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crosoft 365

enterprise mobility + security 도입 제안



제안배경및목적

“I need the best d
evices, across th
e board.”
“I need the best d
evices, across the 
board.”

디지털비즈니스
환경대응

“The device I use 
should not get in 
the way of the w
ork I need to do.
”

“The device I am 
on should not ge
t in the way of th
e work I need to 
do.”

클라우드하이브리드
환경제공

“I want to spend l
ess time supporti
ng apps and mo
re time building 
them.”

“I want to spend l
ess time supporti
ng apps and mor
e time building th
em.”

다양한플랫폼의
APP 관리

“I want my IT dep
artment to make 
it all happen.”
“I want my IT dep
artment to make 
it all happen.”

통합 관리
필요성 증가

“I hate waiting for 
new features.”“I hate waiting for 
my devices to cat
ch up with what I 
want to do.”

보안통제강화필요

개인화
서비스와
표준화

올바른
관리정책
수립

사용자
요구사항
대응

통합디바이스관리환경제공및기업보안관리체계구현



제안의특징및 장점

• 직원들이선호하는기기 사용을허용하고, 직원들의
개인 기기를사용하여회사 리소스에액세스할수
있도록지원함으로써사용자생산성을증대.

(Windows, iOS, Android)

• Microsoft Azure 및 Office 365 등 Microsoft 기반
클라우드솔루션및 타사클라우드솔루션앱 , 솔루션
연계 가능

• 온-프레미스는 물론 클라우드기반의하이브리드
인증체계를구현하여시공간의제약없는정보의공유및
생산이가능

• 사내 정보보안정책적용및 암호화, 인가되지않은
접속의제한, 기기 분실등정보의외부 반출등에대한
대응을통한 사내 자원에대한적극적 보호가능

Microsoft 365의 Intune 기능으로 기기와 공간의 제약 없이 보안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모빌리티업무환경

통합
시간적, 공간적제약을극복및
즉각대응체계구현

기대효과

4

디바이스및데이터

보안성의강화
모바일, 클라우드대응및사내자산
보호

사용자비즈니스

역량강화
사용자중심의솔루션제공

자신의디바이스를업무에이용가능하며 self-service 와SSO 지원

디바이스에제약없이사내정보접근하는현대적인업무환경에대한대응

온-프레미스, 클라우드의통합된하이브리드환경의통합관리환경제공

원격접속및응용프로그램사내정보의보호

정책에기반하여사내어플리케이션과데이터보호

선택적데이터삭제및도난대응



Azure Active Directory

Microsoft 365 인프라시스템구성방법 (1/3)

Azure Active Directory와 Exchange Online 구성으로시작할수있습니다.

계정 관리
로그 분석
모니터링

초기화
Autopilot
접속 제어
설치 파일 배포
로그 수집

라벨, 암호화
워터마크, 출력제어
민감정보 분류
로그 수집

스팸필터
아카이빙
모니터, 레포트, 메시지 추적

파일 공유
로그 수집

통신 암호화
조직별 정보 제한

일정관리
자동화



Microsoft 365 인프라시스템구성방법 (2/3)

Azure Active Directory

라벨, 암호화
워터마크, 출력제어
민감정보 분류
로그 수집

스팸필터
아카이빙
모니터, 레포트, 메시지 추적

파일 공유
로그 수집

초기화
Autopilot
접속 제어
설치 파일 배포
로그 수집

통신 암호화
조직별 정보 제한

일정관리
자동화

로그 분석
모니터링

사용자 계정 관리
세부 정책 구성

Active Directory

Azure Active Directory Hybrid와 Exchange Online 구성으로시작할수있습니다.

Hybrid



Microsoft 365 인프라시스템구성방법 (3/3)

Azure Active Directory

라벨, 암호화
워터마크, 출력제어
민감정보 분류
로그 수집

스팸필터
아카이빙
모니터, 레포트, 메시지 추적

파일 공유
로그 수집

초기화
Autopilot
접속 제어
설치 파일 배포
로그 수집

통신 암호화
조직별 정보 제한

일정관리
자동화

로그 분석
모니터링

Hybrid

Azure Active Directory Hybrid와 Exchange Online Hybrid구성으로 시작할수있습니다.

추가 메일
서버 운용

Exchange Onpremise

사용자 계정 관리
세부 정책 구성

Active Directory



Azure Portal Architecture

Microsoft 365 ID

Microsoft 365 그룹

Microsoft 365 그룹

보안 그룹

메일 보안 그룹

공유 메일

신원 인증

조건부 엑세스

중앙 관리

서비스 목록

Auzre Portal은 기존의 Active Directory의 Organizational Unit과 서비스목록을클라우드로 서비스합니다.



MDM

Microsoft 365 Intune Architecture (보안)

Azure Active Directory와 Azure 환경에서 Microsoft Intune을통합하기위한옵션을보여줍니다

Microsoft Azure

Microsoft Intune

Client
apps

Office
apps

Resouce
Access
policies

Device
configuration

policies

Windows Update
For Business

policies

Device
compliance

policies

Endpoint
protection
policies

Client
apps

Office
apps

Resouce
Access
policies

Device
configuration

policies

Windows Update
For Business

policies

Device
compliance

policies

Endpoint
protection
policies

App 
workloads

App 
workloads

Enrolled in Intune

Apple Android

MDM

Joined to AD
Joined to Azure AD
Enrolled in Intune

Windows 10

Intune console

Configration Manager Configration Manager console



Microsoft 365 EMS Architecture

Azure Active Directory와 Azure 환경에서 EMS 기능구현항목을 나열합니다.



Intune console – 설치파일배포

안드로이드와 IOS 배포를 기본 지원하며, 데스크탑도 일부 지원합니다.



특정조건에부합하는 경우에사용자엑세스를허용합니다.

Intune console – 조건부엑세스



Device 제어 –원격초기화

외부에멀리위치한 사용자 PC에문제가 생긴경우초기화를통해빠르게해결할수있습니다.



Intune console – PC 정책배포

Windows 보안환경및엔드포인트용 Microsoft Defender 기능을 활용합니다.



Device 제어 –추가정책배포

Powershell 배포를통해필요한조치사항을 바로진행할수있습니다.



Device 제어 - BitLocker

디바이스 암호화키를 Microsoft 포털에서직접관리합니다.



App 제어 –복사금지

업무용으로구분된파일의단어를복사하여붙여넣기를금지합니다.



File 제어 –외부전달금지

업무용으로구분된파일의외부유출을원천적으로차단합니다.



File 제어 –자동데이터분류

정책을사용하여파일을저장하려면무조건레이블을적용해야하는정책을적용합니다.



File 제어 –워터마크

업무용으로구분된파일에워터마크를표시할수있습니다.



App 제어 –제어앱구성

모바일장치의업무용으로구분된영역에추가제한을통해보안성을 확보할수있습니다.



App 제어 - 초기화

업무용으로구분된영역의데이터를완전히초기화합니다.



Intune console – 로그수집

문서추적은보호 된문서에액세스한경우관리자에게정보를제공합니다 (rest api)

https://docs.microsoft.com/en-us/microsoft-365/compliance/search-the-audit-log-in-security-and-compliance?view=o365-worldwide


Intune console – 로그분석및모니터링

보호된문서및이메일볼륨에대한정보, 레이블유형별로파일이 적용된위치에대한정보를제공합니다.



Intune 추가구현리스트

추가 구현 리스트

Azure Information Protection 레이블에 대한 Exchange Online 메일 흐름 규칙 구성 동기화된 팀 사이트 파일을 온라인 전용 파일로 변환

Azure Information Protection 알려진 문제 디바이스 등록 제한 설정

Azure Information Protection에서 보호 사용 현황 로깅 및 분석 디바이스에 이메일 설정 추가

Intune을 사용하는 앱 기반 조건부 액세스 사용자 동의없이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 검색 및 차단

Microsoft Defender USB 장치 제어 웹 컨텐츠 필터링

Microsoft Information Protection SDK 설명서 장치 제어 프린터 보호

Update 전송 최적화 설정 전용 키오스크로 설정

VPN 구성 차단 모드의 EDR

Wi-Fi 프로필 설정 클라우드 차단 제한 시간 구성

Windows 10 버전 업그레이드 또는 S 모드 해제 템플릿을 사용하여 그룹 정책 설정 구성

공유 PC 또는 다중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액세스, 계정 및 전원 기능 제어 특정 조직에 대한 OneDrive 계정 동기화 차단

Microsoft 기본구현항목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information-protection/configure-exo-rules
https://docs.microsoft.com/ko-kr/onedrive/use-group-policy#convert-synced-team-site-files-to-online-only-files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information-protection/known-issues
https://docs.microsoft.com/ko-kr/mem/intune/configuration/device-restrictions-configure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information-protection/log-analyze-usage
https://docs.microsoft.com/ko-kr/mem/intune/configuration/email-settings-configure
https://docs.microsoft.com/ko-kr/mem/intune/protect/app-based-conditional-access-intune
https://docs.microsoft.com/ko-kr/microsoft-365/security/defender-endpoint/detect-block-potentially-unwanted-apps-microsoft-defender-antivirus?view=o365-worldwide
https://docs.microsoft.com/ko-kr/microsoft-365/security/defender-endpoint/control-usb-devices-using-intune?view=o365-worldwide
https://docs.microsoft.com/ko-kr/microsoft-365/security/defender-endpoint/web-content-filtering?view=o365-worldwide
https://docs.microsoft.com/ko-kr/information-protection/develop/
https://docs.microsoft.com/ko-kr/microsoft-365/security/defender-endpoint/printer-protection?view=o365-worldwide
https://docs.microsoft.com/ko-kr/mem/intune/configuration/delivery-optimization-windows
https://docs.microsoft.com/ko-kr/mem/intune/configuration/kiosk-settings-windows
https://docs.microsoft.com/ko-kr/mem/intune/configuration/vpn-settings-configure
https://docs.microsoft.com/ko-kr/microsoft-365/security/defender-endpoint/edr-in-block-mode?view=o365-worldwide
https://docs.microsoft.com/ko-kr/mem/intune/configuration/wi-fi-settings-configure
https://docs.microsoft.com/ko-kr/microsoft-365/security/defender-endpoint/configure-cloud-block-timeout-period-microsoft-defender-antivirus?view=o365-worldwide
https://docs.microsoft.com/ko-kr/mem/intune/configuration/edition-upgrade-configure-windows-10
https://docs.microsoft.com/ko-kr/mem/intune/configuration/administrative-templates-windows
https://docs.microsoft.com/ko-kr/mem/intune/configuration/shared-user-device-settings
https://docs.microsoft.com/ko-kr/onedrive/use-group-policy#allow-syncing-onedrive-accounts-for-only-specific-organizations

