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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TEAMS
Microsoft 365 안의 팀워크 허브

지속적인 1:1 및 그룹 채팅

엔터프라이즈 통화 & 보이스

Office 365 어플리케이션 탑재

강력한 온라인 회의

Teams는 강력한 협업 도구입니다.



MICROSOFT TEAMS
Microsoft 365 안의 팀워크 허브고객이 기대하는 기업 등급의 보안과 규정 준수를 통해 구축됩니다.

- Microsoft 365 규정 준수 설명서 | Microsoft Docs

https://docs.microsoft.com/ko-kr/microsoft-365/compliance/?view=o365-worldwide


TEAMS은 MICROSOFT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중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입니다.

91
Teams를 사용중인
포춘 100 대 기업수

500,000+
Teams을 사용중인 기관수

44
Teams에서 지원중인

언어숫자

150
10,000명 이상의

실자용자가 있는 고객

Teams로 회사, 학교 및 생활 전반에 걸쳐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미팅(회의) 통한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

유비쿼터스 회의

HD 비디오, VoIP(인터넷전화), 내선회의 옵션으로 온라인 회의

모바일, 데스크탑,  인터넷 브라우저 사용 디바이스로 회의 참석

Surface Hub 및 기존 회의실 지원

Teams는 가장 효과적인 실시간 업무 도구입니다.

지능형 회의

참석자의 가능여부에 따른 추천

손끝에서 펼쳐지는 연관파일과 채팅기록

검색을 위하여 색인이 지정된, 회의록과 번역의 클라우드 저장



개인설정 및 확장Teams로 개인화된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시각적인 작업 관리

Planner를 사용하여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파일, 체크리스트, 레이블 등의

콘텐츠가 풍부한 작업 카드를 사용하여

시각적 상태 차트를 확인합니다.

모두 Microsoft 클라우드에서 가능합니다.



개인설정 및 확장Teams로 쉽고 빠른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공동 작업

공동 작업할 때 쉽고 빠르게 공유되는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Word, Excel, PowerPoint 파일에서 작업하는 경우

팀즈 내에서 바로 동료 들이 보고, 편집하고,

공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설정 및 확장Teams의 확장 기능을 사용하여 조직에 맞는 설정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

Microsoft Teams는 사용자 지정 앱을 만들 수 있는

확장 가능한 플랫폼이므로, 조직 공동 작업 플랫폼의

중심에 앱을 배치합니다.

Microsoft Teams용 앱은 채널이나 사용자에게

알림 보내기부터 대화형 봇, 자연어 처리 및

기본 제공된 웹 환경을 통합하는 복잡한 다중

Surface 앱까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간단하게 또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TEAMS TELEPHONE



Teams가 일반 전화와 연결되어 어떤 시스템에서나 작동합니다.

Desktop Mobile

iPhone AndroidWindows7+

Edge Chrome Firefox



MICROSOFT TEAMS 디바이스(기기)

지능형 정보통신 접근 목적에 맞는 설정

모든 공간 및 업무 방식에 맞는 모든 사이즈 다양한 인증된 디바이스(기기)

고품질의 영상 및 보이스, 기업등급의 보안
그리고 손쉬운 설정과 관리가 가능한

인증된 디바이스(기기)

공간과 업무방식에
최적화된 디바이스(기기)

당신의 디바이스와 더욱 스마트하고
빠르게 연결 및 협업하는 방법

개인 디바이스(기기) 공용 디바이스(기기)

헤드셋 내선전화 무선전화기기 스피커 퍽 휴대폰 컴퓨터 회의실 전화 스카이프 대형화면 협업 기기

업무 자신감

Teams가 일반 전화와 연결되어 어떤 시스템에서나 작동합니다.



On 
Premise

PBX 장비
(LG - Voice Trunk)

일반전화 시스템에서 쉽고 빠르게 연계됩니다.

통신사

PBX



SBCs
(Session Border  

Controller(s)

PBX

GATE WAY
PBX 장비 - 제거

(LG - Voice Trunk)

CLOUD

일반전화 시스템에서 쉽고 빠르게 연계됩니다.

고객이 Microsoft 클라우드 내에서 PBXs, 콜센터, 아날로그 전화 어댑터(ATA) 등과 같은 타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주요 투자들을
보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통신사

Office 365



On 
Premise

일반전화 시스템에서 쉽고 빠르게 연계됩니다.

고객이 Microsoft 클라우드 내에서 PBXs, 콜센터, 아날로그 전화 어댑터(ATA) 등과 같은 타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주요 투자들을
보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통신사

PBXPBX 장비
(LG - Voice Trunk)

Direct Routing SBCs
(Session Border  

Controller(s)

Office 365



TEAMS 사용자 활용 방법



일반전화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화 할 수 있습니다.

발신 전화 번호 입력 후 통화통화 버튼 선택 발신(Teams)
→ 수신(일반전화 or Teams)



Office 365와 데이터를 연동하면 내 연락처에서 바로 전화가 가능합니다.



Office 365와 데이터를 연동하면 내 연락처에서 바로 전화가 가능합니다.



수신된 전화를 키폰의 넘겨주기 기능과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수신된 전화를 담당자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수신된 전화를 키폰의 넘겨주기 기능과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상담원이 바빠 다른 상담원에게 통화 요청시 코드를 생성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 바빠 다른 상담원에게 통화 요청시 코드를 생성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담원이 요청한 대기중인 고객의 전화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부재중일때 응답 규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전달조건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