등을 분석하여 조직별 협업 생산성 및 데이터 보안 지표를 제공합니다.

전체 활성 사용자 수 현황 

전체 사용량 및 잔여 용량

전체 의사소통 및 협업 현황 

조직별 주요 협업 툴 사용량 현황 

조직별 업무 생산성 분석 및 평가

클라우드 협업 환경 사용 독려

통합 생산성 대시보드 조직별 생산성 분석 지표

부서별  아웃룩 사용 상세 현황

부서별 메일 및 모임 활동 현황

메일 사서함 사용 용량  세부 정보 

부서별  팀즈 사용 상세 현황

채팅 , 통화, 화상회의 활동 현황

모임 유형 및 사용 용량 세부 정보

Outlook 사용량 Teams 사용량

부서별  쉐어포인트 사용 상세 현황

부서별 사이트 방문 활동 현황

저장소 사용 용량 세부 정보 

부서별  원드라이브 사용 상세 현황

파일 편집 및 내·외부 공유 현황

파일 저장소 사용 용량 세부 정보

SharePoint 사용량 OneDrive 사용량

주요 기능Microsoft Power Platform 기반

HANDY M365 그룹웨어™_ Microsoft 365 주요 기능

사용자 및 팀 그룹 채팅

채팅 및 음성, 영상 대화

팀즈 모바일 앱 연동 지원

아웃룩 및 익스체인지 온라인 연동

데스크톱 및 웹브라우저 액세스

사용자당 50GB 사서함 제공

커뮤니케이션 이메일 

야머 기반 사내 커뮤니티 제공

조직 전체 지식 공유 및 관계 구축

토론 및 설문  조사 생성  및 운영

MS 오피스 문서 작성 및 편집

팀원 간의 공동 작성 및 편집

실시간 협업 및 공동 작업 가능

커뮤니티 문서 작성

원드라이브 기반 문서 중앙화 제공

공동 작업 및 문서 버전 기록 

파일 암호화 및 백업 기능

플래너 및 To-Do 기능 제공

담당자 업무 및 우선순위 할당 

To-Do 리스트 작업 기한 정리

문서관리 작업관리

쉐어포인트 기반 포털 제공

사내 뉴스 및 최신 공지 확인

CI반영 화면 커스터마이징

Booking 앱 기능 기반 제공

부서 또는 팀원의 일정 통합관리 

유형별 세부 정보 및 역할 할당

예약 관리사내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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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YSOFT

레퍼런스
HANDYSOFT

그룹웨어 주요 고객 레퍼런스

핸디소프트는 그룹웨어 시장 점유율 1위 및 최대 레퍼런스를 보유한 국내 대표 SW 기업으로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위해 

고객에게 HADNY M365 그룹웨어를 통한 최상의 협업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HANDYSOFT

핸디소프트 회사 소개

고객사 / 고객

1,200개 / 190만

그룹웨어부문 최다 레퍼런스

점유율

1위

그룹웨어부문 점유율 1위

연구개발인력

70%

국내 SW업계 최고연구인력

업력

28년

국내를 대표하는 SW기업

금융 공공

기업 대학/병원

핸디소프트
1,200개사
190만 고객



구입 및 제품문의   TEL 02-539-9633   WEB https://www.mavencloudservice.com
B2B Cloud Solution Management Gro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